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
소련 해체 이후 30년을 돌아보다
| 일시 :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 장소 : 비대면 zoom 회의
| 주최 :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주관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문학 분과
| 문학 분과A |
10:00 - 11:45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새로운 해석들
사회 : 이명현 (고려대)

발표 1 :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에 나타난 종말론 고찰: 러시아 종교 문예학의 연구 경향에 대
한 복음주의적 고찰
발표자 : 이경완 (한림대)
토 론 : 김태옥 (충북대)
발표 2 : 니체의 ‘초인’ vs.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신’
발표자 : 천호강 (부산외국어대)
토 론 : 손재은 (고려대)
발표 3 :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우연한 가정’의 재고찰 : 레비나스의 ‘번식성’ 개념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 신봉주 (서울대)
토 론 : 조혜경 (대구대)

11:45 - 13:00

점심 및 휴식

| 문학 분과B |
13:00 - 14:45

포스트 소비에트의 서사와 자아
사회 : 김수환 (한국외대)

발표 1 : 테피(Тэффи)의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Восемь миниатюр)』(1913) 연구
발표자 : 강수경 (부산대)
토 론 : 김태옥 (충북대)
발표 2 : 서술자가 없는 서사 텍스트: 블라디미르 소로킨의 소설 <줄(Очередь)>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전미라 (한국외대)
토 론 : 이희원 (상명대)
발표 3 : 이반 비리파예프 드라마의 서사적 자아 형상
발표자 : 윤서현 (서울대)
토 론 : 김주연 (고려대)

| 문학 분과C (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
15:00 - 16:40

러시아 문학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 윤영순(경북대)

발표 1 :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상에 대한 두 해체: 하름스와 프리고프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전민규 (한국외대 박사과정)
토 론 : 조규연 (중앙대)
발표 2 : 기피우스의 ‘어머니’ 형상: 『사과꽃이 피다』를 중심으로
발표자 : 장은재 (서울대 석사과정)
토 론 : 손재은 (고려대)
발표 3 : 페트루쉡스카야의 <아가씨 코>의 『동화 형태론』 비틀기: 빌헬름 하우프의 『난쟁이 코』와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혜영 (연세대 박사과정)
토 론 : 김민아 (경북대)
발표 4 : 깡패들과 시인들: 보리스 리지의 시에 나타난 포스트소비에트 세대의 형상
발표자 : 이종현 (러시아국립인문대학 박사과정)
토 론 : 이지연 (한국외대)

어학-통번역 분과
| 어학-통번역 분과A |
10:00 - 11:45

통번역: 언어와 문화의 창
사회 : 전혜진 (중앙대)

발표 1 :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노-노한 영상번역 기법 연구
발표자 : 김경준 (중앙대 국제대학원)
토 론 : 홍서연 (단국대)
발표 2 :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정책과 통번역 현황
발표자 : 유정화 (육군사관학교)
토 론 : 정혜린 (한국외대)
발표 3 : 한국 지명의 러시아어 번역전략 분석
발표자 : 강동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토 론 : 한진아 (한국외대)

11:45 - 13:00

점심 및 휴식

| 어학-통번역 분과B |
13:00 - 14:45

러시아 사회와 언어변화
사회 : 이용권 (부산대)

발표 1 :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과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발표자 : 김용화 (충북대)
토 론 : 김진규 (고려대)
발표 2 : 러시아어 문법서의 시원: 『Grammatica Russica』(1696)에 관한 소고
발표자 : 한지형 (부산대)
토 론 : 정하경 (서울대)
발표 3 : 카라차이-체르케시야 공화국의 언어상황 연구
발표자 : 정경택 (경상국립대)
토 론 : 정영주 (고려대)

| 어학-통번역 분과C (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
15:00 - 16:45

러시아어학-통번역 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 안혁 (성균관대)

발표 1 : 화상회의통역의 특성: COVID 19 상황에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비대면 통역 중심으로
발표자 : Netrebina Kseniya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토 론 : 김윤희 (중앙대)
발표 2 : 러시아 영화의 한글 자막 번역 전략 연구
발표자 : 윤주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토 론 : 김보라 (경상국립대)
발표 3 : 러시아어 i-모음약화 현상의 음성학적 분석
발표자 : 이혜미 (한국외대)
토 론 : 이선정 (부산대)

역사학-문화학 분과
| 역사문화 분과A |
10:00 - 11:10

전지구적 구조 변동과 소련 체제의 붕괴
사회 : 노경덕 (이화여대)

발표 1 :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소련의 붕괴: 비군사화의 도화선으로서의 전쟁
발표자 : 이정하 (전남대)
토 론 : 정세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표 2 : 소련 경제의 자본주의 무역 체제로의 통합과 소련의 공적 부채 성격 변화
발표자 :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토 론 : 홍지수 (브라운대 박사과정 수료)
발표 3 : 벨라루스 종교 구성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발표자 : 박혜경 (한림대)
토 론 : 서광진 (경북대)

11:10 - 13:00

점심 및 휴식

| 역사문화 분과B |
13:00 - 15:20

러시아 오페라의 세계
사회 : 김혜란 (고려대)

발표 1 : 로디온 셰드린의 오페라 <왼손잡이>(2013): ‘눈물 스민 웃음’으로 구현된 러시아적인 것에 대
하여
발표자 : 박선영 (충북대)
토 론 : 김민아 (경북대)
발표 2 : 민속의 예술적 변형: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발표자 : 서선정 (서울대)
토 론 : 최정현 (고려대)
발표 3 : 오페라 <태양을 이기다>Победа над Солнцем, 1813: 현재적 의미
발표자 : 심지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토 론 : 황기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표 4 :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므첸스크군의 맥베스 부인』, 해석과 변형
발표자 : 차지원 (서울대)
토 론 : 백승무 (한림대)

| 역사문화 분과C |
13:30 - 15:15

러시아 문화의 소통과 확산
사회 : 안지영 (경희대)

발표 1 : 메이예르홀트 연극의 포스트 소비에트적 변용: 1930년 테이엠의 『목욕탕』과 2019년 알렉산드린
스키 극장의 『목욕탕』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승억 (경북대)
토 론 : 윤서현 (서울대)
발표 2 : «러시아 음악의 이해» 과목에 대한 제안
발표자 : 가욱 류드밀라 (추계예술대)
토 론 : 김은희 (청주대)
발표 3 : 포스트 소비에트 민족 공화국의 현대미술
발표자 : 이훈석 (성균관대)
토 론 : 김태연 (서울대)

15:15 - 15:30

점심 및 휴식

| 역사문화 분과 (학문후속세대) |
15:30 - 16:40

러시아 문화의 전통과 재해석
사회 : 조규연 (중앙대)

발표 1 : 미하일 브루벨과 이교신앙 잔재 연구
발표자 : 배근호 (성균관대)
토 론 : 권정임 (선문대)
발표 2 : 현대 러시아 문화정책에서 구교도에 대한 재인식의 의미
발표자 : 이주은 (중앙대)
토 론 : 차지원 (서울대)

사회과학 분과
| 사회과학 분과A |
10:00 - 11:45

신북방지역 정치경제의 평가와 전망
사회 : 성원용 (인천대)

발표 1 : 북방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자 :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토 론 : 박지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2 : 러시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 혁신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자 :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토 론 : 성진석 (한림국제대학원대학)
발표 3 : 포스트 소비에트 30년 중앙아시아의 정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자 : 성동기 (인하대)
토 론 : 이지은 (한국외대)

11:45 - 13:00

점심 및 휴식

| 사회과학 분과B |
13:00 - 14:45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미래 쟁점
사회 : 박상남 (한신대)

발표 1 : 포퓰리즘과 대통령제의 선택적 조응성: 권력의 인격화 사례로서의 러시아 푸틴
발표자 : 이선우 (전북대)
토 론 : 김태연 (서울대)
발표 2 : 이슬람 테러리즘 위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시계열 비교
발표자 : 윤민우 (가천대)
토 론 : 정세진 (한양대)
발표 3 : 2021년 러시아 총선: 평가와 시사점
발표자 :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 론 : 서동주 (연세대)

14:45 - 15:00

점심 및 휴식

| 사회과학 분과C (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
15:00 - 16:45

러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연구의 새로운 길 1
사회 :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

발표 1 : 러시아 금융산업의 산업연관표 분석
발표자 : 민지영 (한국외대)
토 론 :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발표 2 :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효과 분석
발표자 : 이정민 (한국외대)
토 론 : 정재원 (국민대)
발표 3 : 강대국간 갈등에 있어서 ‘후견-피후견’ 국가 간 인식 차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발칸(1908~1914)
의 사례를 중심으로발표자 : 이영수 (한신대)
토 론 : 양승조 (숭실대)

| 사회과학 분과D (신진연구자 특별세션) |
15:00 - 16:10

러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연구의 새로운 길 2
사회 : 이선우 (전북대)

발표 1 :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 분석: 푸틴의 외교인식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주연 (안양대)
토 론 : 김선래 (한국외대)
발표 2 : 글로벌 수소 경제의 부상과 러시아의 북극 개발전략
발표자 : 정선미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토 론 :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16:45 - 17:00

휴식 및 종합토론 준비

| 통합분과 |
17:00 - 18:30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과 한국 러시아학의 발전 전망
사회 : 박혜경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한림대)

(가나다순)

토론자 : 김성진 (덕성여대), 김세일 (중앙대), 성원용 (인천대), 송준서 (한국외대), 엄구호 (한양대),
우준모 (선문대), 전혜진 한국슬라브어학회 회장 (중앙대), 최행규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 (경
희대), 김진규 한국러시아문학회 부회장 (고려대)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4개 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11차 러시아학 공동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4개의 학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학문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해 11번째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학술대회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 연구의 장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 분야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 연구의 외연은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또한 학제 간 연구
기반도 충실하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11차 공동학술대회의 대 주제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 소련 해체 이후 30년을
돌아보다”입니다. 2021년은 소비에트 해체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소련의 해체는 단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련의 붕괴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대변화를 겪은 주변 슬라브, 유라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의 해체와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독립을 하게 된 구소련 국가들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지난 30년은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소비에트 해체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 국가들의 현 위치와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소련 해체 30년이 아니라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해체 이후 현상을 분석하는 각 분과별 연구 결과들은 그동안 꾸준히
발표되어 왔고, 연구 성과물들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에, 이제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국가나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해체’라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 양상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새로운 해석들, 포스트 소비에트의 서사와 자아라는 주제로
고전과 현대 문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학-통번역 분과에서는 한러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두 언어 간 번역이나 통역 문제, 그리고 포스트 소비에트의 변화된
사회가 언어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문화 분과에서는 소련체제의 붕괴를
전지구적 구조 변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를 비롯하여 러시아 오페라, 연극, 회화, 종교 등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문화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분과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신북방지역 정치 경제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연구들과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미래 쟁점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 분과마다 학문후속세대와 신진연구자 특별 세션을 조직하여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이 학문 후속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과 한국 러시아학의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4개 학회 회장님들과 학문별
원로 학자님들을 모시고 소련 해체 이후 지난 30년간의 한국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슬라브학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학문 연구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11년 동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선생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인 팬데믹의 상황은 학술대회의 기본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 간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 교환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공동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대면학회가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또다시 온라인
학회에 초대할 수밖에 없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지만,
선생님들의 연구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부디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박혜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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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에 나타난 종말론 고찰:
러시아 종교 문예학의 연구 경향에 대한 복음주의적 고찰
이경완 (한림대)

1. 들어가며
현대 서구와 러시아 인문학계에 일어난 신학적 회귀(theological turn) 현상에서 부각되는 주제로 종말론이
있다.1) 그리스도중심주의와 성서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주의계 조직신학자인 밀라드(Millard J.
Erickson)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종말론이 주목받은 이유를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관심의 증대, 제3세계의 부상, 공산주의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전과 세력 확장, 인류를
감싸고 있는 파멸의 위협 등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광적인 종말론(eschatomania)과 종말론
공포증(eschatophobia)의 양 극단을 피하면서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다만 21세기 초 종말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파멸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 문화권에서는 종말론 공포증보다는 광적인 종말론이 더 강한 경향이 보인다.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적인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의 건설과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에 속한다.3)

하지만, 원초연대기(Повесть временных лет)를 보면, 988년 블라지미르 대공의 세례와 비잔틴 정교의

국교화 직후부터 자기 민족을 신이 마지막 때에 선택한 선민으로 간주하고, 자기 민족이 적그리스도의 위협
아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러시아 메시아니즘(Russian messianism)의 맹아가 발견된다.4)
결국 러시아 정교 문화의 근간에는 전천년설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러시아 민족으로 대체하여 새
1) 종말론은 엄밀하게 개인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종말론과 인류와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 천국, 연옥, 지옥 등에 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우주적 종말론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는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세 범주가 있다.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밀라드 J. 에릭슨, 조직신학 개론,
나용화, 황규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pp. 624-705 참조.
2) 같은 책, pp. 624.
3) Е.Г. Якимова, “Эсхатология основных христианских конфессий: сходства и различия,” Философия, этика,
религиоведение, № 2 (2012), с. 41-42.
4) Eric Tracy Wilding, Gospel, apocalypse, and eschatology: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s theology of imaginative
literature in Cana of Galilee from The brothers Karamazov. Degree M.A. (University of St. Michael’s College, 200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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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러시아 민족이 감당할 메시아적 소명을 주장하는 일찍이 마련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16세기 전반기
프스코프의 필로페이(Филофей Псковский) 수도사가 제안한 “모스크바-제3로마”(Москва — Третий Рим)
설이 러시아 제국의 국정 이념으로 채택되고, 19세기 니콜라이 1세의 국정 이념이 “러시아 정교, 전제정,
민족주의”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러시아 메시아니즘의 기류는 표트르 대제의 근대화 이후 서구의 근대 유토피아 사상들을 수용하고
19세기 후반기에 러시아 인텔리겐치아가 형성되어 사회개혁 및 혁명 운동이 일어나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기말 러시아 지식인들은 이념과 성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새 시대의 도래와 러시아
민족의 메시아적 소명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러시아 사회의 격변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필자는 세기 말의 사회, 정치, 문화적 격변 속에서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고 근대 유토피아 사상의 정점인
유물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한

미하일

불가코프(Михаил Булгаков)의 역작 『거장과 마르가리타』(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1891-1940)에 동시대의
종말론적 기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필자의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는 유대인의 천년왕국설에 따른 정치적 메시아 운동과 로마 제국의 황제숭배 및 이교적인 다신 숭배,
그리고 소비에트 체제의 근대적인 유토피아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가 이러한 천년왕국 사상과 정치적 실현
양태를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설정한 데는 그의 모종의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본고는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 연구가 양 문예학 진영의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5)

2. 러시아 근대 문예학계와 종교 문예학계의 주요 논쟁점
소비에트 체제에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이단아로
살아야 했던 불가코프의 삶이 고단하였던 만큼 이 작품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텍스트 속의 텍스트’ 기법과 각 텍스트의 복잡하고 모호한 요소들로 인하여 작품의 해석
역시 해석자의 관점과 접근법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체플라코프(Георгий Цеплаков)에 따르면, 이 작품에 대한 근대 문예학적 연구와 종교 문예학적 연구는 그
역사와 분석의 깊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는 비대칭적인 대립구도를 이룬다. 그는 이를 전제로 양
진영의 해석의 첨예한 대립점을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관계, 볼란드, 예슈아, 거장의 소설, 이반 베즈돔니,
본디오 빌라도, 부수적인 인물들, 결말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6)

5) 근대 문예학계와 종교 문예학계의 대 지류 내에 연구자 별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므로 사실 해석 전통을 두 지류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가 있다. 이 소설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홍대화, “고골의 「비이」와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비교 연구,” 슬라브학보 제30권 제3호 (2015), pp. 183-186 참조.
6) Г.М. Цеплаков,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Две традиции прочтения,” 2015. 9. 14. https://www.youtube.com/watch?v=dGk0
qvyRAMU (검색일: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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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거장과 마르가리타>에 대한 근대 문예학과 러시아 종교 문예학의 논쟁
핵심 사안
거장과 마르가리타

근대 문예학

러시아 종교 문예학

진정한 애정

불륜

볼란드

선한 마술사

악랄하고 기만적인 사탄

예슈아

작가의 시각이 반영된 인간 예수
(슈트라우스, 르낭의 예수 유형)

예수 그리스도의 희화화

거장의 소설

작가의 복음서 재해석
(메레시콥스키 식의 재해석)

볼란드의 거짓된 복음

이반 베즈돔니

광신적인 무신론에서 계몽, 성장

파산

부수적인 인물들

어둠의 왕국
(그로테스크한 메니푸스풍 풍자)

추악한 인물들

결말

해피 엔딩

비극

총평

애정 소설, 풍자 소설,
20세기의 기독교 소설

러시아 정교 소설

출처: Г.М. Цеплаков,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Две традиции прочтения,” 2015. 9. 14. https://www.yo
utube.com/watch?v=dGk0qvyRAMU (검색일: 2021.09.26)
이중 양 진영의 의견에 접점이 가장 많은 사안은 부수적인 인물들이다. 근대 휴머니즘의 시각에서건, 역시
근대적인 메레시콥스키 유형의 새로운 기독교의 시각에서건, 아니면 정교의 시각에서건 이들은 비속하고
이중적인 인물들이고, 이들이 거주하는 모스크바 역시 어둠의 왕국인 것이다. 그러나 그외의 사안들에서는
첨예한 견해 차이가 발견된다. 체를랴코프는 불가코프가 성직자 집안 출신이지만 정교에 복잡하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고, 소비에트 체제와 스탈린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진영의
해석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대 문예학적 해석이 보다 전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소설의 종말론적 요소에 대한 종교 문예학적 고찰
이 소설에 반영된 종말론적 요소들에 천착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개별적인 종말론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그중 볼란도와 수행원의 악마성,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
유대 민족, 소비에트 체제의 종말론적 비전과 이를 수용하는 인물들 중 특히 빌라도의 삶의 양가성, 예슈아의
메시아성, 거장과 마르가리타에게 주어지는 달빛 속의 안식처의 성격 등에 대한 종교 문예학적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관심은 이 연구가 내재적 분석과 외재적 고찰을 충실히 거친 것인가,
그리고 필자의 복음주의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1) 볼란도와 수행원의 악마성: 스코보로다의 선악관을 반영한 정교 소설?
골로빈(Сергей Головин)은 미하일 불가코프의 아버지 아파나시 불가코프가 키예프 신학교 교수이자
신학자로서 18세기 우크라이나 신비주의 사상가인 게오르기 스코보로다(Георгий Сковорода)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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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료되었고, 미하일 불가코프 역시 스코보로다의 악마관을 이 소설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바로
그점에서 작가가 이 소설을 러시아 정교의 관점에서 창작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가 스코보로다의
악마관에서 강조하는 핵심 이념은 사탄은 기만적이고 그에게는 창조력이 없고 원숭이처럼 왜곡되게 모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는 것이다.7)
그런데 스코보로다는 마니교와 그노시즘, 그리고 교부 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선악관의
연장선상에서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볼란드가 직접 설파하는 계시이다.
볼란드의 이러한 양가적인 선악관은 그노시즘, 마니교 등 이교를 반영하는 한편,8) 오리겐이 주장한
만물회복설, 즉 “만물이 궁극에 가서는 본래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학설”도 반영한다. 그리고 스코보로다의
신비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신학은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이후 러시아 정교
사제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작가의

부친인

아파나시

불가코프처럼

스코보로다의

선악관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정교의 틀 내에서 지지하는 진영이 형성된다. 작가의 가까운 친척인 종교철학자 세르게이
불가코프는 직접 오리겐의 만물회복설을 수용하여 양가적인 선악관을 제시하기도 한다.9)
이점에서 치불니크(Сергей Цыбульник)이 쿠라예프의 러시아 정교 중심 비평의 일면성을 비판하고,
불가코프의 종교성은 선악의 양가적인 결합을 주장하는 19-20세기의 반(反)교리적 기독교 문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치불니크에 따르면, 볼란드가 예슈아와 표면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예슈아의 신적인 힘과 유사한 내면을 지니는 점에서 전통적인 악마-교사자이자 복수와 정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점에서 그는 이 소설 전체와 마찬가지로 비극적이기도 하고 패러디적이기도
하다.10)
결론적으로 골로빈은 스코보로다의 선악관에서 정교 교리에 위배되는 면은 간과하고 정교 교리에
부합하는 면만을 근거로 스코보로다의 신학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정교의 소산으로 간주하고, 작가 불가코프
역시 그런 시각에서 거장의 소설은 물론 이 작품 전체를 - 초고의 제목이 입증하듯이 - ‘사탄의 복음서’로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필자의 시각에서는 치불니크의 주장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

(2) 천년왕국 속의 삶: 마음의 병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물론 서구 및 러시아 기독교 문화의 양가적인 선악관과 그것이 반영된 세기말의
새로운 종교성의 영향만으로 그의 종교성이 완전히 규명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코프가 스코보로다의 사상을
자기 아버지처럼 정교의 틀 내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인지 세기말에 형성된 새로운 혼종적인 종교
문화의 지류 속에서 수용하고자 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필자는 이 소설에서
천년왕국으로 자처하는 체제의 대변자나 그 안의 사람들의 내면 상태에 대한 작가의 묘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의식적으로는 황제숭배와 다신
숭배를 수용하지만, 그는 마음의 병을 앓고 유대 민족과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작품에서는
7) “Григорий Саввич Сковорода,” http://www.hrono.ru/biograf/bio_s/skovorodags04.php (검색일: 2021.10.01)
8) 홍대화, “고골의 「비이」와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비교 연구,” pp. 192-193.
9) С.Н. Булгаков, “Православная эсхатология,” Православие: Очерки учения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Париж: Ymca-Press,
1989), с. 387-388.
10) Сергей Цыбульник,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Диакон и Диавол или о занимательном богословии Кураева,” 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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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르샬라임)에서 잔인한 총독으로 불리며 개 반카 외는 주위에 가족이라고 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는 그런 자신의 마음의 병과 고독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산책을 권하는 예슈아 하-노츠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더욱 희망한다. 그의 이런 이중적인 상황은 로마 제국과 신들에 대한 그의 숭배 역시 이중적이고
양가적임을 암시한다. 그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영원한 불멸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위협하는 유대 민족의 메시아니즘을 혐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도 마음의 병을 앓고 타는
듯한 태양을 혐오하면서 달빛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볼란드와 수행원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빌라도와 유사한
멜랑콜리와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각각 지하생활을 하면서 창작을 하거나 로맨스를 찾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 역시 소비에트 유토피아 사회의 허구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르가리타는 거장의 소설을 읽으면서 빌라도의 마음의 병과 비겁함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녀는 거장의 성공을 갈망하고,
사탄과의 계약에 동의하여 마녀의 행각을 벌이는 데 서슴지 않고, 그러다가 거장과 함께 이반 베즈돔니에게
달빛 속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환영이 된다. 이것을 소비에트 유토피아에서 그녀 안에 키워진 마음의 병의
극단적인 표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 그녀는 작가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더불어 이 작품에서 50호 아파트는 볼란드의 등장 이전에 이미 일종의 ‘저주받은 곳’으로서 거주자들이
계속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소비에트 유토피아 안에서 이미 초월적이거나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이성에 토대를 두는 계몽주의의 결정판인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과 그것에 토대를 두는 사회 체제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근대 문예학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인물로 제시되는 이반 베즈돔니의 마지막
행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파트리아르흐 연못가에서의 대사건 이후 거장의 소설 속의 본디오
빌라도에 마음이 꽂히고, 에필로그에서 봄의 만월이 될 때마다 달빛 속의 본디오 빌라도의 평안 그리고 거장
및 마르가리타를 통한 자신의 일년 간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소비에트 역사학자이자 교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점에서 불가코프는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 운동이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다신 숭배나 거의
동일하게 허구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쟁탈전에 불과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러시아 메시아니즘에 따른
보수적인 러시아 민족주의나 모든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역시 그런 이중성을
내포하며, 결국 이기적이고 비속한 욕망을 지닌 나약한 인간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 없다는 냉철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예슈아의 메시아성
유대교의 대제사장인 카이파는 자신이 유대 민족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대
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영광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로 구성된 진리의 왕국을 설파한 예슈아를 유대 민족의
적으로 간주한다. 쿠라예프는 예슈아의 주장이 톨스토이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반영하는 거짓된 복음이라고
주장한다. 그점에서 빌라도가 이 견해를 “하-노츠리의 무분별하며 유토피아적인 말”(42)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빌라도의 비밀호위대장인 아프라니우스는 빌라도의 지령에 따라서 배신자 유다의 보호를
위장하면서 그를 살해한 뒤에 경과를 보고한 뒤에 예슈아의 부활에 대한 빌라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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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한다. “이곳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팔이 그 자의 시체 위로 울려 퍼질 때 그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504)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예슈아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 태세를 연상시킨다.
여기에서 예슈아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유사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한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레위
마태가 기록한 예슈아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될 것이다...... 인류는
투명한 수정을 통해 태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중략) ‘......가장 큰 악덕은...... 비겁함이다.’”(510)
예슈아의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21-22장의 예언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 기록만 가지고는 예슈아의 예언과
가르침이 성경을 정면으로 비틀어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거장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의 정치적 열망의 헛됨을 폭로하고, 불가코프는
소비에트 유토피아 사회의 도래를 확신하는 소비에트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의 헛됨을 폭로하는 것이며,
동시에 불가코프는 그 대안으로서 예슈아와 같은 메시아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예슈아와 같은 메시아가
‘위선의 태양’에 짓눌린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닐까?
이 작품에서 볼란드와 예슈아가 탈신성화, 탈이상화된 양가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거장, 마르가리타, 이반
베즈돔니, 빌라도 등 주요 인물들도 양가성과 모순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고, 이들의 삶에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것은 왜일까? 불가코프가 고골의 묘사 방식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인식 방식에 따라
대상에 대한 묘사와 표현을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것도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인식의
한계를 희비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은 아닐까? 이점에서 근대 문예학이나 종교 문예학이나 일면적인 분석은
작가의 의도에 대한 내재적 분석보다는 자신의 시각에서 작품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외재적 고찰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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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초인’ vs.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신’
천호강 (부산외국어대)

사회 변화가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하면 대혼돈이나 대격변이 초래된다. 그러한 대격변이 인간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오래된 과거에 형성된 인식의 틀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만들었고, 근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공화국의 이념을
만들었고 또한 ‘민족’ 공동체라는 새로운 의식을 출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과거에
형성되었지만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 오히려 정교하게 공고화된 종교적 의식은 여전히 절대다수의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종교 의식에 대한 반발이 서유럽에서는 ‘니힐리즘’의 확산으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인류는 견고화된 지배 의식 아래 니힐리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라고 교육받고
세뇌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연장에서 쇼펜하우어, 니체의 사상은 니힐리즘이 아니라 그것의 극복이라고
배웠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는 니힐리즘이라는 틀에서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의식의 문제를 현대적 위기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19세기 후반기 러시아의 ‘철학적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와 독일의 ‘문학적 철학자’인 니체의
저작 속의 초인과 인신(혹은 신인)의 테마를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당시와는 다른 현대사회에서 그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창궐과 기후변화의 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19세기
근대화에 기인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만큼이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언제나
위기는 있었고, 인류는 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를 파국적으로 돌파하거나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또한 19세기와 비교해서 환경과 양상은 변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국주의와 식민지, 선진국과
후진국, 민족주의 같은 위계적이거나 차별적인 세계 질서를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법칙인양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제시한 인간과 인간 본성의 문제를 근대적 인간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법’과 연관시켜 천착해볼 것이다.
19세기 후반기 러시아 지성사에는 니체 철학과 매우 유사한 지적 흐름이 존재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19-20세기의 전환기 러시아에서 니체 철학의 대유행이 있었다는 사실, 니체 스스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이다. 여기에다 물론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서양
역사상 기존의 도덕적 규범과 전체주의적 신앙에 대한 ‘저항’과 ‘반란’이라는 정신적 흐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흐름 속에는 양자를 뚜렷이 구별시키는 특성들
역시 존재했다. 대체로 근대의 시작과 함께 제기된 이러한 정신적 흐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본성의
변모로서 내면화되었고, 차후로는 조심스러우나마 새로운 외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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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선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이른바, 이념소설의 주인공(특히 “우리시대의 영웅”의 페초린, “아버지와
아들”의 바자로프)의 목소리에서 니체 철학의 목소리와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러시아 전제정부가
자국 내에서의 서방의 이념적 진전을 과도하게 간섭했던 탓에, 그것은 통상과 달리 일종의 ‘이념의 문학’으로
분출되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적 가치관을 갖춘 문학가들의 등장이었는바, 그들의
때로 낭만적이고 때로 형이상학적 충동으로 표출되는 작품 활동 속에서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덕적 반란’을
언급할 수 있다. 당시 일군의 러시아 지성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지식서클을 만들어
프랑스의 사회주의 이론들과 독일 관념론 철학을 탐독한 바 있다.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페트라셰프스키단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지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자였다. 당시
이러한 서클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우위에 두는 무정부주의적인 개인주의 성향의 철학이 성행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대의 문학 속에서 ‘잉여인간’의 형상으로 이어졌으며, 우선 이러한 잉여인간은 사회개혁 방법을
숙고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도를 찾지 못한 세대의 표상이었다. 나아가 1860년 이후 등장하는 문학적
인물들은 개혁의 의지와 더불어 오히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으로 등장한다. 그들의 이념적 출발점은
동시대에 출간된 다윈의 “종의 기원”과 스펜서의 저작에 영향을 받은 급진적 유물론 사상이었다.
1860년대부터 달아오른 전투적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뛰어난 소설이 집필되었고, 우리는 이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으로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 대체로 이 작품에서 당대 러시아의 사회적 불안은
도덕적 형이상학적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 속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덕적인
반란의 러시아적 전통이 ‘니힐리스트적 개성’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물론, “악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악인’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스타브로긴과
키릴로프의 형상 속에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의 형상과 비교할 만한 단서가 있으며, 이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두 ‘문학적 사상가’가 통찰한 새로운 인간(인신과 초인)의 본성에 대한 일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연구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진행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의 방향 또한 너무나 다양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의 무분별한 검토는 오히려 본 연구의
방향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선 우리는 모출스키의 저서 “도스토예프스키”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신과 니체의 초인의 접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1903년 레프
셰스토프가 쓴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비극의 철학)”가 아마도 본격적인 첫 연구서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 본성의 비극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니체가 제시한 개인의 창조적 본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 후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외로 이후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 각자가 수많은 철학자와
문학자와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양자의 비교 연구는 그리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석영중의 논문 “도스토예프스키의 악인과 니체의 초인”(Acta Russiana, 2014)은 방법론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를 비교하는 논문이기도
했고, 니체의 ‘초인’이 함유하는 복잡한 인간 본성의 문제가 그 자체로 이해하기 매우 난해하지만, 그것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에 등장하는 ‘악인’들과 비교함으로서 보다 선명한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한 대비의 이점을 활용하여 니체의
초인과 뚜렷이 연관되고 대비되는 테마가 바로 ‘인신’이다. 이들의 전반적 사상이 아닌 문학적 형상의 여러
지점과 그 의미를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니체의 초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명하는 다수의 논문과 연구서들이 존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30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작품과 형상에 대한 연구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사한 격동기를 헤쳐 나가는 법을 사유한 두 거인의
비교분석은 위기의 시대에 처한 인간 본성의 문제를 해석할 유력한 시사점을 품고 있음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우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차라투스트라의 사유 방식과 형상을
통해서 초인의 이념,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의 등장인물인 키릴로프와 스타브로긴의 사유방식과 형상을
통해 ‘인신’의 이념을 도출하고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을 읽고 난 후, 도스토예프스키를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유일한 심리학자로 표현했다.1) 그러나 당시 도스토예프스키가 묘사한 중범죄자들과 니체의 초인은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일종의 ‘창조적 오독’의 예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적 형상인 중범죄자 가운데서 러시아에서 성장하는 가장 뛰어나고 강하고 가치 있는
재목이 마련될 가능성을 느꼈다고 했지만, 정작 도스토예프스키는 중범죄자들을 세상 및 신적인 것과의
유대감을 잃은 다양한 유형의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니체가 바라는 ‘창조적인 도덕의 반란’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도스토예프스키는 고통스러운 강제적 공동생활에서 인간성 부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평가가 옳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덕적 반란이라기보다는 신적인 믿음을
결여한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러한 개인들의 형상
속에서 (스스로가 사유해온) 자유를 향한 의지와 도덕적 반란의 전범을 목도하여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음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두 문학적, 사상적 거인의 관계는 이로써 단절되고 생전에
거의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는 니체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니체의 기본적 철학적 구상은 기존 사유의 틀을 부수고 현존하는 가치 체계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에서 추방당한 이른바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요소를 철학적으로 탐색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맥락은 이러한 니체 철학과 유사한 도덕적 반란의 분위기를 당시 러시아의 지적인 문화, 특히
문학적 형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데 기초한다. 농노해방 이후 달아오른 사회의 전투적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뛰어난 러시아 소설이 출판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소설들 속에는 사회적 불안과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 불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니힐리스트적 형상을 통해서 러시아적 전통의 도덕적 반란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니체의 저작 속의 반란하는 개성과 19세기 중반 러시아 소설들의 니힐리스트적 인물들 간에는
일종의 유사한 접촉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니체의 저작과 이러한 러시아 소설 속에는 성숙한 도덕적
정직성, 주변의 삶에 대한 멸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공유된다. 니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지배적 사상’이라 명명한 바 있다. 또한 니체의 저작들과 당시의 여러
러시아 소설들은 공히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도전하고 그 허위성을 폭로하는바, 이러한 양상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레르몬토프의

“우리시대의

영웅”,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 도스토예프스키는 내가 무언가를 배운 유일한 심리학자이다: 그는 내 인생의 멋진 행운 중의 하나이다. 스탕달을 발견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이 심오한 인간이 천박한 독일인을 하찮게 평가한 것은 열 번 지당한 일이었으며 그는 그가 오랫동안 살았던
시베리아 형무소의 수감자들,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중범죄자들을 자신이 예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느꼈다. 대략 러시아 땅에서 자라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재목이자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재목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라고 느꼈던 것이다(니체, 우상의 황혼. 책세상, 2002.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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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니체는 자신의 출발점으로서의 당대의 니힐리즘 전통을 극복하고자 했고, 인간 본성 속의
비합리적인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사이의 유용한 관계를 설정하려한
사상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 소설 속의 니힐리스트들과 니체의 철학적 페르소나(특히,
차라투스트라)는 대체로 도덕적 애매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인물들 속에는 고상한 도덕적 감수성과 매우
부도덕한 행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진실에 대한 열정이나 불공정한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의식, 삶에 대한 고결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끔찍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악령”에서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는 자신의 고상한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방화를 정당화하고 살인을
저지른다. 니체의 저작 속 페르소나의 ‘자유로운 정신’은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삶을 긍정하며 자아를
변형시킬 최상의 유형으로서의 인간 의식에 근접한다. 반면에 러시아적 전통 속의 ‘자유로운 정신’은
기본적인 본능적 삶 자체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러시아적 형상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결벽증적 자기감정에 치우쳐 자신의 기본적인 내적 요구마저 부정하기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니체와
러시아의 도덕적 반란자들은 현존 가치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이를 만회하고자 일종의 ‘새로운
인간’을 구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 나폴레옹 같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무관한 특별한 도덕적 특권을 지닌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19세기 중반의 러시아의 지적 흐름 속에서 러시아 소설 속의 니힐리스트적 형상과 니체 저작의
페르소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구상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가는 인간 본성의
문제에 대한 탐색으로서 두 거인의 작품 속 ‘초인’과 ‘인신’의 사유방식과 형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 러시아 소설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유형과는 별개의 니힐리스트 유형으로서 ‘인신’의 형상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나타나는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혹은 그가 설파하는 ‘초인’과의 접점과
차이점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니힐리스트 유형은 무엇보다 진실과 정의에 관한 요구에 답하기
위하여 신비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악령”의 키릴로프는 그리스도를 닮은 수난자, 즉 ‘인신’이
되기를 꿈꾼다. 그처럼 죽음과 신의 형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는 형이상학적 불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키릴로프의 도덕적 지향과 니체가 설파하는 도덕적 지향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양자는 공히 기독교적 신화를 재평가한다. 또한 초인과 인신은 억압적인 전통적 도덕을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고, 절대적이거나 속세를 초월한 법과 규범을 거부한다.
그러나 초인과 인신의 본질적인 차이 역시 언급되어야한다. 키릴로프는 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믿는 반면, 니체는 심오한 자기애를 ‘가치 창조적’ 정신의 필수요소라 보았다.
또한 초인은 미래의 변화가 자기 인식, 삶의 긍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인신은 부정의
극단적 형식, 즉 자살을 통해서 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인은 ‘육체’ 내부의 무의식적 생명의
힘과의 통합을 상정하면서, 그 힘의 승화된 형태로서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의 에너지를 ‘개인’에게 부여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히 대별되는 초인과 인신의 이념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악령”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인간 본성의 교차점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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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초인과 인신의 차이점
초인

인신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긍정적

부정적

자기극복(창조)

자기희생(자살)

...

...

본 연구에서는 스타브로긴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적 이해의
복잡성(표트르 베르호벤스키 + 샤토프 + 키릴로프)2)과 더불어 니체의 초인(차라투스트라 또는 그의 설파
속의 상징적 표상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니체의 사상이 차라투스트라의 사유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변된다고 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은 “악령”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의 사상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 혹은 대심문관 등을 통해 표출되지만, 이것 또한
도스토예프스키 사상의 전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의 작품의 형상들이 스스로 내뿜는 어떤
활력을 통해서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악령”의 경우, 인신의 이념을 대변하는
키릴로프보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스타브로긴의 형상을 통해서
작가의 핵심적 사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2. 스타브로긴의 분신
표트르 베르호벤스키

샤토프

키릴로프

니힐리스트

신인주의자

인신주의자

살인

피살

자살

...

...

...

* * *
앞으로 이 발표문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어로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면서 이해의 폭을 얼마나 좁혔는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는 잘못된 사상이다. 아나키즘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는 ‘니힐리즘’을 허무주의라고 규정하고 해석하면서 부정적 함의만을 잔뜩
부여했던 것은 아닐까. 아마도 니체처럼 니힐리즘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설파하거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니힐리즘적 인물 속에서 오히려 더 인간 본성에 충실한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인가. 차라투스트라와 스타브로긴, 그리고 키릴로프의 형상과 그들이 말하는 사상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니힐리즘적’ 인간 본성에 대한 해석에 접근해서 연구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2) 표트르는 바자로프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전형적인 60년대 니힐리스트 형상, 샤토프는 신인사상의 추종자이고, 키릴로프는
인신사상의 추종자이다. 신인(神人)은 기독교의 신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하느님의 곁으로 돌아간 신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신인’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규정하는 정통
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인신론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자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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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옙스키 소설 속 ‘우연한 가정’의 재고찰 :
레비나스의 ‘번식성’ 개념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신봉주 (서울대)

1. 서론
레비나스(E. Levinas)는 『전체성과 무한(Totalité et Infini, 1961)』의 결론에서 이 책이 다루는 사회적
관계를 관계의 본래적(originel) 전개, 즉 나에서 타자에 이르는(a Moi a l’Autre) 관계에 한정한다.1) 달리

말해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전체성에 저항하는 존재의 무한 관념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레비나스의 저작에서 타자는 무한으로의 초월을 이끌어내는 타자성, 즉 외재성과 다름없이
이해되지만 동시에 그의 타자 철학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맞물려 의미의 긴장을 더하곤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번식성(fécondité)’ 개념이 특히 그러하다. 『전체성과 무한』의 4부 「얼굴 너머」에서

레비나스는 에로스의 현상학과 ‘아버지됨(paternité)의 무한이 가족, 나아가 형제애가 지배하는 사회적 질서로
연결될 것이라 전망한다. 타자와의 대면이 사회적 삶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번식성의 무한한
시간인 셈이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전체성과 무한』의 4부를 중심으로 레비나스의 번식성 개념이 생물학적 경험과 이

경험을 넘어서는 의미를 모두 아우르며 서술되는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핀다. 이후 레비나스의 논의에

준거하여 도스토옙스키(Ф. М. Достоевский)의 소설 『미성년(Подросток, 1875)』을 ‘아버지됨’에 관한 또
하나의 입장으로 읽어볼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열렬한 독자로 알려진 레비나스가 ‘아버지됨’을 무한의
달성 및 자아의 초월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설명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 드물게 한 명의

‘아버지됨’을 보여주는 『미성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이한 공백으로까지 여겨진다. 비단

레비나스뿐 아니라 레비나스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가족서사는 레비나스가
주시하는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논의될 기회가 없었다. 도스토옙스키가 『미성년』에서 형상화한 가족의
모델도 무한의 관념을 의식하고 있는가?

『작가일기』에서 무책임한 부모가 아이들을 고독과 분리로 모는 당대 러시아의 ‘우연한 가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이 주제를 본격화한 소설 『미성년』의 작가로서 이미 역사가 된
톨스토이식 고귀한 가정 대신 앞으로 소설가들이 써 주어야 할 무궁무진한 러시아의 현실을 발굴한 것이라
1) 에마뉘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그린비, 2019, 433-434쪽. 이하 레비나스의 이 저서의
인용문은 괄호안에 페이지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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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한다. 소설가들이 쓸 엄두를 못 냈던 현실의 특성을 사회가 처한 혼돈으로 명명하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해체의 와중에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이것이 새로운 소설에 주어진

몫이라 본다.2) 삶을 건설하는 법칙에 대한 단서는 『미성년』의 말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우연한
가정의 미성년 아르카디는 사실상 『미성년』 전체를 이루는 자신의 수기를 삼촌 니콜라이에게 보낸다.

수기를 읽은 니콜라이는 아르카디의 수기가 훗날 예술가들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절을 위해
아름다운 형식을 모색할 때 ‘그것의 혼돈과 우연성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료(были бы искренни, несмотря
даже на всю их хаотичность и случайность 13: 455)’가 되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형식의
원동력이 미성년들이 이뤄가는 세대 창조의 비밀에 있음을 암시한다.
생물학적 가족을 상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레비나스와 도스토옙스키는 모두 자아를 정립하는
개인의 드라마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에서 타자’에 이르는 관계를 통해 자아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경험의 하나가 곧 가족인 것이다. 레비나스와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이 경험이 어떻게 서술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이 글은 죽음의 극복과 세대관계의 비대칭성에 관한 이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두 저자가 단순히
자손을 통해 유한한 시간을 연장한다는 의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이
맺는 관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무한한 시간 속에 자아를 확립하는 일의 가능성을 논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레비나스의 ‘번식성’ 개념에 대하여
2.1. 번식성과 죽음 : 죽음의 극복과 수용
『전체성과 무한』 4부에서 레비나스는 얼굴 너머로 나타날 사랑과 번식성의 지평에서 자아가 죽음을
넘어 자신을 지탱하게 된다고 말한다(382). 이 문장을 인간이 자손을 통해 유한한 삶을 연장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버지됨에서부터 ‘아직 아님’이라는 현상, 즉 시간의 최초 현상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한층 오묘하다(376). 아버지됨은 시간의 근원적 실행, 간단히 말해 시간을 가능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직 아님’은 죽음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해를 담은 핵심 표현이다.
레비나스는 3부 C장 「윤리적 관계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음에의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사유와 논쟁하며

죽음에 대항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맞세운 연기 자체로서의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 ‘아직 아님’의 시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죽음이 유예된 시간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지극히
윤리적인 시간인데, 폭력에 바쳐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바로 타인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레비나스가 무한의 시간과 관련하여 죽음을 승리,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라면 그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죽음을 말하는 때가 있다. 4부 G. 「시간의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무한한 존재를

생산하는 비연속적 시간에 대해 설명한다. 중단됨 없는 연속된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간격, 중단됨이 무한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그는 이 간격을 죽음이라 부른다. 존재를 동일자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간격은 번식성의 차원에서는 아버지를 자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죽음의 시간으로도 언급되며
이것을 레비나스는 ‘무인 간격(Le neant de l’intervalle)’, ‘죽은 시간(temps mort)’ 등으로 표현한다. 나아가
2) Ф. М. Достоевский(1983)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Т. 25, М.: Нау- ка, C. 35. 이하 도스토옙스키
전집의 인용문은 괄호 안에 권수와 페이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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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죽음과 부활로 이뤄진 비연속적 시간을 가로질러 번식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431).
자아의 늙음을 방지할 ‘죽음의 간격’ 이후의 젊음들은 말 그대로 세대가 지속되는 양상을 가리키는 한편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존재의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자아가 젊어지는 가운데 자기성을 단념하지 않는다는
양보적 표현은 주체성을 자아의 재시작을 위한 선결조건으로까지 정의하는 관점의 변주라 할 수 있는데,
레비나스는 주체성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존재는 주체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 때문이다(407-408). 언제나 다시 시작함으로써 젊어지는 동시에 자기성을 유지하는 주체성이란
무엇일까? 에로스와 아버지됨을 고찰하는 다음 장에서 ‘자아는 그의 아들이다(le moi est son fils)’라는
레비나스의 명제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2. 비대칭적 관계 : 에로스와 아버지됨
『전체성과 무한』에 앞서 강의록으로 집필된 『시간과 타자(Le temps et l'autre)』에서 레비나스는 죽음,
에로스, 번식성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틀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레비나스는 많은 것을 생략한 채 자아의
변증법을 따라 죽음, 여성적인 것, 아들의 개념에 차례로 도달했고 이 모든 상황은 ‘할 수 있음’의 배제에
의해 통일된다고 말한다.3) 나의 모든 능력 너머의 죽음은 레비나스에게 번식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관된
전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타자』에서도 인격적 삶을 형성하는 지평에 관한 논의를 번식성의

장으로 넘겼듯이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에로틱한 것을 사회적 삶에 이르게 하는 최소 요건을
가족으로 보고 있으며 에로스가 추구하는 향락의 비-인격성, 비-사회성을 사회적 질서의 전 단계에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과 출산의 순서를 그대로 에로스 이후에 오는 아버지됨에 대입할 수도 있겠으나 죽음을 극복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자아가 모든 능력 너머에서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은 에로스와 아버지됨을 불가분
묶어준다. 이처럼 에로스와 아버지됨에서 주체의 초월을 이끌어내는 관계의 공통된 본질을 크게
비대칭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어떤 생물학적, 사회적 구조에서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를
발견하는가? 주지하다시피 레비나스에게 타인을 타인으로 만들어주는 타자성은 결코 상호성을 생각할 수
없는 다름이자 형이상학적 차원을 여는 낯선 이, 고아, 과부의 얼굴로서 나에게 비대칭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에로스와 아버지됨을 통해 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윤리보다는 시간적
차원의 비대칭성이 관건이다.
에로스의 단계에서부터 레비나스는 사랑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아이를 타자이자 나 자신이라 칭함으로써
아버지됨을 압축하는 명제 ‘자아는 그의 아들이다’를 예고한다. 정확히는 아이와의 관계를 타자이면서 나
자신인 존재와의 관계로 보는 것인데 이 관계는 4부 С. 번식성, D. 에로스 속의 주체성에 오면 ‘동일자가
아닌 나의 미래(406)’, ‘그 자신으로 머무는 가운데 그 자신과 다르게 되는 주체(413)’ 등 주체의 변화에
맞추어 서술된다. 타인의 향락을 향락하는 사랑에 의해 자신을 타자의 자기로 발견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운명을 벗어나 살아나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타자성을 뒷받침한다면 여전히
아들 속에서 주체가 그 자신으로 머무른다는 레비나스의 주장은 현실의 맥락에 대입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인 가운데 자아로 있(être moi dans son fils, 423)’을 수 있는가?
3부 B. 얼굴과 윤리에서 레비나스는 아버지됨이 사실상 형제애에 의해 수립된다고 본다. 각주를 통해
자신이 4부와 동일한 아버지됨을 다루고 있음을 밝혔지만 여기서 레비나스는 아버지됨paternite을 인간들의
3)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16,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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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parente humaine라는 개념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318). 그는 인간다움으로 묶이는
‘친족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형제애를 바로 그 인간다움의 요건으로 소환한다. 따라서 ‘그의 아들
가운데 있는 자아’는 더 이상 단일한 인격에 구현된 그것일 수 없으며 ‘인간의 형제애에 함축된 아버지의
공통성(319)’, 곧 모두에게 도래해야 할 인간의 자기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 읽기
3.1. 아이들의 죽음과 부활
레비나스는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정립하려는 자아가 선함과 진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번식성의 무한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에로스와 아버지됨이 결합된 가족이 그러한 시간을 실행한다고 보았다. 레비나스가
무한한 시간을 실현하는 문제를 통해 미래의 타자들에 대한 자아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지상에 도덕을 세우는 일은 영혼의 불멸을 믿는 여하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혼의 불멸은
신학적 논제가 아니라 인간은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지극한 현실적 인식이 절박하게 찾은 도덕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불멸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와 ‘불멸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선을
향한 의지를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가 팽팽하게 맞붙는 이념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면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불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주체로서의 도덕성을 심판에
부치게 되는 것이며 동시대 러시아 가정에 대한 소설 『미성년』을 지배하는 화두 역시 죽음과 부활이다.
그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을 죽음 앞에 선 나의 ‘할 수 없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으로 제시한다.
아르카디는 자신이 속한 우연한 가정을 불멸을 믿지 않는 아버지와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고리로 파악한다. 그런데 불멸에 대한 의혹은 아르카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미성년으로서 수차례 베르실로프와 대화하며 신앙을 모색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아르카디는 어떤 근본적 회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지는 해’에 대한 그의 거부감으로
표출된다.
- Какой вы час во дню больше любите? - спросил он, очевидно меня не слушая.
- Час? Не знаю. Я закат не люблю. (13:61)
자살의 유혹과 세 번의 삶도 마다않겠다는 의욕의 경계에서 아르카디는 석양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충만한
삶의 상징인 태양이 진다는 것은 아르카디에게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죽음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부활의 기약에 대해 말이 없는 자연과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르카디가 지는 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또 다른 아버지와 대면시킨다. 그가 아르카디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노인은 죽어도 젊은이는 살아야 한다(Старцу к могиле, а юноше жить)’는 것이다. 이어 마카르는
아르카디의 생각에 반향하듯 아무리 노인이어도 여전히 살고 싶으며 무덤 위로 풀이 무성히 자라듯
백년이면 후손들에게 잊힐 거라는, 불멸에 관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상념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마카르는
죽음을 맞는 볼멘소리조차 삶을 사랑한 증거이므로 노인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삶을 향유하는 형태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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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후손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무덤 너머에서 보내주겠다고 한다.
И пусть забудут, милые, а я вас и из могилки люблю. Слышу, деточки, голоса ваши веселые, слышу
шаги ваши на родных отчих могилках в родительский день; живите пока на солнышке, радуйтесь, а я за
вас Бога помолю, в сонном видении к вам сойду... всё равно и по смерти любовь!... (13:290)

마카르는 완전한 무로서의 죽음이 안길 허무의 자리에 자신의 사랑이 들어설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마카르의 사상에서 ‘자기로 회귀하는 자아’는 없다. 무덤 너머에서 사랑을 보내주는 주체는 살아생전의
마카르와 동일한 자가 아니다. 무덤 곁에 머물며 사후의 자신이 베풀게 될 것으로 상상하는 사랑은 후손들의
몫이다. 그의 사랑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손을 맞잡고 무덤을 찾을 존재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라면 마카르가 형제애를 통해 아버지됨의 무한을 꿈꿨을 뿐 아니라 부모의 날에 함께 무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친족관계를 맺은 인격적 질서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한편 마카르의 신념에서
표도로프의 ‘공동 일의 철학(Философия общего дела)’의 씨앗을 발견할 수도 있다. 표도로프는 아버지들을
부활시키지 못하는 인류를 영원한 ‘미성년(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ие)’에 견준다. 낳아주고 길러주는 데서 부모의
일은 끝났으며 자식들이 형제애로 합심하여 부모에게 삶을 돌려주는 공동의 과업을 완수해야만 ‘학교를
졸업(выход из школы)’할 수 있다는 것이다.4) 그렇다면 마카르는 왜 노인은 죽어도 젊은이는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
죽음을 앞둔 마카르와 도박의 실패 후 병상에서 회복중인 아르카디의 스쳐지나가는 만남은 언뜻
세대교체의 상징처럼 읽힐 수 있으나 아르카디가 마카르에게 이끌린 것은 노인의 얼굴에서 어린아이의
미소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웃는 아이를 ‘천국에서 비춘 빛, 인간이 마침내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박해지게 될 미래의 계시(это луч из рая, это откровение из будущего, когда человек станет наконец
так же чист и простодушен, как дитя 13: 286)’에 비유한다. 어린아이의 미소에 관한 아르카디의 철학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카르의 얼굴을 마주하여 아르카디는 어린아이를 더 이상 무심한
자연으로서의 석양이 아닌, 인류가 되어야 할 미래로 이해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죽음의 간격’ 이후
마카르가 후손들에게 베풀게 될 사랑과 아르카디가 그에게서 엿본 어린아이라는 미래의 타자가 단순히 말과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설득력을 갖는다면 이는 마카르가 우연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서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베르실로프는 이미 마카르와 결혼한 농노여성 소냐를 유혹하여 아르카디를 낳은 후 아르카디를
마카르에게 입양시킨다. 그런데 소냐를 곁에 두고자 베르실로프가 금전과 신분해방을 조건으로 마카르를
회유하여 멀리 떠나있도록 했음에도 마카르는 잊을만하면 이들을 찾아와 손님처럼 머물다 가거나
경제관념이 없는 베르실로프를 대신해 소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순례를 마친 마카르가 죽음을
앞두고 돌아온 것은 아르카디와 베르실로프의 화해가 계속 결렬되고 이들의 우연한 가정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시점이었다. 아르카디와의 첫 만남 이후 이들 가족에 둘러싸인 마카르는 이제 베르실로프가 약속대로
소냐와 정식결혼하리라 희망하며 유언을 남기는데, 우리는 그의 유언에서 레비나스가 절대적 젊음과
재시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던 번식성의 비연속적 시간, 그 시간의 작품 자체라 일컬었던 용서의 한 사례를
보게 된다.
Полноте, други, али думаете, что я помирать боюсь? Было у меня сегодня, после утренней молитвы,
такое в сердце чувство, что уж более отсюда не выйду; сказано было. Ну и что же, да будет
4) Николай Федорович Федоров, Сочинения, Общ. ред.: А. В. Гулыг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ысль>>, 1982, С.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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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лагословенно имя господне; только на вас еще на всех наглядеться хочется. И Иов многострадальный,
глядя на новых своих детушек, утешался, а забыл ли прежних, и мог ли забыть их - невозможно сие!
Только с годами печаль как бы с радостью вместе смешивается, в воздыхание светлое преобразуется.
Так-то в мире: вская душа и испытуема и утешена. (......) Ну, ну, не смущайтесь, сударь, я только так
напомнил... А виновен в сем деле богу всех больше я; ибо, хоть и господин мой были, но всё же не
должен был я слабости сей попустить. Посему и ты, Софья, не смущай свою душу слишком, ибо весь
твой грех - мой, а в тебе, так мыслю, и разуменье-то вряд ли тогда было, а пожалуй, и в вас тоже,
сударь, вкупе с нею, - улыбнулся он с задрожавшими от какой-то боли губами, - и хоть мог бы я тогда
поучить тебя, супруга моя, даже жезлом, да и должен был, но жалко стало, как предо мной упала в
слезах и ничего не потаила... ноги мои целовела. Не в укор тебе воспомнил сие, возлюбленная, а лишь
в напоминание Андрю Петровичу... ибо сами, сударь, помните дворянское обещание ваше, а венцом всё
прикрывается... При детках говорю, сударь-батюшка... (13: 330-13: 331)

레비나스가 말하는 절대적 젊음과 재시작은 개념적으로는 자아의 젊어짐을 통해 늙음과 운명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아버지됨을, 실천적으로는 과거의 용서를 뜻한다. 이처럼 과거에 얽매임과 더불어 늙어가는
존재가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보이는 변화를 레비나스는 시간의 작품 자체인 용서라 부르는데 그가 이
정도로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용서를 단지 과거의 재해석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됨이 성취하는 타자, 절대적
간격을 넘어서 내게 올 미래로 이해하기 위해서다(429).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는 아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과거를 용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마카르가 그의 유언을 듣고 있는
우연한 가정의 일원들을 욥의 죽은 아이와 나란히 언급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위로를 얻은 욥이 예전 자식들을 잊을 수 없듯이 마카르는 그들 모두를 원 없이 바라보다 떠나고 싶다고 한다.
마카르가 잊을 수 없는 ‘먼젓번 자식들’이란 직접적으로는 그를 배반했던 어린 아내와 그녀를 유혹했던
지주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자식들이 태어남에 따라 기쁨으로 승화될 슬픔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가 소냐와 지키지 못한 가정을 암시한다. 이들 사이에 미처 아이가 생길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지만 마카르는 그가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먼젓번 자식들’에 회한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소냐와 베르실로프에게 용서를 말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에 누구보다 자신의 죄가 크다고 할 때 마카르는
용서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신이 보내줄 새로운 아이들, 즉 우연한 가정의 미래에서 찾아온다고 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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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피(Тэффи)의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
(Восемь миниатюр)』(1913) 연구
강수경 (부산대)

I. 들어가며
포스트소비에트 이후 러시아 문학장에 등장한 러시아 여성 작가들은 하나의 문학적 ‘현상’이자 ‘신드롬’으
로 명명되며 연구자와 비평가들뿐 아니라 대중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고 당당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름을
굳혔다. 각종 문학상을 휩쓸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들의 명성에 비춰 볼 때 이제는 오히려 ‘여
성 작가’라는 타이틀이 어색할 정도이다. 여성인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은 시, 산문, 희곡, 저널리즘 등 다양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글을 써오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1990년대 이후 극장계에도 대거 등장하면
서1) 여성 ‘극작가’로서의 활약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 유명 극장의 레퍼토리를 장식했던 선배 작가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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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선집에는 기피우스(З. Гиппиус), 셰프키나-쿠페르닉(Т. Щепкина-Куперник),
테피(Н. Тэффи), 미래(М. Мирэ), 마르(А. Мар), 루흐마노바(Н. Рухманова)와 같은 6명의 극작가와 그들의
몇몇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편저자인 미하일로바 교수는 “현대 여성 희곡의 비상은 20세기 초 여성
극작가들 공동의 노력에 의해 찬찬히 준비된 것”3)이라고 지적하며 선집 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선집에
대한 서평이 학술지 및 저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지 않게 발표된 것은 선집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4) 지난 세기 초에 활동한 여성 극작가들이 진지한 연구대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0세기 초 희곡은 여성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급부상한 장르이다. 여성들은 비로소 ‘여성의 이름으로’
삶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희곡으로 옮겨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활동한 여성 극작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이 당시 여성 극작가의 작품이 실제 무대에서 상연되기가 어려웠고, 여성들이 남성
지인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필명을 사용해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 극
작가의 길을 개척한 20세기 초 여성들5)의 존재와 그들 작업에 대한 관심 및 연구의 첫 시도로서 먼저 테피
의 희곡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테피(본명:

Надежд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북방(Север)』에서 시인으로 데뷔한

후6)

Лохвицкая,

1872-1952)는

1901년

페테르부르크의

잡지

펠리에톤과 유머러스한 단편, 희곡, 수필, 번역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며 러시아문학사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그녀는 1907년 첫 희곡

『여성 문제(Женский вопрос)』를 시작으로 단막극, 소품, 스케치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가벼운 희곡

작품을 창작하며 문단과 연극계의 제도권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테피는 단연코 20세기 초 가장 유명한
극작가 중 한 명이었다7). 그녀는 메이어홀드와 어울렸으며, 솔로구프의 추천으로 당대 권위 있던
코미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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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크의 카바레-미니어처 극장 <휘어진 거울(Кривое зеркало)>의 창단 회원 중 한 명으로서 새로운
연극 형식의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테피는 4편의 희곡집(『여덟 편의 소품(Восемь

миниатюр)』(СПб., 1913), 『미니어처와 독백(Миниатюры и монологи)』(СПб., 1915), 『악마의

손풍금(Шарманка сатаны)』(Пг., 1916), 『희곡집(Пьесы)』(Берлин, 1934))을 발표할 정도로 꾸준한 희곡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망명 후 프랑스의 러시아 극장에서도 그의 작품은 인기리에 상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그녀의 첫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에 수록된 단막극들을 중심으로 테피의 희곡이

갖는 독창성과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테피의 작품이 상연되었던 20세기 초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과의 연관성 및 젠더적 관점과 방향성에서 작품을 독해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10년
대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했던 극작가 테피를 소개하고, 나아가 희곡작품에서 울려
퍼진 ‘그녀’만의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해 냄으로써 테피 희곡의 특징을 밝히며, 나아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20세기 초 러시아 여성 극작가들에 대한 연구의 물꼬를 틀고자 한다.

II.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 그리고 테피
초기 테피의 희곡작품은 모두 단막극 형태의 가벼운 장르로 쓰여졌다. 이는 20세기 초 러시아 공연예술사
와 무관하지 않다.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 지배적이던 당대 러시아 연극계는 예술의 본질에 천착하며 실험적
예술과 풍자적 공연이 중심을 이루던 유럽의 카바레에 관심을 돌렸다. 러시아 연극인들은 무대와 객석의 경
계가 부재한 예술주점인 카바레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실험극들에서 새 연극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당
시 러시아 연극은 관객과 무대를 가르고 있던 제4의 벽을 허물고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삶을 창조하고자
했고, 바로 예술과 삶의 경계에 위치하던 카바레야말로 가장 적합한 장르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9). 이후
러시아에서 연극인들 중심의 폐쇄적이고 내밀한 실험과 휴식의 공간이었던 카바레 극장은 대중 관객을 대상
으로 다양한 미니어처 소품을 선보이는 미니어처 극장으로 발전한다.
테피는 1906년 상징주의 시인들과 함께 신비극 전문극장 <횃불들(Факелы)> 설립을 위한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당대 새로운 연극 실험에 적극적이었다. 1908년 페테르부르크 최초의 미니어처 극장 <휘어진
거울>의 개관 공연에 그녀의 작품이 상연되어 극장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곡은
사실상 당대 거의 모든 미니어처 극장 무대에서 상연되었다10). 이런 의미에서 테피의 초기 창작물들로

구성된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에 수록된 단막극들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이에 앞서 테피의 첫 희곡집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휘어진 거울>의 개관 공연에서 상연되었던 그녀의

희곡 「사랑의 종류, 또는 어떤 사과 이야기(Круг любви, или История одного яблока)」11)를 살펴볼

9) 강수경,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의 기원과 탄생 (1): 기원과 문화적 전사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
논집』제74집. 2021. 12-13쪽.
10) 1908년 러시아에 탄생한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은 약 10년 간 공연예술계를 뒤흔들며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혁명 이후
사라진 공연양식이자 소극장 형식의 극장이다. 1912년에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만 약 125개의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Тихвинская Л.И.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театарльной богемы Серебрянного века:
Кабаре и театры миниатюр в России 1908-1917.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5. с. 6.
11) 희곡 「사랑의 종류」는 2020년에야 최초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그동안 페테르부르크 연극도서관의 고문서실에 보관된
채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제목이 「세기의 사랑」으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노라 북스(Нора Букс)교수가 러시아 미니어처 극장을 연구하고 희곡집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희곡은 창작 시기의 관점에서 테피의 첫 번째 희곡집에 수록되었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휘어진 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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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단막극은 시대별로 사랑을 표현하고 논하는 다섯 개의 국면을 보여준다. 운문 형식으로 쓰여진
희곡에서 테피는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석기시대로부터 기사도 소설의 시대인 중세의
규범, 18세기의 교태적인 매너리즘, 20세기 상징주의 예술의 그로테스한 고백 그리고 40세기에 다시
석기시대의 “자연”으로 돌아와 평범하고 단순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 단계를 코믹하고 간결하게
풍자하였다. <휘어진 거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홀름스카야(З. В. Холмская)는 자신의 회상록에서 개관
공연의 첫 무대로 “우아하고 레이스처럼 가벼운 테피의 풍자극”이 상연되었는데, “시로 된 희곡이 결코
웃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 여성의 유머가 관객들에게는 지나치게 섬세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테피의 풍자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12)라고 기록했다. 테피의 희곡 「사랑의

종류」텍스트를 발굴해 출판한 노라 북스 교수는 이 희곡이 미니어처 극장이라는 새 무대에서 연극으로
보여준 예술적 성명서와 같다고 평가했다13).
‘예술적 성명서’와 관련해서는 <휘어진 거울>의 또 다른 설립자이자 당대 유명한 연극비평가이며 잡지

『연극과 예술(Театр и искусство)』(1897-1918)의 편집장이던 쿠겔(А. Кугель)의 언급을 상기해 볼 수 있

다. 쿠겔은 이미 1905년 유럽의 카바레 극장을 둘러보며 러시아 내 카바레 극장 설립을 기획했고, 새로운 희
곡 창작, 새로운 연극적 표현 방법의 탐색과 실험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카바레 극장을 세울 것을 확
신했다. 또한 그는 이 새로운 무대의 특징으로 ‘풍자, 패러디, 웃음’을 꼽았다. 이런 면에서 쿠겔과 홀름스카
야가 설립한 카바레-미니어처 극장의 명칭인 ‘휘어진 거울’은 미니어처 극장의 예술적 성명서에 매우 부합한
다 볼 수 있다14).

다시 테피의 희곡 「사랑의 종류」로 돌아가 보면, 앞서 언급한 글에서 홀름스카야는 이 작품이 “당시 유

행하던 우리 문학의 데카당스적이고 포르노그라피적인 경향에 대한 재치있는 풍자”15)였다고 회상했다. <휘

어진 거울> 무대를 위해 새롭게 쓰여진 테피의 이 작품은 구체적으로는 1902년 창작된 브류소프의 시 「In

hac lacrimarum valle」에 대한 패러디이다. 브류소프의 시는 당시 선정적인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동시
대 시인들과 무대에서 여러 차례 패러디되었다. 테피 역시 염소와의 에로틱한 장면을 암시한 브류소프의 시
구절16)을 20세기 시인과 염소의 사랑의 대화로 패러디하며 풍자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테피는 40세기 연인
들의 사랑 고백을 석기시대 연인들의 단순한 언어로 반복하게 함으로써17) “새 연극은 언어를 제한하고 그것
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한다”18)는 미니어처 극장의 말의 경제성 원칙을 무대에서 선포하였다.

희곡 「사랑의 종류」의 성공은 테피의 재치있고 생동감 넘치는 희곡 언어와 유머 코드가 러시아 최초의

카바레-미니어처 극장에 안성맞춤이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테피의 초기 희곡작품에 속하는 이 짧은
코믹극에서 우리는 패러디 형식으로 포장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세계를 바라보는 진지한 태도를 엿

12)

13)
14)
15)
16)
17)

18)

개관 공연으로 상연된 작품이기에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희곡 「사랑의 종류」가 수록된 책의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Театральные миниатюры Серебрянного века. Сост., подгот. Текста, вступ. статья, биогр. Очерки и примеч.
Н. Букс. М.: ОГИ, 2020. 816 с.
Холмская З.В. Мемуары. 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театрального и музык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тдел
рукописей и документов. Фонд 270. Собрание материалов театра «Кривое зеркало». Н. Букс. 2020. с. 419에서
재인용.
Н. Букс. 2020. с. 419
이에 대해서는 쿠겔의 회상록을 참고. А.Р. Кугель. Листья с дерева. Л.: Время, 1926. с. 197.
Холмская З.В. Мемуары. Н. Букс. 2020. с. 17에서 재인용.
문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Повлекут меня с собой/ К играм рыжие силены;/ Мы натешимся с козой,/ Где лужайку
сжали стены.
반복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А наш язык так прост.../ Лишь посмотри на хвост.../ Когда он завиляет.../ Так каждый
понимает.../ Что яблоко любви/ Зовет: «Сорви меня, сорви»... Н. Тэффи “Круг любви, или История одного яблока”,
Нора Б. 2020. с. 420-426.
А. Кугель, “Театральные заметки”, Театр и искусство. 1910. № 35. (29.08) с.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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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의 첫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에 수록된 단막극들을 ‘풍자, 패러디, 웃음’
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고, 동시에 여덟 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는 남녀관계 및 여성 문제라는
주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 연구
희곡집『여덟 편의 소품』에 수록된 테피의 미니어처 극작품들 중 네 편은 그녀의 단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주로 주인공들의 대사로 이루어진 짧은 산문은 이미 그 자체로 ‘희곡 형식’을 띠고 있었고, 희곡으로
다시 개작되면서 입체성과 표현성의 매력을 더욱 발산할 수 있었다. 주인공들의 머릿속 생각과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진 말들은 무대에서 몸짓, 표정, 행동으로 바뀌며 더욱 코믹한 효과를 자아내었다. 또한
이로써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의 어리석음, 불합리, 자기과신, 자아도취 등의 모습이 무대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단편에서의 희곡으로의 개작과 희곡작품의 미니어처 극장에서의 성공은

시인으로 데뷔했던 테피의 운문적 글쓰기와 풍자 잡지 『사치리콘(Сатирикон)』에서 훈련된 코믹하고 짧은
펠리에톤식 글쓰기와의 연관성 속에 분석해 볼 수 있다.
<희곡집 『여덟 편의 소품』에 수록된 단막극>
번호

1

2

3

제목

단편->희곡

줄거리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희극성

연극
상연

단편->희곡: 단
편에는 없던 남
「 비 위 녀간의 대화를 6
를 맞추 차례 추가하여
었다」 남녀간의 비밀데
이트를 생생하게
전달.

바람둥이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려
자신의 성실성을 보여
하고 여자 역시 남
주기 위해지나친 노동
자와의
데이트를
을 한 사동 료쉬카가
1912년,
원해 남자의 집으 바 람 둥 이 이중적이고 남녀간의 데이트를 눈
< 리테인
로 왔지만, 사동 기질.
속물적임. 치채지 못한 채 하숙인
극장>
인 남자주인공의 방에
료쉬카의
지나친
계속 출현함으로써 코
노동으로 남녀간의
믹한 상황 발생.
바람이 실패로 끝
난다는 이야기.

단편->희곡:
단편에는 없던
「섬세
인물인 대학생을
한
심
등장시켜 유머와
리」
패러디를 강조
함.

눈짓만으로도 여성
을 유혹할 수 있다
고 자랑하던 남성
은 여성을 유혹하
는 데 실패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 대학생이 오
히려 여성을 유혹
해 함께 떠난다는
이야기.

「무시
무시한 주점」

직업은 외
판원이지
만 별명은
‘돈주앙’인
남성

사교계
부인들이
여자들을
유흥주점을
몰래
추근대는
구경갔다가 건달들
남자들.
을 만나 놀라 뛰쳐

돈주앙인 남성의 오해
로 여성을 유혹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와 노력
1912년,
교태를 부 은 물거품이 됨. 여성
< 리테인
리는 여인. 의 아들로 오인한 소년
극장>
에게만 쓸데 없는 노력
을 함으로써 희극적 상
황 발생.
추근대는
남자를 가
지고 노는
여자.

여자이지만 남자로 위
1908년,
장하고, 괜한 다툼을
< 휘어진
일으켜 부인들을 쫓아
거울>
낸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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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는 이야기.

4

5

6

7

8

「여성
문제」

「다이
아몬드 먼지」

「자렌
코 사무 소」

「브로
단편->희곡
치」

「행복
한
사 단편->희곡
랑」

(모권제 사
갑자기 모권제 사 (현실세계 회로 바뀐
회가 되어 남녀 역 에서)여자 환상 세계
할이 바뀐다는 이 위에 군림 에서) 남자
위에 군림
함.
야기.
함.
남성들은 젊은 여
가수에게
구애를
하고, 여가수는 고
위관료로부터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도둑으로
나타난 8년 전 애
인에게 내어주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사실이
판명된다는 이야기.

영지 관리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베라
자렌코에게 한 지
주가 찾아와 사장
인 자렌코가 여자
인 것을 알고 무시
한다는 이야기.

환상적인 방법으로 모
권제 사회로 변한 뒤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옷을 입고 서로 바뀐
역할을 하는 상황.

1907년,
< 페테르
부 르 크
말 르 이
극장>

젊은 여가
수의 환심
을 사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
로 유혹함.

남자들의
구애에도
흔들리지
않다가 8년
전 연모하
남자들의 여인에 대한 1907년,
던 남성이
구애가 얼마나 위선인 < 리테인
도둑으로
지를 풍자함.
극장>
나타나자
진실한 마
음으로 다
이아몬드를
내어줌.

영지 관리
는 여자가
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남자보다
더 일을 잘
하지만, 사
실 여성적
매력을 무
기로 계약
체결에 성
공하는 여
자.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남
성의 선입견을 조롱하
며, 동시에 여성적인
매력을 무기로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하는 여
성들을 풍자.

결국 싸구려로 판명된
브로치로 인해 부부간
싸구려
브로치를
의 관계도, 남편과 애
발견하면서 남녀간 바 람 둥 이 애인이 있
인, 아내와 애인, 하녀
는 아내.
의 관계가 모두 깨 남편.
와 하녀의 약혼자 관계
어진다는 이야기.
가 모두 깨어지는 상황
을 풍자.
젊은 남녀가 데이
트를 하며 서로 자
바람기와 피 상 성 과
신의 말만 내뱉는
경솔함.
공허함.
공허한 만남을 가
진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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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녀가 서로의 외
형에만 만족하며 관계 1912년,
를 지속할 뿐 진실한 < 리테인
교제는 하지 못하는 상 극장>
황을 풍자.

서술자가 없는 서사 텍스트:
블라디미르 소로킨의 소설 <줄(Очередь)>을 중심으로
전미라 (한국외대)

1. 서술자가 없는 서사 텍스트
1980년대 소비에트 물자 부족 시기의 줄서기 현상을 다루고 있는 블라디미르 소로킨(В. Сорокин)의 소설
<줄(Очередь)>은 특별한 형식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발화로 채워져 있다.
텍스트 전체가 오직 등장인물의 말과 대화로 직조되어 있어, 마치 줄을 서 있는 작품 속 인물처럼
일렬종대로 늘어 서 있는 소설의 문장들이 독자와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같은 소설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나탈리아 안드레에바(Н.Н. Андреева)는 소설 <줄>의 구성 방식은 “평범하지 않은 장르적 형식을
1)

구현하는데, 이는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문학적 전통 차원에서도 특별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
이러한 소설 <줄>의 형식적 특징을 개념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서술자(нарратор)의 부재다.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사건과 인물의 행위는 어떠한 개입과 논평 없이 전달되며, 인물의 외형 및 성격묘사, 인물의
전사(前史)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인물의 말과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단서를 통해 이야기를 유추해야 하며, 소설이지만 마치 희곡을 읽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 때문에 소로킨의 <줄>은 서사학의 바깥에서 논의되었다. 일반적인 문학 연구에서
서술자를 사건의 참여자(주인공ㆍ등장인물) 또는 관찰자로서 정의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의 주체로
파악하는 반면, 서사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술자에게 서사의 전달자ㆍ진행자의 역할의 부여하는
동시에 서술자를 서사성(нарративность)을 담보하는 요체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서사학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서술자 개념에 주목한 것은 독일의 학자 케테 프리데만(K. Friedemann)이다.
프리데만은 서사 텍스트 내부에서 재현되는 세계를 그려내는 서술 심급을 가리키기 위해 '관찰하는 의식'
(созерцающий ум)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관찰하는 의식’이란 서사의 내부에서 서사 텍스트의 질료인
사건을 가공하여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는 존재를 말한다. 프리데만은 ‘관찰하는 의식’을 서사 텍스트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아닌, 서사성의 핵심으로 바라보는데, 그는 이 개념 바탕으로 서사 장르로서의 소설과
서사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서사 장르 형식의 본질은 자신의 실재를 드러내는 서술자의 존재”에 있다고
1) Андреева Н.Н. Роман В. Сорокина «Очередь»: форма в контексте проблемы репрезентации в искусстве московского
концептуализма // Вест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2010. Сер. 9. Вып. 4. 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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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했다. 즉, 서술자의 존재가 서사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프리데만의 연구 이후, 다수의 서사학자가
'서술자'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논의를 발전 시켜 '서사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서술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서사학의 핵심 개념을 정리한 <서사학 사전(Handbook of Narratology)>에 정의에 따르면, 서술자란
“담론의 기능이나 역할의 담지자, 목소리, 서사의 출처, 담론의 생산자, 화자, 전달자, 서사 담론의 주체 혹은
3)

심급“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심급'이라는 표현인데, 서술자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고 서사를

전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가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유리 마골린(U.
Margolin)은 서술자 개념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중에서도 서술자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4)

서술자가 “다양한 발화와 그 발화 주체 간의 위계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술자는
텍스트 내부의 최종 서술 심급으로서 누가, 누구의 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작가가
작품의 바깥에서 서사 텍스트 전체를 창조한다면, 텍스트의 내부에서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서술자다.
이러한 서술자의 특징은 '서사'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념이 생성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올가
프레이덴베르그(О.М. Фрейденберг)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프레이덴베르그의 관점에서 서사는 인간의
경험과 체험한 사건을 가공 및 전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즉 서사는 전달해야 할 사건(혹은 인물의
행위)과 그를 전달하는 서술의 주체가 공히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프레이덴베르그는 서사는 “누군가가
5)

무언가를 누군가와(혹은 무언가와) 함께했다“ 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명의
6)

존재“ ,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를 대상화하는 서술의 주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서술자의 존재를 서사성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논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서술자'의 존재 유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서사성'을 파악하는데, 이는
서사 연구 영역의 확대 속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고전주의 서사학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문학
작품(소설)이었지만, 서사 개념의 확대 속에서 현대 서사학은 영화, 연극, 뮤지컬, 만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서사를 다루게 되었다. 개별 매체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넓은 의미의 서사성을 정의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그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건성(событийность)'이다.
'사건성'은 '서사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건'은 서사 텍스트의 질료에 해당한다. 모든 서사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 수준의 사건이 존재하는데, 주인공의 등장, 다른 인물과의 만남, 장소 이동과
죽음과 같은 인물 및 상황의 상태 변화는 사건의 지위를 획득한다. 서사는 이러한 개별 사건을 가공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즉, 앞서 살펴본 '서술자'가 서사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식 차원에서
기능한다면, '사건성'은 서사 텍스트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볼프 슈미드(W. Schmid)는 서사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서사의 형식보다 내용에 우선순위를 둔 대표적인
서사학자다. 그는 사건의 총합이 서사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사건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
7)

있다. 그는 서사성의 핵심은 '사건성'에 있으며, 서사성이란 “어떠한 상태의 변화“ 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서사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내용을 구조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 텍스트 내부에서 인물 혹은
2) Цит. по: 2. P. 148 Kindt T., H.-H. Müller. What Is Narratology?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the Status of a Theory
/ T. Kindt, H.-H. Müller. Berlin; NY.: Walter de Gruyter, 2003. 368 p.
3) Margolin U. Narrator // Handbook of Narratology: Contributions to Narrative Theory / ed. Peter Hühn, John Pier, Wolf
Schmid, Jörg Schönert. Walter de Gruyter : Berlin and NY ., 2009. P. 351
4) Ibid. P. 353-354.
5) Фрейденберг О.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наррации // Фрейденберг О.М. Миф и литература древности. 2-е изд., испр. и доп.
М.: Издательская фирм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1998. С. 282.
6) Там же.
7) Шмид В. Событийность, субъект и контекст // Событие и событийность. М.: Кулагиной, Intrada, 2010. 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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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서사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슈미드의 주장처럼, 서사성의
요체가 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인물 혹은 상황의 상태 변화를 담아내는 거라면, 소설 <줄>은 사건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특별할 뿐, 서사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소설 <줄>의 서사성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설 <줄>은 인물의 직접 발화로만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발화가 단순히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사 구조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이 분명하게 감지된다. 나탈리아 리치나(Н. Личина)
8)

역시 “대화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단절 되지만, 논리적 흐름은 유지되고, 슈제트 또한 이어진다“ 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분절 형태 속에서도 하나의 슈제트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작가가 나름의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소로킨은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독자가 감정 이입 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는 한편, 서사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소설 <줄>의 슈제트 구성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은 바로 바짐(Вадим)이다. 작가는 소설의 대부분의 말을
발화자 미상으로 남겨 놓지만,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바짐’과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에게는 이름을
부여한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바짐을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와 주변 인물이 나누는 대화을 통해 인물
성격을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한다. 특히 바짐을 중심으로 소설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는바, 바짐의 시간과 공간이 이 소설의 시ㆍ공간적 배경이 된다. 그 결과 바짐을 포함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의 발화는 분절 형태 속에서도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서사 구성 방식이 영화의 카메라와 닿아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는 영화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객들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한다. 카메라의
포커스는 서술자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영상 이미지를 연속적인 형태로 구성하여 서사를
9)

전개“한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줄>에는 카메라가 있다. 독자는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줄 서 있는
10)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비추는 카메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나탈리아
안드레예바 (Н.Н. Андреева)는 소설 <줄>이 지닌 영화적 속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대상화의 방법으로
11)

비쥬얼 아트에서 사용되는 고정된 카메라 기법“이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바짐을 포함해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광장 전체를 조망하는 카메라가 존재한다. 광장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카메라의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바짐에게 고정되어있으며, 끊임없이 줌
인(zoom-in)과 줌 아웃(zoom-out)을 반복한다. 이 소설을 영화화한다면, 소설에서 바짐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목은 카메라가 바짐의 얼굴을 가깝게 비추는 바스트 쇼트(Bust shot)으로 촬영될 것이다. 그가 다른
대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바짐과 이야기 상대가 동시에 화면에 잡히는 오버 더 숄더 쇼트(Over the
Shoulder shot)로, 바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은 광장을 가득 메운 줄 행렬을 먼 거리에서 넓게 잡는
롱 쇼트(long shot)로 표현될 수 있다.
8) Lichina N. Очередь как концепт жизни в тексте В. Сорокина «Очередь» // Acta Neophilologica. 2000. №1(II). С.
155–163. [14. С. 161].
9) Поселягин Н.В. Кинофильм как объект и не-объект нарратологии // Narratorium. 2012. №2 (4). URL:
http://narratorium.rggu.ru/article.html?id=2628907 (검색일: 2021.09.25).
10) Там же. С. 3.
11) Андреева Н.Н. Роман В. Сорокина «Очередь»: форма в контексте проблемы репрезентации в искусстве московского
концептуализма 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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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포커스 이동 속에서 형성되는 <줄>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짐과 레나의 만남 → 크바스 주문 →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하룻밤 보내기 → 식당에서 아침식사 → 레나가
떠남 → 바짐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밤새 보드카를 마심 → 술에 취한 바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림 → 근처
아파트 현관으로 달려가 비를 피함 → 바짐과 류다의 만남 → 류다의 집에서 저녁 식사 → 류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냄 → 다음 날 바짐은 류다가 백화점 판매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게됨.

이는 일견 바짐이 참여한 사건의 나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서사 구조가 독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서사성을 논하는 데 있어 수용자의 참여 가능성은 희곡의 서사성을 살펴 볼때 언급된 바 있다. 콘스탄틴
바르슈트(К. Баршт)는 서사 텍스트로서의 희곡을 연구하면서, 희곡의 경우, 관객이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관객은 객석에 앉아서 “연극 위에서 펼쳐지는 행위가 전달하는 정보를 읽어내고,
12)

자신의 관점을 견지한 채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존재를 감지한다“ . 희곡에서 관객은 그
자체로 '관찰하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소설 <줄>의 독자는 희곡의 관객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작품에 던져진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바짐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참여한 사건만을 골라내어 하나로 꿰어낸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는 문학 작품과 달리 소로킨의 독자는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물의 상태 및 심정, 시·공간의 변화를 감지한다. 결과적으로 소로킨의 소설은 독자가 수용 과정에서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서사성을 확보한다.
나아가 이러한 소로킨 소설의 특징은 '서사성'과 '서술자' 개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날로 넓어지고 있는 서사학의 외연에 걸맞게 다양한 매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서사성'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서술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물의 형상에 갇혀 있기보다, '서사성'을
실현하는 서술 기능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12) Баршт К. А. Драматическое действие в нарратологическом аспекте // Narratorium. 2016. №1 (9). URL: http://narratori
um.rggu.ru/article.html?id=2635306 (검색일: 2021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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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비리파예프 드라마의 서사적 자아 형상
윤서현 (서울대)

고향인 이르쿠츠크부터 모스크바 프락티카 극장을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반 비리파예프(Иван Вырыпаев)는 이미 그리쉬코베츠 이후 가장 주목받는 현대
러시아 극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1) 그의 작품들은 욕설, 음주, 폭력, 마약, 섹스, 살인, 식인, UFO 등
자극적인 소재 선정과 단속적 장면전환, 화자-인물의 빠른 랩-대사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을
전면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돈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리얼리티’의 존재를 예감하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법에 매몰되지 않고 모두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는 비리파예프의 작품들은 “새로운 진정성”(новая искренность(Д. Пригов)을 찾아가는
러시아 문학의 오랜 여정이 맺은 결실 중 하나이다.

비리파예프: 자아정체성과 신 관념
일찍이 리포베츠키가 정리한바, 노바야 드라마의 중요 발현 양상 중 한 가지는 회상하고 고백하는
화자-인물들의 등장이다. 리포베츠키는 이러한 양상을 ‘신고백주의’라 명명한 바 있다. 이 신고백주의
작가군에 볼로짠(И.М. Болотян)과 라블린스키(С.П. Лавлинский)의 분류법을 대입하면 비리파예프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볼로짠과 라블린스키는 노바야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문제설정을
자아정체성의 복원으로 보고, 개별 작품 속 등장인물의 주요 내적갈등의 종류에 따라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1) 젠더나 민족 등을 포괄한 자아정체성을 이해하려는 태도, 2) 사회적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종교적, 사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태도, 3) 문화 혹은 이와 연관된 신화들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는 태도, 4) 신 관념에 대한 숙고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태도로 세분한다.2)
1) 비리파예프의 Валентинов день는 무대미술가 알렉산드르 쉬시킨(Александр Шишкин)의 내한과 함께 무대화된 바
있으며(2017년 12월 예술의 전당, 김종원 연출), Иллюзии 또한 대학로에서 공연되었다(연출 남상식, 번역 안정민).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만이 선별적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적이다.
2) Болотян И.М., Лавлинский С.П. «Новая драма» : Опыт типологии // Вестник РГГУ. Серия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и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2010. №2(45). С. 35-36. 볼로짠과 라블린스키은 이 네 개의 범주들이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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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리포베츠키가 신고백주의 작품으로 명명했던 대부분의 작품들이 볼로짠과 라블린스키의 분류 중
1), 즉 ‘젠더나 민족 등을 포괄한 자아정체성을 이해하려는 태도’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류에는 Как я съел собаку와 같은 그리쉬코베츠의 작품들과 이사예바의 Про мою маму и про
меня, 레세트니코프의 Бедный люди, бли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리포베츠키가
신고백주의를 따른다고 분류한 작가들 중 비리파예프만이 다른 작가들과 함께 1)에 포함되지 않고 홀로
4)에, 즉 ‘신 관념에 대한 숙고 속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태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광인의 의식에서 타자와의 만남으로
초기에 주목을 받은 Кислород(2002), Бытие №2(2004), Июль(2006)는 무엇보다도 일탈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특징적이었다. 스스로 낙원으로 명명한 스몰렌스크의 정신병원을 향해 떠나는 60대의 식인
광인(Июль)이나 다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삽으로 쳐 죽인 갱단원 싸샤(Кислород), 자신의
정신과 주치의를 신으로, 자신을 롯의 아내로 등장시킨 창작 희곡을 비리파예프에게 보낸 온 것으로 설정된
안토니나 벨리카노바(Бытие №2) 모두는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된 이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비리파예프식
빠른 랩-대사로 때로는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서술되는데 관객들과 이 인물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여러 방식의 소격효과가 사용되고 있어 그 고립성이 더욱 강조된다. Кислород의 화자인
Он과 Она의 대화는 종종 싸샤(Александр)와 그의 연인인 싸샤(Александра)가 주고받는 대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물들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Бытие №2의 경우에도-비리파예프가
‘일러두기’를 통해 밝힌 대로-분절된 장면 사이사이에 긴장 이완을 위해 벨리카노바의 다른 작품이나
그녀와의 서신교환이 틈틈이 삽입되어 관객의 몰입은 불가하다. 하물며 화자가 인물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Июль의 경우에도 화자의 성이 여성으로 명시되어 있어 60대 남성 광인인 인물과의 거리가 유지된다. 이
인물들의 세계 속에는 신이 아예 배제되거나(Кислород) 인물들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으로 등장(Бытие №2,
Июль)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싸샤와 싸샤, 한 환자가 창작한 희곡, 한
살인자의 고백록. 이 작품들은 모두 그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다. 둘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한 인물 안의 의식 속이다. 인물들은 거친 말로 신-이 역시 자신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에게 반항하고 의미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후

작품들에서는

비리파예프의

등장인물과

그들의

배경은

일상화된다.

Танец

Дели(2009),

Иллюзии(2011), Пьяные(2012), Невыносимо долгие объятия(2015), Солнечная линия(2015) 등의 작품들은
인물 구성과 소재, 작품 구조 등에 있어서 이전 작품보다 훨씬 더 정돈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인물은 더
이상 미치광이가 아니며, 연인이나 부부, 가까운 지인 등 일상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가까운 이의
부음을 받거나 술이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 새벽녘에 잠들지 못한 상태 등 일상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다.
광인들이 등장했던 이전 작품들의 경우 말이 화자에게 속한 것인지 인물에게 속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 작품들의 경우는 제시된 일상적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며 화자의 말이 인물들에
대한 3자적 서술과 1인칭적 인물 묘사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인물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복적으로 변죽만 울릴 뿐 이 시도 자체는 실패한다. 이 시도의
끝에서 인물들은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비극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들과의 우연한 조우를 통해
그들 모두가 ‘리얼리티’를 갈망하는 결핍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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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기능에 대한 기대와 좌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리얼리티에 대한 믿음이
효과적으로 제시된 작품이 Иллюзии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명의 젊은 남자와 두 명의 젊은 여자가 화자로
등장해 두 노년 남녀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장면에는 임종을 앞둔 데니가 반세기를 함께 한 아내
산드라에게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울 수 있게 해줌에 고마움을 전하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 화자 서술과
직접인용으로 전달된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화자가 죽음에 임박한 산드라가 남편의 친구인
알베르트에게 평생토록 그만을 사랑해 왔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말을 들은 알베르트는 문득
자신이 산드라를 사랑해왔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인 마가릿에게 이를 고백한다. 이에 마가릿은 자신은 사실
오랜 기간 데니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이것은 후에 밝혀지지만 거짓말이다-고 털어놓는다. 이 말에
알베르트는 집을 나와 이제 곧 숨이 꺼져가는 산드라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남편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전달한다. 산드라는 데니가 평생 자신을 속여 왔으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알베르트는 이윽고 생각의 끝에 자신이
산드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한 순간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평생토록 사랑하고
함께한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알베르트가 귀가하여 발견한
것은 이미 목숨을 끊은 마가릿의 유언-“이 변덕스러운 우주 속에 뭐라도 불변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이다. 알베르트는 과거 사건의 진위를 파헤치고 말로 진실을 전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도 아내의 유언을 떠올리며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다. 비극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코메디’로 명명한 이 작품은 이성과 언어라는 빈약한 도구로 ‘사랑’이라는 리얼리티를 증명하려는
무모함과 그 실패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그 과정 자체가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들이 찾고 있던 ‘변치 않는 것’, 리얼리티의 존재를 예감하게 만든다.

사건 전말의 전달이 아닌 이야기 사건의 부각 :
기능으로서의 말이 아닌 그 자체로 리얼리티인 말
비리파예프의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화자가 전하는 사건의 진중함이 의도적으로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야기 속 사건의 내용보다는 이를 전달하기 위해 화자가 타자인 관객과 만나는 이야기 사건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화자는 무대에서 인물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고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볍게 취급한다. 일례로 Иллюзии에서 한 화자는 부부관계로 제시되었던 산드라와 데니에 대해 문득
그들이 사실은 배 다른 남매 사이라고 폭로한다. 한참 그들의 숨겨진 사연을 풀어내던 화자는 다시금 “두
사람이 남매였다는 건 물론 농담이죠. 데니와 산드라는 남매가 아니었어요. 농담이었어요.”라고 번복한다.
이러한 태도는 비화자-인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등장인물 모두가 취객인 Пьяные에는 모친의 기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쑥 “우리 엄마는 살아있다”고 외치는 카를이라는 인물과 동생이 없음에도 “카톨릭
신부인 내 동생이 그렇게 말했어”를 반복하는 가브리엘이 등장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인물
로라는 살해당한 자신의 동생을 떠올리고는 역시나 “내 동생도 살아있어, 내 동생은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살아있어”를 외치기 시작한다. 인물의 재/부재와 관련한 사태의 진상보다 술에 취한 채
결핍을 드러낸 인물들의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발화하기
위해/그 사건에 대해 침묵하기 위해’ 청자와 만나는 ‘지금, 여기’의 순간이 전면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술에 취한 이 인물들은 서로를 ‘신’이라고 칭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설명되겠지만, 비리파예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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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공이 곧 ‘극장’이다. 이러한 조우는 그의 작품 속에서 ‘контакт’, ‘объятие’, ‘импульс’ 등 여러
다른 단어들로 변용되어 등장하고 있다.
비리파예프에게 말은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한 수단/기능이 아니라 리얼리티 자체이다. 말은 사건의 내
용을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형식이 아니다.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순간에 너에게 느낀 감정을
묘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이 발화되는 순간 청자를 상정하게 되므로(“제 말 좀 들어보
세요.”) 항상 리얼리티이다. 이것이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면 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한 현상 즉, 사랑의
상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별개이며 서로 무관한 것이 되는데, 비리파예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절대적으로 총체적이며
독창적인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지금’으로 되돌려 놓는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태초에 신이, 즉 말을 지니고 있으며 말이 그(신) 자신인 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은
원초의 리얼리티, 그것으로부터 말씀이 생겨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목하시라! 그 말씀은 리얼리티를
묘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리얼리티 자체이다. 즉 원시의 공간으로부터 말씀이 나왔으며 이 말씀은 바로 그 원시의
공간 자체이다. (물론 ‘원시의 공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서
말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신’이라는 단어는 진짜 신을 묘사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이라는 말은 이 때 신이 되는 것이다.3)

말에 대한 이러한 사변적 접근이 비리파예프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리얼리티로서의 말의 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 바로 무대이다. 비리파예프의 최근 작품들이 화자-인물의 현실 개연성을
극대화시켜 무대와 관객석을 동시대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기획되고 있는 것도 이것으로 설명된다.
UFO(2012), Интервью S-FBP 4408(2016), Ира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2017)에서 등장인물들은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컨퍼런스 참석자들이다. 이전 작품의 인물들이 연인이나 지인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동시대를 살고 있을 뿐 물리적으로 서로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다.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이들, 어떠한
공통점도 갖지 않은 인물들이 특별한 기회에 오직 말을 하기 위해 기획에 참가하고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한다.4) 인물들은 인터뷰나 컨퍼런스가 기획된 목적에 개의치 않고-이 지점이 희극적이다-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우주의 하나로 느껴졌던 순간, 모든 희노애락의 분별적 의미가 사라졌던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느껴졌던 순간 등 리얼리티와 조우하게 된 경험을 풀어놓는다.
화자-인물과 관객이 직접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 비리파예프가 설치한 개연성의 장치는 매우 정교하다.
예를 들어, UFO는 작가인 이반 비리파예프가 이 작품을 무대화하려 하는 창작자들에게 전하는 편지로
시작된다. (Бытие №2 또한 비리파예프는 한 광인의 작품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입장으로 등장하지만 그
현실 개연성에 있어서는 UFO에 미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UFO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에 지인인 올리가르흐 하나가 재원을 마련해주었으며 인터넷으로 전
세계 14명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4명을 제외한 10명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세세하게 밝힌다. 결국 영화제작 프로듀서를 찾지 못하고 기획 자체를 연극으로 수정하게 되었다고
3) И. Вырыпаев, ‘Что такое пьеса?’, Пьесы, И. Вырыпаев, Три квадрат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Три квадрата», 2018.
(Серия «Театр Трех Квадратов», выпускт номер 15)
4) 비리파예프가 가장 최근 집필한 두 작품 Волнение(2019)와 Мир красивых бабочек(2020)은 이 부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자인 Волнение는 БДТ 탄생 100주년과 배우 알리사 프레인들리흐의 БДТ 작업 35주년 기념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폴란드
출신의 한 여자 작가의 인터뷰 과정을 소재로 작가와 예술, 그리고 비리파예프의 말을 따르자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연극적 환영에 기반한 리얼리즘적 요소가 짙으며, 후자인 Мир красивых
бабочек은 전체적으로 희곡의 틀이 아니라 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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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비리파예프는 그의 희곡을 올리게 될 창작자들에게 인터뷰이들이 정말로 외계인을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점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일러둔다. 비리파예프의 극장은 말의 리얼리티가 화자와 청자의 만남을 통해 탄생되고 있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되는 공간이다.
제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오늘날의 관객은 햄릿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햄릿을 연기하는 이를 공감해요. [...] 신은
배우를 통과해 아래로 내려왔죠. 그가 온 건 우리가 [...] 어떤 자연주의적인 인간이나 병적인 인간이 아닌 그저
보통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러왔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나.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극장이에요.5)

비리파예프를 소개하는 짧은 발표의 마지막에, 동시대성에 대한 비리파예프의 이러한 관심이 현실 정치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둔다. 그는 대선을 1년 앞둔 2017년 세레브렌니코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문화계의 동료들에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지지도 거부하자는 제안의
공개서한을 집필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보고몰로프의 반유럽주의 마니페스트 ‘유괴된 유럽
2.0’(Похищение Европы 2.0)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러시아 내 반유럽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분위기에 반박하기도 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비정치적인
희곡을 쓰는 극작가의 정치적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5) 2013년 5월 26일. 페스티벌 ‘АРТ Квадрат’에 연극부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 위해 이젭스크의 현대극작연출센터(Центр
Современной Драматургии и Режиссуры)를 방문한 이반 비리파예프가 ‘동시대성’을 주제로 진행한 강의(https://www
.youtube.com/watch?v=HKXQPEUOG1U&t=382s)의 부분(36:08~36:40) 녹취,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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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우스의 ‘어머니’ 형상: 『사과꽃이 피다』를 중심으로
장은재 (서울대 석사과정)

1.
기피우스는 1896년 발표한 첫번째 단편집 『새로운 인간들(Новые люди)』에서 그 선집의 제목에서
보여주듯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주인공들을 등장시켰다. 이 인물들은 “영적 피로, 생활에 반대할 만한 재능의
부족, 신으로부터의 분리”1)등에 의한 이유로 초래된 영적 위기를 겪는다는 점에서 세기말의 ‘새로운
인간’이다. 일상을 살아가던 인물들은 이상계를 암시하는 여성 주인공을 만난 후 기존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다는 상징주의의 일반적 구조를 따른다. 한편, 『새로운 인간들』에는 단순히 영적 위기를 맞는

주인공과 그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 주인공 뿐만 아니라 그들만큼 소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며 삼각 구도를 형성하는데. 바로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피우스의 작품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에로틱할 정도로까지 과한 집착을 가지며, 그럼으로써 이데아로
표상되는 또 다른 여성 주인공과의 분명한 대립쌍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어머니-대지’로서의
러시아적 여성을 등장시키던 기존의 러시아 문학사에서도 흔치 않으며, 상징주의 산문 속에서도 기피우스
단편 소설이 가진 특이점이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기피우스의 어머니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기피우스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라 보고, 그 연구의 시작점으로 『사과꽃이 피다(Яблони
цветут)』(1893)를 중심으로 기피우스의 ‘어머니’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며 그

특수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사과꽃이 피다』는 『새로운 사람들』에 수록된 대표 단편 중 하나로서,
전통적 리얼리즘적 묘사와 인물에 대한 모더니즘적 이해가 특징이 되는 기피우스의 작품 세계2), 특히

기피우스가 가진 독특한 어머니 형상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 Курило, Юлия. “Проблематика и поэтика малой прозы 1890–1900-х годов (гендерный аспект)” 2012, https://pandia
.ru/text/77/314/36744.php (검색일: 2021.09.30.)
2) Шашкина, Гульжан. “Новые люди Зинаиды Гиппуис: в полемике с николаем че рнышесвикм” 2017, https://cyberl
eninka.ru/article/n/problema-drugogo-v-otnosheniyah-mat-ditya-v-osmyslenii-z-gippius/viewer (검색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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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93년, 메레쥐콥스키(Д. С. Мережковский)는 당대 러시아 사회를 지탱하던 유물론과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논설문 『동시대 러시아문학의 몰락의 원인과 새로운 흐름에 관하여(О причинах упадка и о
новых течениях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을 발표한다. 메레쥐콥스키는 유물론이 부정하던
‘심연(бездна)’ 너머의 영역에 진정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비주의적 내용, 상징, 예술적 감각의
확장을 요소로 가지는 새로운 예술을 주창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저 세계에 대한 추구를 기본
테제로 가지는 상징주의자들은 리얼리즘이 대상으로 삼던 외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와 그 안의 비밀들을 그리고자 했다. 기피우스 역시 이러한 기조를 공유하고 있었고, 영적위기를 겪는
’새로운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리고자 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로
침투하고자 했던 기피우스가 택한 방법은 모자 관계였다.3)
그런데 “왜 그녀는 내가 그녀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었을까?(Зачем она так сделала, что я не умею жить

без неё?)”라는 화자의 원망으로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사과꽃이 피다』에 등장하는 모자

관계는 여타의 이상적 모자 관계와는 다르다. 화자인 블라디미르(Владимир)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결속된 채
살아온 인물이다. 블라디미르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신에게서 빼앗길까봐 블라디미르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마땅한 자연스러운 관계들을 막는다.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같기’ 때문에 여성/남성 공동체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정을 벗어나 다른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들의 가능성을 미리
제거한다. 김나지움에 진학하지 않고, 음악 학교를 그만두는 등 블라디미르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삶의
많은 단계를 포기한다.
바깥 세계로 나오지 못하는 블라디미르는 어머니에 의해 ‘진공 상태’에 갇힌다. 그는 혼자서는 어떤
사고도 불가능하며 존재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에게 있어 삶은 어머니와 함께일 때만 가능하며,
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때는 신체적인 고통까지 느낀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현재의 블라디미르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그 어떤 내적인 성장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Если я скажу, что любил её - это будет не то слово: не люблю я воздух, пищу, - а жить без них не
могу. (…) Она так же не могла жить без меня, как я без неё….

4)

내가 만일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한다면 – 그것은 이 말이 아닐 것이다: 나는 공기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 내가 그녀 없이 살 수 없듯, 그녀도 나 역시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블라디미르의 어머니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반복되어 오던 자기희생적 어머니가 아니다. 다만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 아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자식 위에 군림하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모두 아들에게 투영하고 종래에는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서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블라디미르와 어머니는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블라디미르의 삶을 뒤흔드는 인물은 마르타(Марта)이다. 마르타는 블라디미르에게 “나무들 사이로
비친 하늘”과 같은 존재로서, 저 세계를 암시하는 인물이다.5) 그녀는 블라디미르의 어머니와 하나의
대립쌍을 이루게 된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까지, 곧 봄이 찾아오는 풍경을 함께 지켜볼 날을 기다리며
3) Дворяшина, Нина. “Проблема ‘другого’ в отношениях ‘мать-дитя’ в осмыслении З. Гиппиус” Вестник Чит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с. 13.
4) Гиппиус, Зинаида. Яблони цветут, Собр. соч. в 15 т, Т. 1, Новые люди 2001, сс. 266-267.
5) 마르타는 그녀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 자체로 하나의 사과나무이자 봄의 도래를 상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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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타와 세 번의 만남을 가지는 동안 블라디미르는 서서히 어머니로부터의 탈출을 꿈꾼다. 어머니는
블라디미르와 마르타가 만나는 것에 반대하여 광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르타와의 만남을 지속하자,
(블라디미르의 주장에 따르면) ‘고의적’ 죽음을 맞이한다.
마르타와 어머니의 대립적인 구도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르타를 만나기
전까지 블라디미르에게 봄의 향기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면, 마르타를 만난
이후 블라디미르는 더 이상 어머니로부터 봄을 느끼지 못한다. 시각적 이미지들도 대립쌍을 이루는데,
블라디미르의 무채색이던 어머니와의 세계가 백색의 원피스를 입은 마르타와 함께 자연 속에서 어울리면서
다채로운 세계로 변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피우스의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음악성으로,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마르타의 자연적인 ‘ш’와 ‘х’ 소리가 블라디미르가 연주하는 인위적인
피아노의 소리와 어머니의 광기 어린 침묵과 대비되며 작품 전체에 울려퍼지고 있다.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기피우스는 아들에 대한 과한 집착을 가진 채 그를 열망하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시켜 ‘세계혼으로서의 여성 주인공-나약한 남성 주인공-가부장적 어머니’라는 새로운 삼각구도를
만든다. 샤쉬키나(Г. З. Шашкина)는 기피우스가 러시아 문학사에 있어 전통적 삼각관계의 캐논을 대담하게

파괴한 첫 번째 작가라고 평한다7). 기피우스의 작품에서 이러한 삼각구도는 『사과꽃이 피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스 마이』(Мисс Май)(1895)를 살펴볼 수 있다. 『미스 마이』에서도 역시
주인공 안드레이(Андрей)의 어머니가 아들의 인생을 교묘히 통제해왔지만, 안드레이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안드레이는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미스 에베르(Мисс Эвер)와 사랑에
빠진다. 미스 에베르는 안드레이가 “더욱 고상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그를
기존의 삶에서 탈출시키고자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역시 안드레이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 카챠(Катя)와
연합하여 이들의 사랑을 막는다.

드보르쉬나(Н. А. Дворяшина)는 기피우스가 대조적인 두 가지 사랑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피우스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이란 블라디미르에 대한 어머니의 그것과

달리, “개성의 부활, 신성한 존재와의 결합, 죽음의 극복”8)을 이뤄내는 것이다. 『사과꽃이 피다』에서

블라디미르는 마르타와의 만남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성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자연과의
합일을 이뤄내며 심연 너머의 저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기피우스의 어머니는 오직 마르타로 대표되는 ‘영원한 여성성’의 비교 대상일 뿐인 것일까? 다시
말해, 마르타라는 이상적 존재와 그녀에게로 향하는 블라디미르의 탈출을 뚜렷하게 비춰주는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어머니와 마르타를 단지 각각 부정적인 인물과 긍정적인 인물로 상정하는 것은 기피우스의 어머니
형상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리는 이해처럼 보인다. 기피우스의 어머니가 이 세계의 절대적 힘으로서, 적어도

『사과꽃이 피다』를 포함한 『새로운 사람들』에서는 마르타보다 주인공에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6) Курило, Юлия. “Проблематика и поэтика малой прозы 1890–1900-х годов (гендерный аспект)” 2012, https://pandi
a.ru/text/77/314/36744.php (검색일: 2021.09.30.)
7) Шашкина, Гульжан. “Новые люди Зинаиды Гиппуис: в полемике с николаем чернышесвикм” 2017.
8) Дворяшина, Нина. “Проблема ‘другого’ в отношениях ‘мать-дитя’ в осмыслении З. Гиппиус” Вестник Чит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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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피우스의 어머니는 신화화된 존재로
재현되던 이전의 문학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 등장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이 세계의 절대적
힘으로서 등장하게 된 이상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게 되었다. 저 세계를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진 어머니의 존재는 “남성의 이성과 의식”으로서의 이 세계와 “여성의 감성과 본능”으로서의 저 세계를
전제한 솔로비요프(В. С. Соловьёв)의 세계 인식 구조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9)
기피우스는 두 세계의 절대자로서 각각 양극단의 여성 인물들을 동시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별도의 두

세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멀리서 보면 블라디미르의 세계가 『사과꽃이 피다』에서 마르타와
어머니라는 양극단의 여성 인물들이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여성성으로서 둘러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쌍 자체가 형성하는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필요성은 기피우스의 종교관과 연결지어
보았을 때 더욱 커진다. ‘신그리스도교 운동(неохристианство)’을 이끌며 1901년 종교철학회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피우스는 ‘초역사적인 그리스도교’를 세우고자 했다. ‘초역사적인 그리스도교’는
기존의 그리스도교와 제도적 교회에 기반한 ‘역사적 그리스도교’에 반기를 들며 그것이 축적한 모든 문화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동시에 그것은 역사적 그리스도교가 기반하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 인식’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였고, 따라서 이제껏 부정되어온 “지상적인 것의 복권”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10) 이때
‘지상적인 것’에는 ‘영혼’의 대립 항으로서의 ‘육신’이 있었고, 육신의 문제에는 ‘성(性)’의 문제가 자연스레
수반되었다. 기피우스가 성의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하며 성을 초월한 중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전기적 사실은 그의 개성적인 생애를 둘러싼 수많은 일화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적인 성모- 이것은 나에게 완전한 이상이 아니다(Идеал-мадонны-для меня это не полный
идеал)”11)라는 일기 속의 기피우스의 말은 마르타로 대표되는 저 세계를 암시하는 인물을 주인공의 존재를
이상적 존재로 두는 것 자체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져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다.
세계에 대한 모든 이원론적 인식을 거부한 기피우스의 작품 세계를 고려한다면, 마르타와 어머니라는

대립쌍을 단순히 이항대립적인 것으로서 이해할 수만은 없게 된다. 『사과꽃이 피다』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루는 대립쌍 자체가 충돌하며 형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야 양극단에 있는 것들의 합일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본 기피우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은 그 첫걸음으로서, 이 대립쌍의 한 축을 이루는 어머니 형상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짚고자 했다.

9) Рябов, О. В. “Женщина и женственность в философии серебряного века” Ивановский госуж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997, с.18 (박혜경, “상징주의 단편에서의 여성의 상징성 연구: 상징주의에서 메타 상징주의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27, 2008, 65면에서 재인용)
10) 이명현, “종교적 르네상스로서의 러시아 은세기: ‘새로운 종교적 의식’과 종교철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4(4), 2012, 387-394면.
11) З. Гиппиус: Дневники. в 2 кн. кн. 1. м. 1999. с. 68 (한예경, “지나이다 기피우스와 이원성”, 『슬라브학보』 15(2), 2000,
22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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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루쉡스카야의 <아가씨 코>의 『동화 형태론』 비틀기:
빌헬름 하우프의 『난쟁이 코』와 비교를 중심으로
김혜영 (연세대 박사과정)

들어가며
류드밀라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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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코>로 제목이 바뀌어 재수록 된다. 등장인물의 이름, 전체 줄거리 및 세부 내용까지 모두 동일한
작품의 제목이 바뀌어 출판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본 논문은 동화의 제목을 <코>에서 <아가씨 코>로 바꾸면서 과연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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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목이 <아가씨 코>로 바뀌자 독일의 소설가 빌헬름

하우프의 마법 이야기인 『난쟁이 코(Dwarf Nose)』(1826)5)와의 연관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유사한 어결합(Devshka Nos-Dwarf Nose)의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코가 큰 주인공과
마법적 모티프의 사용 등 많은 요소들이 유사하게 등장하며 분명한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주지하듯 하우프의 『난쟁이 코』는 프로프(Владимир Пропп)의 『동화 형태론(Морфология сказки)』7)의

31가지 기능으로 분석 가능한 전형적인 마법 이야기이다.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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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선량한 부부에게는 건강하고 잘생긴 야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이하
강조는 인용자)

『난쟁이 코』의 도입부는 구두 수선공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배경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일상들이 세세히 묘사된 후에야 비로소 주인공 ‘야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본래
건강하고 잘생긴 인물이었던 야콥이 어머니의 채소 가게에 손님으로 온 어느 늙고 흉측한 노파의 집에 혼자
물건을 배달하러 가게 되면서 노파의 주술에 걸리게 되고 긴 코를 가진 난쟁이로 변해 버리는 전개가
진행된다. 반면, <아가씨 코>에서는 이야기의 첫 시작부터 ‘니나’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전면에 언급되며,
그녀의 부모나 어떤 역사·배경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한 묘사로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다.
어느 한 도시에 니나라는 이름의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금빛의 곱슬머리,
커다랗고 마치 바다처럼 푸른 눈, 커다란 코, 그리고 아름다운 새하얀 치아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면 마치
해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울 때면, 마치 진주가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단 하나 그녀의 얼굴을
망치는 것이 있었다면 – 바로 커다란 코였습니다.

위의 도입부를 보면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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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에게 ‘가해’를 한 ‘악한’으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마술사가 ‘악한’이며
그가 ‘가해’를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니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인 젊은이의 사랑을 받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녀의 ‘큰 코’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니나의 코가 작아지고 아름다워졌을 때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냉담하게 내쫓았고,
도리어 큰 코가 되어 돌아온 니나를 반기고 그녀에게 청혼하며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분명 마술사는 니나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 그녀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을 준 셈이며, 이 지점에서 마술사는 선명한 ‘악인’의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된다.
성인이 된 니나에게 작은 코를 만들어 준 또다른 마법사 역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니나가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작은 코를 만들어 주고 또 젊은이의 집주소도 알려주는 선한
조력자인 듯 보이지만 대신 그 대가로 니나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차례로 잘라내 그녀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동화에서는 등장인물의 유형이 ‘긍정적이고 선한 인물’과 ‘부정적이며 악한
인물’로 양분되며 긍정적 인물은 늘 악한 인물로부터 가해를 당하고, 또 악한 등장인물은 주인공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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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코>뿐만 아니라 페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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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들과 시인들: 보리스 리지의 시에 나타난
포스트소비에트 세대의 형상
이종현 (러시아국립인문대학 박사과정)

1974년 첼랴빈스크에서 태어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활동하다 200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인 보리스
리지(Б. Рыжий)의 시는 사후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장르의 음악가들이 그의 시에 곡을 붙였고,1)
2008년에는 네덜란드 감독 알료나 판 더르 호르스트(Aliona van der Horst)가 다큐멘터리 <Boris Ryzhy...>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리지의 생애와 창작은 세 차례 연극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모스크바 극장 <포멘코
작업실>의 <리지>(2010)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2015년에는 일리야 팔리코프가 쓴 평전2)이 ЖЗЛ

시리즈로 출간되면서 리지는 현대 러시아 문화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리지의 시를 포스트소비에트 서정시로 읽고자 할 때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90년대 이
후 러시아 현대시를 다루는 저작이나 평론집에서 그의 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3) 둘째, 리지에 대한 연구
서를 잇달아 내놓은 유리 카자린은 리지의 시학이 지닌 내적 체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포스트소비에트’라는
맥락은 다루지 않는다.4) 셋째, 포스트소비에트 시를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시로 정의하는 논의에서 리지는
모스크바의 문단에 이름을 알린 지방시인 중 한 사람으로만 취급된다.5) 마지막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경계에서” 소비에트 시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시적 혁명으로서 포스트소비에트 시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프
리고프, 루빈시테인, 네크라소프 등을 예로 꼽을 뿐 훨씬 늦게 등장한 리지의 시는 제외된다.6)
이 글은 ‘포스트소비에트’라는 개념을 먼저 규정하기보다는 소비에트 시대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시대의
간극이 그려지는 리지의 시에서 출발해 두 시대의 긴장을 겪는 세대의 주요 형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1) 영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의 영화음악을 작곡한 세르게이 니키틴은 2004년 리지의 시 “Над домами”(1998)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출신 목수이자 아티스트인 올레크 루뱌긴은 “Я вышел из кино, а снег уже лежит...(1997)”에, 민스크
출신 포스트펑크 록그룹 ‘몰차트 도마(Молчат дома́)’는 “Эмалированное судно...”(1997)에 곡을 붙였다. 니키틴과 루뱌긴의
노래에 대해서는 J. M. Daughtry(2010) “Sonding Sincerity: Thoughts on One Recitation and Two Musical Settings of Boris
Boris Ryžij’s Verse,” Russian Literature, Vol. LXVII-1, pp. 42-49.를 보라.
2) И. З. Фаликов(2015) Борис Рыжий. Дивий Камеь.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ра.
3) См. Д. Бак(2015) Сто поэтов начала столетия, “WebKniga”, 2015; И. Кукулин(2019) Прорыв к невозможной связи.
Статьи о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Екатеринбург; М.: Кабинетный ученый.
4) Ю. Казарин(2016) Поэт Борис Рыжий. 2-е изд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Екатеринбург; М.: Кабинетный ученый; Ю. В.
Казарин(2018)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и миры Бориса Рыжего, Екатеринбург; М.: Кабинетный ученый.
5) П. В. Басинский(2020) “Пост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Электронная версия, URL:
https://bigenc.ru/literature/text/5547858 (검색일: 2021.09.03.)
6) В. Губайловский(2004) “О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оэзии”, Toronto Slavic Quarterly, No. 8. URL: http://sites.utoronto.ca/t
sq/08/gubajlovskij08.shtml (검색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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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바로 「나의 말이 전(全)유럽적 윤기를 얻으면...( Приобретут всеевропейский лоск...)」(1998)의
마지막 두 연이다.
프토르체르메트의 굴뚝은 광광 울리라지. / 플라스토플리메르는 느릿느릿 휘파람을 불라지. / 나와 함께 있지
않던 여인은 / 앨범을 펼쳐 거만하게 담배를 태울 테지. // 그녀가 하늘색 앨범을 펼치면, / 미래로 데워진 우리
얼굴, / 하늘색 앨범 안에 살아있는 우리, / 지상의 쓰레기: 깡패들과 시인들.
Пусть Вторчермет гудит своей трубой. / Пластполимер пускай свистит протяжно. / И женщина, что не
была со мной, / альбом откроет и закурит важно. // Она откроет голубой альбом, / где лица наши будущим
согреты, / где живы мы, в альбоме голубом, / земная шваль: бандиты и поэты(377).7)

시의 초반에 시적 화자는 “초(超)아시아적 시인(трансазиатский поэт)”인 자신의 시가 “전(全)유럽적
윤기(всеевропейский лоск)”를 얻으면 고향인 스베르들롭스크를 잊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게 되면 “스베르들롭스크의 이름 없는 묘지(на безымянном кладбище свердловском)”에
묻어달라고 부탁한다. 그곳에는 학창시절 “친구 놈들(кенты)”의 “얼굴이 새겨진 대리석 비석과 장미꽃들(их
профили на мраморе и розы)”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년노동학교를 3점으로 졸업하고(закончившие
ШРМ на тройки)” “두개골에 구리 조각이 박힌 채 고꾸라졌다(они запнулись с медью в черепах).” 시적
화자는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데 이는 예카테린부르크, 즉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에트의 공간 ‘스베르들롭스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데서 비롯된다.8)
두 시간, 즉 미래를 꿈꾸었던 스베르들롭스크의 시간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재의 시간은 따뜻함과 차가
움으로 대비된다. 차가운 대리석 비석에 새겨진 친구들의 얼굴과 “미래로 데워진” 하늘색 앨범 속 얼굴은 두
시간의 대립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앨범 속 얼굴이라는 형상은 행복한 어린 시절만 환기하지 않는다. 시의 마
지막 두 행 (“하늘색 앨범 안에 살아있는 우리, / 지상의 쓰레기: 깡패들과 시인들”)에서 볼 수 있듯 과거의
얼굴에는 현재, 즉 시인이 된 시적 화자와 폭력적인 일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친구 놈들’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련 붕괴 이후의 운명은 이미 붕괴 이전이라는 과거에 기입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소련의

대표적

공업

지역

중

하나인

스베르들롭스크의

프토르체르메트(Вторчермет)와

플라스트폴리메르(Пластполимер)9)의 소리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식으로 90년대 초반에 20대를 맞이한
세대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첫째, 이 소리는 소련 붕괴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한 세대가 겪은
좌절을 돋보이게 한다. ‘труба’를 ‘굴뚝’으로 읽고, ‘свистеть’라는 동사가 리지의 다른 시에서 공장의 소리를
가리킨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10) 여전히 가동되는 공장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성 아래
시적 화자의 친구들이 겪은 운명의 변전은 더욱 아이러니한 것이 된다. 둘째, ‘труба’를 ‘나팔’로 읽으면
공장의 소리는 이 세대의 비극적 운명을 기리는 장송곡이 된다. 리지의 다른 시에서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활용된다는 점은 이러한 독해를 가능케 한다.11)
7) 리지의 글은 모두 다음 선집에서 인용하고 인용문의 끝에는 쪽수만 표기한다. Б.Б. Рыжий(2017) В кварталах дальних и
печальных: Избранная лирика. Роттердамский дневник. М.: Искуссто-XXI век.
8) 위에서 언급한 선집에서 ‘예카테린부르크’라는 지명이 나오는 시는 단 한 편뿐이다. “우리는 예카테린부르크, 페름, 모스크바,
차리치노, 카잔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다(Мы засиделись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Перми, Москве, Царицыне, Казани(299).”
9) ‘프토르체르메트’는 ‘철강 2차 가공’을 뜻하는 ‘вторчиная черная металлургия’의 줄임말로 1942년에 개발된 노동자 주거
구역 이름이기도 하다. ‘플라스트폴리메르’는 폴리스티롤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가리킨다.
10) “나사들은 쉭쉭거리고 모터는 으르렁거리고(Винты свистят, мотор ревет)”(354).
11) “장송곡 나팔은 쉬지 않고 울리고 - / 동네에서는 누군가를 보내며 끊임없이 흐느낀다 / 굴뚝에선 연기가 흘러나오고 주변엔
온통 구름이 날린다(Похоронные трубы не переставали играть - / постоянно в квартале над кем-то рыдали, рыдали.
/ Плыли дымы из труб, и летели кругом облака)”(417).

86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이처럼 이 시에서 리지는 소련 붕괴 이전과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를 애도한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칭해서
“지상의 쓰레기”라고 부른다. 과거에 꿈꾸었던 미래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 했던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깡패들과 시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많은 평자들은 두 형상의 조합과 리지의 독특한 시적 언어를 관련지어 설명했다. 레오니트
비코프는 “동네 양아치들의 슬랭은 천성이 시인인 자와 ‘등신(чмо)’, ‘패거리(шобла)’, ‘조져 버려(мочи
его)’라는 말 밖에 모르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12) 준다고 강조했고, 타티야나 아르쇼노바는 보리스 리지의
형상을 가리켜 “동네 양아치 건달,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언어를 말하는 자(길바닥과 개구멍의 언어,
그리고 문화와 문화적 기억의 언어)”13)라고 지적했다. 리지의 시를 읽다보면 수많은 비속어와 은어, 그리고
문학적 서브텍스트와 메타텍스트를 마주하게 되는데 다음 구절이 그 단적인 예다. “퍼마시고 울고
아가씨들을 껴안고, / 또 퍼마시고 어찌 됐든 입 다물다가, / 강세에 맞춰 고개를 흔들고, / 음절에 맞춰
상소리를 내지른다(Пьют и плачут, девок обнимают, / снова пьют и все-таки молчат, / головой
тонически качают, / матом силлабически кричат).”(251)
그러나 위에서 읽은 시에서는 비속어와 은어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깡패들과 시인들’의 동류의식을
소비에트 붕괴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강조한다. 두 형상이 결합되는 관계는 리지의 다른 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네 가지를 추려보고자 한다. 첫째, 폭력, 또는 범죄와 시를 연결 짓는 경우다. 다음은
「Mike Tyson」(1996)이라는 시의 첫 연과 마지막 두 연이다.

오, 검은 복싱! / 오, 근육, 주사기! / ... 살인자의 얼굴을 한 / 링 위의 신. <...> 오, 뼈가 바스러지는 소리! / 오,
갈비뼈, 어깨! / ... 입에서 피가 흘러 / - 말[言] 대신 말이지 - // 심장을 적셔라... / 마침내 결국 / 시는 그렇게 산다,
- / 그대도 그렇게 산다.
О, черный бокс! / О, мышцы, шприцы! / ...На ринге бог с / лицом убийцы. <...> О, костный хруст! / О,
ребра, плечи! / ...Пусть кровь из уст / - заместо речи - // сердца зальет... /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 так стих
живет, - / и вы живете(145).

이 시에서 물리적 힘을 통해 신체에 입히는 상해가 곧 시의 원동력이 된다. ‘심장’과 ‘피’는 더 이상 시적
열정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형상들이 아니라 파괴되기 쉬운 육체를 가리키는 말로 읽힌다. ‘хруст-уст’,
‘плечи-речи’의 각운들은 말을 대신하는 육체적 고통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폭력은 결코 정의에 따라
행사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의보다는 힘의 우월함 자체를 예찬하는 모습은 시

「아킬레우스의 복수(Мщение Ахилла」(1996)에서도 나타난다. “미치광이여, 옳든 그르든, 네가 이겼다 - /
그것이 첫째요, 옳음은 둘째다. / 용서하지 말라 해라, 너도 용서 구하지 않았으니(Прав ли, нет ли, безумец,

но ты победил - / это первое, а правота - лишь второе. / Пусть тебя не простят, но и ты не
простил.”(180)
둘째,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밤이라는 시간은 이들과 시인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는 곧 삶을 구성한다.
엔지니어들도 잔다, 은행가들도 잔다. / 심지어 짭새들도 <...> 오직 살인자는 칼을 준비한다. / 시인은 오직 자지
않을 뿐이다: / 르치 슬로보 트베르도 우크 페르트. / 밤은 사랑처럼 순수해. / 삶의 세 요소: 죽음, / 시, 그리고 별.
Спят инженеры, банкиры спят. / Даже менты, <...> Только убийца готовит нож. / Только не спит поэт:
12) Л. П. Быков(2007) “Лица не пряча, сердца не тая”, Книга не только о стихах. Екатеринбург: Сократ. С. 211. Цит.
по: Т. А. Арсёнова(2009) “Борис Рыжий как поэт-хулиган в читательском восприяти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екции
Большого Урал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Вып. 3, С. 62.
13) Арсёнова(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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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цы слово твердо ук ферт14). / Ночь, как любовь, чиста. / Три составляющих жизни: смерть, / поэзия и
звезда(181).

잠, 불면, 별 등의 형상 때문에 리지의 시에서는 파스테르나크의 시 「밤(Ночь)」(1956)의 다음 구절이
떠오른다. “자지 마라, 자지 말고, 일하여라, / 일을 멈추지 말아라, / 자지 말고, 졸음과 싸워라, / 비행사처럼,
별처럼(Не спи, не спи, работай, / Не прерывай труда, / Не спи, борись с дремотой, / Как летчик, как
звезда)”15) 파스테르나크의 시적 화자에게 시인이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영원을 지향해야 하는 자이기에
자지 않고 일해야 한다면(Ты - вечности заложник / У времени в плену), 리지의 경우 밤은 ‘죽음’, ‘시’,
‘별’을 품고 있는 순수한 것이기에 시인은 잠에 들 수 없다. 여기서 살인자는 낮의 생활을 지배하는
자들(엔지니어, 은행가들)의 윤리에 포섭되지 않고 밤에 더욱 순수해지는 날것의 삶 자체의 논리에 따른다.
시인은 살인자와 이처럼 순수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폭력과 시의 긴밀한 관계는 오히려 시인을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에서 밤에
공원을 지나다 깡패들과 싸운 시적 화자는 꿈에서 아폴론을 만난다.
밤에 공원을 가로질러 집에 혼자 돌아오곤 했다 - /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묘사한다면 - /
얼마나 많은 처자들을 구하고 발정난 들개들을 겁주었는지. /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짭새들한테 얼마나 깨졌는지 <...> 나는 신처럼 잠에 들었고 꿈에서 황금 들판을 보았다. / 샌들을 신고 리라를 켜며
거닐기도 하고 꽃을 따 모으기도 한다... 그리고 / 불쑥 나타난 아폴론, 시의 신이 나를 맞이한다: / “시를 잘 쓰는데
몰골이 사납구나, 아들아.”
Через парк по ночам я один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 / если б все описать, что дорогой случалось со мной
- / скольких спас я девиц, распугал похотливых шакалов. / Сколько раз меня били подонки, ломали менты
- <...> Я, как бог, засыпал, и мне снились поля золотые. / Вот в сандалиях с лирой иду, собираю цветы...
И / вдруг встречается мне Аполлон, поэтический бог: / “Хорошо сочиняешь, да выглядишь дурно,
сынок.”(198)

이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처자들을 구하고”라는 구절 때문에 시적 화자가 모종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무용담으로 읽어야 하는데, 정의와 관련된 모티프는 더 이상 전개
되지 않고 그가 어떤 폭력을 겪고, 또 자신도 이를 어떻게 폭력으로 대처했는지 강조되기 때문이다. 화려한
전적을 품고 집에 돌아온 시적 화자는 “신처럼” 잠에 들고 꿈속에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데, 바로 폭력과 전
쟁의 신이 아니라 시의 신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시를 쓰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건달들과 싸웠던 일화에서

곧장 아폴론과 꿈에서 조우한 일화로 넘어간다. 시 「Mike Tyson」에서 살펴본 시와 육체적 고통의 직접적
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전개이다. 또, 아폴론이 상징하는 고전적 아름다움에서는 ‘시를 잘
쓰는 것’과 ‘몰골이 사나운 것’이 대립한다면, 리지의 시에서 두 가지는 서로에게 필요조건이 된다.

넷째, 시인인 시적 화자는 전과자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이는 문신을 통해 드러난다. 다음은 리
지가 1996년에 쓴 짧은 시다.

14) 일설에 의하면 키릴문자 알파벳은 키릴과 메포디가 슬라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암호화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Рцы
слово твердо ук ферт‘는 키릴문자 알파벳 Р, С, Т, У, Ф를 가리키는 말로서 ’말을 굳건히 지켜라. 앎은 선물이다‘라는
뜻이다.
15) Б. Л. Пастернак(2004)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11 т. Т. II: Спекторский. Стихотворения 1930-1959. М.:
СЛОВО/SLOVO. С.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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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의 불빛에 눈은 새하얗고 불꽃처럼 번쩍였다, /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고함지르며
기어든다, / 시선에 새겨진 징역살이의 흔적, / 욕지거리 하며 지렛대에 주먹을 올려놓는데, /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주먹, / 주먹에 새긴 비극적인 문신 “보랴.”
От ближнего света снег бел и искрист, / отрадно, да лезет с базаром таксист / с печатью острога во
взоре, / ругается матом, кладет на рычаг / почти аномально огромный кулак / с портачкой трагической
“Боря.”(186)

여기서 시적 화자는 전과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에게서 독특한 흔적을 발견한다. 서로 각운을
이루는 ‘Боря’와 ‘взоре’가 있는 구절들은 각각 전치사 ‘с’와 조격(печатью, портачкой)으로 이루어져 문장
구성이 비슷하다. 이때, 시선에 새겨진 ‘흔적/도장’과 ‘문신’은 문자와 비슷한 것이 신체에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육체의 고통과 시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보랴’라는 문신은 두 가지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우선 전과자 택시기사의 이름이 ‘보리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보리스’라는 이름이 시인과
전과자를

긴밀하게

연결해

강조하는데(“‘ЛЕБЕДЬ’16)라는

준다.

또,

리지는

다른

시에서

문신을

새긴

건달을

유난히

문신을 새긴 건달 놈에게 / 응급왕진을 밤에 불러주었다 (кенту c портаком

‘ЛЕБЕДЬ’, / неотложку в ночи вызвали)(370)) 이 문신 덕분에 택시기사가 ‘보리스 리지’라는 시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여겼을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문신이라는 일종의 흔적 또는 문자가
육체와의 접촉 관계를 통해 시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글의 출발점으로 삼은 시에서 “깡패들과 시인들”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병렬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망을 지니고 있다. 두 형상의 결합은 소비에트 붕괴 이전과 이후의 경계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체제의 몰락을 육체적 폭력으로 직접 겪은 세대가 시라는 문화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들과 평론가들이 지적한 리지의 시적 언어의 특성, 즉 비속한 하위문화의 언어와 고급문화의
언어의 독특한 결합이 시대적 맥락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16) 리지의 주석에 따르면 다음의 약자다. Любить Ее Буду. Если Даже Измени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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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과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김용화 (충북대)

러시아어 발달사에서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ЛЯ)의 기원은 매우 ‘эмоциональный’한 논의 대상이지만 연구
결과는 ‘скромный’하다(Ворт Дин 1975, 2006:137). 후자는 우리에게도 해당하기에, 다시 한번 ЛЯ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본 발표문은 먼저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과
러시아ЛЯ 기원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다음을 주장한다; 1) 러시아어 발전사에서
현대언어학적 의미의 ЛЯ이 확립된 시기는 18세기 피터대제 시기이다. 2) 고대루시에서 ЛЯ의 맹아로 볼 수
있는 언어 유형은 없었다. 3) 19세기 사용이 확산된 용어 ЛЯ은 당시 язык литературы를 ‘옳은, 세련된,
표준이 될 만한’ 언어로 삼았다(길윤미 2018:96-105). 4) ЛЯ은 우리말 ‘문학어’보다는 ‘표준어’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

1.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은 수 세기 전에 존재했던 사실이자 현상이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과 현상에 가장 객관적으로 부합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므로, 먼저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부터
언급해본다. 고대루시에는 여러 언어 유형이 공존하였고, 최소한 다음 유형은 글자화한 문서로 예증된다.
1) 교회슬라브어(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남슬라브어에 기원을 둔 고대교회슬라브어(стар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Old Church Slavic)가 동슬라브 지역으로 확산되어 그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한
동슬라브판 교회슬라브어(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ого извода), 동슬라브어가
우크라이나어,

벨로루시어,

러시아어로

분화된

후

모스크바

루시

시기는

러시아판

교회슬라브어(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русского извода)로 지칭된다.
1.1) 표준적(혹은 엄격한) 교회슬라브어(стандартный, строгий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성서나

기도서, 예배문에 사용된 종교어였다.
1.2) 혼합적(혹은 단순화한) 교회슬라브어(гибридный, сниженный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상용어적
요소를 허용하여 교회슬라브어와 나란히 사용하며, 덜 엄격한 종교적 텍스트와 연대기,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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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텍스트어였다.
2) 동슬라브어(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й язык): 동슬라브 지역에서 발생하여 지역민이 사용하던 종족어로
동슬라브 종족, 후에는 러시아 종족의 지역어로 종족의 종교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였다.
2.1) 상용어(деловой язык); 정치적, 세속적 영역에서 기능한 언어, 외교문서어, 법률어로, 모스크바
루시에서 정부 및 사회 조직, 정치, 경제, 세속문학의 언어로 러시아 전반의 사회문화적, 계층적 삶을
반영한 언어이다. 관청문서 및 황제의 명령, 학술서, 기술서, 요리서, 의료서, 법률서, 회계문서,
공·사적인 교신 및 계약문, 가훈집 등에 사용되며, 상용어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형성하였다.
2.2) 자작나무 문서어; 주로 고대노브고로드에서 발굴된 자작나무 문서에 사용된 언어로, 당시 살아있는
구어(жив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에 가장 근접했던 언어 유형이다. 문서 내용은 사적인 서한, 채무목록,
탄원서, 개인적 메모 등이다.
2.3) 민중 구어 및 지역 방언; 모스크바 루시 당시 일반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살아있는 구어에
가장 근접한 언어를 반영하는 문서는, 키예프 루시와는 달리, 러시아 전 지역에서 종이 문서로
발견되었다. 가정사, 사적인 서한, 탄원서 등으로 의식주, 물품 교환 및 거래, 가축 사육 등과 같이
당시 일반 민중의 삶을 잘 드러내는 문서들이다. 또한 외국 무역상이나 여행가들의 문서, 예를 들어

16세기 말 북러시아 방언을 기술한 프랑스인의 『프랑스어 러시아 구어 사전(Париж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овитов)』, 17세기 영국 여행가 리차드 제임스(Richard James)의 북러시아 방언집과 민요 모음집,
17세기 독일 여행가 토마스 훈네(Thomas Funne)의 쁘스고프 방언서는 고대러시아에 공존하는 여러
언어 유형 중의 하나로, 민중 구어 및 지역 방언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고대 루시에는 사용영역과 기능, 그리고 언어적 특징에 따라 최소한 표준적 교회슬라브어,
혼합적 교회슬라브어, 상용어, 민중 구어 및 지역 방언 유형이 공존하였고, 이들은 사용영역과 기능, 언어적
특성상 서로 차별적이었다.

2. 현대러시아ЛЯ의 기원론
키예프 루시에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ЛЯ)이 존재했는가? 20세기 초반부터 가열된 이 논의는 ‘존재했다’에서
출발하였고, ‘무엇이 키예프 루시에서 ЛЯ이었나?’라는 물음을 제기하기 위한 도입부였다. 교회슬라브어,
동슬라브 종족어, 일상생활의 구어에 가장 근접한 자작나무 문서어가 공존하고 있었던 키예프 루시의 언어적
상황에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물음이다. 자작나무 문서어는 ЛЯ 물음에서 당연히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교회슬라브어와 동슬라브 종족어의 자리다툼으로, 교회슬라브어 기저론, 러시아어 기저론, 그리고 이 둘의
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교회슬라브어 기저론: 교회슬라브어 기저론을 대표하는 샤흐마또프(А.А. Шахматов)에 의하면, 10세기
말 기독교의 수용과 함께 교회슬라브어가 키예프 루시로 들어왔고, 키예프의 문화적 식자층은
교회슬라브어를 빠르게 습득·체화하여 대화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교회슬라브어는 점차
러시아어화되고, 모스크바 루시 시기에는 북부와 남부 러시아 방언을 흡수한 모스크바의 일상적
대화어와 활발한 상호영향을 통해 18세기 새로운 민족 표준어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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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문화적 식자층이 교회슬라브어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슬라브어의 영향을 종교 영역을 넘어 과대하게 평가한다(Улуханов 2003:4).
2) 러시아어 기저론: 옵노르스끼(С.П. Обнорский)는 고대루시는 기독교가 수용되기 전부터 ЛЯ이
존재했다, 즉 교회슬라브어가 유입되기 이전에 동슬라브어적 요소로만 구성된 언어가 있었고, 이것이
ЛЯ으로 기능했다는 러시아ЛЯ의 자발성 이론을 주창하였다. 러시아어화된 교회슬라브어가 문화적

식자층의 대화어였다는 샤흐마또프의 견해가 옳다면, 『러시아법전(Русская правда)』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법전』은 글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일반 민중에게 적용되던 구전

법전으로, 기독교화와 함께 글자가 생기며 문서화한 법률서인데, 교회슬라브어와는 전혀 다른
동슬라브 종족어로 작성된 것이다. 러시아ЛЯ의 출발은 바로 동슬라브어로 쓰인 이러한 문서인데, 점차
동슬라브어의 기능 영역을 확장하고, 교회슬라브어적 요소를 수용하며 교회슬라브어화하여 키예프
문화의 중심어가 되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 문제점; 『러시아 법전』, 『이골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다닐 자또츠닉의 탄원서(Моление
Даниила Заточника)』,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교훈서(Поучение Владимира Мономаха)』와 같은
텍스트를 러시아ЛЯ에 포함시키기 위해 ЛЯ 개념을 인위적으로 ‘잡아 늘린 황당한 것’이다.
3) 교회슬라브어 기저론과 러시아어 기저론의 타협: 비노그라도프(Б.Б. Виноградов)는 고대루시는 ЛЯ의
두 유형, 문어-슬라브어적 유형(книжно-славянский тип)과 민중-문학적 유형(народно-литературный

тип)이 존재했고, 전자는 성서와 예배문, 종교 작품어였고, 후자는 연대기, 『이골원정기』,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교훈서』, 『스뱌또슬라비츠의 뽈로베츠 원정기』와 같은 세속적인

문예작품어였다. ,
- 문제점; 1), 2)의 타협론이다.
4) 중층언어론(Диглоссия): 1980년대 고대러시아의 언어적 상황을 좀 더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Б.А.

Успенский가

교회슬라브어-러시아어

중층언어론을

제시하였다.

교회슬라브어-러시아어는

문어-비문어의 대립으로 기능상 상보적 분포관계를 형성하므로, 언중은 일상 구어적 대화어인
러시아어가 규범성을 갖추고 성문화된 것이 교회슬라브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언어학자나 외부
관찰자에게는 교회슬라브어와 러시아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체계로 보이지만, 언어집단 내부에
있는 언중에게는 기능상 하나의 언어로 인식되었다. 러시아어는 태어나서 모유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일차적인 언어이지만, 교회슬라브어는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부차적인 인위적
언어이다. 이 때문에 교회슬라브어는 상위어로, 하위어인 러시아어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사회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러시아어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무관한
것에 사용된다. 표준어와 일상적 구어가 공존하는 언어적 상황에서는 표준어가 일상 구어적 소통에서도
사용되는 반면, 중층언어에서는 일상 구어적 소통에 문어, 혹은 표준어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 문제점; 현대러시아 구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적인 구어적 소통 상황에서 표준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극히 드물고 통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고대루시에서 교회슬라브어가 일상적인 구어 소통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는
드물지만 표준어가 구어적 소통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고대루시는 현대의 표준어-일상적 구어
관계와는 다른 중층언어로 규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드문 현상을 두 언어적 상황을
구분하는 중요한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Живов: 2004:41).
‘키예프 루시 교회슬라브어와 동슬라브어 종족어는 과연 서로 다른 언어로 볼 만큼 차이가 컸을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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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에 회의적이다. 교회슬라브어와 동슬라브어 종족어를 두 언어체계로 규정한 후 고대
루시의 언어적 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선험적 의식에 근거한 것이다(Живов 2004: 40). 키예프
루시의 언중이 교회슬라브어와 동슬라브어가 상호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두 언어체계로 보았고,
교회슬라브어를 마치 낯선 ‘외국어’로 느끼고 인식했다는 것인데, 당시 언중의 언어의식에서 두 언어의 관계
및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험적 판단이다.
Лант 역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적 수준에서 두 언어의 차이보다는 동일성이 크다는
견해이다. 고대교회슬라브어와 초기 동슬라브어는 단일 언어의 이형일 뿐, 이것을 두 개의 언어로 가정하는
것은 이후의 차이점을 11세기로 투영해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Lunt 1988-1989:285-286). 슬라브 지역의
언어적 공통성이 소실된 것은 약화모음 Ъ, Ь의 변화로 시작되었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12세기 전까지는
언어적 공통성이 유지되었다. 최소한 이 시기의 교회슬라브어는 동·서·남슬라브를 포괄하는 전 슬라브 지역
중 남슬라브어에 속하는 방언 중 하나를 토대로 한 종교어이자 문어이고, 동슬라브어는 슬라브 전 지역 중
어느 한 곳의 방언으로, 일상 구어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문어-비문어의 이분법적 분류가 중층언어론의 한 축인데,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은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교회슬라브어-러시아어로 작성된 텍스트들이 매우 다양하여, 교회슬라브어
텍스트와 러시아어 텍스트로 양분할 수 없는 텍스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상용어와 비노그라도프
분류에서 민중-문학적 유형이 이 양분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고대루시의 문헌들은 언어적
특성이 다양하여 디글로시야의 두 언어만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디글로시야론 역시 ЛЯ의 교회슬라브어 기저론에 해당한다.

3. ЛЯ 개념에 대한 논의, 러시아어사에서 ЛЯ의 형성 시기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었던 논의 ‘고대루시의 ЛЯ은 무엇이었나?’는 20세기 중반 ‘ЛЯ이란 무엇인가?’라는
토론을 촉발하였다. ЛЯ의 개념 자체,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사회적 상황에 ЛЯ을 적용하는 문제, ЛЯ과 여러
글말 형태의 상관성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러시아학계는 ЛЯ은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개념으로, 정제성, 의식적 선택과 법규화, 초방언성, 다기능성, 기능적인 문체적 분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프라하 학파 이론을 수용하였다.
이 이론에 의거하여, ‘러시아어 발전사에서 이 특징을 갖춘 ЛЯ은 언제 형성되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11 – 17세기 고대루시에 존재했던 어떤 언어도 이 특징을 모두 지닌 것은 없었다.
러시아민족ЛЯ의 특징들은 18세기를 지나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19세기 초, 중반에 이르러 문체적 분화를
마지막으로 완비된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슬라브어나 러시아종족어는 다기능성과
성문화성을 지닌 언어가 아니다. 다기능성은 16 - 17세기 새로운 장르들이 탄생되며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성문화성은 16세기 교회슬라브어에 대해 문법적으로 다가가려는 태도가 맹아가 되어, 18세기에 문법서가
등장하며 성문화성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1). 성문화한 문법서와 사전 등을 통해 지역적 이형이 없어지고,
17세기에 지역적 방언 범주에서 벗어나 초방언적 성격이 형성되었다.
18세기 ЛЯ의 맹아적 단계는 피터대제(Пётр Великий) 시기 의식적 언어정책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1) 규범화는 일찍부터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텍스트 자체에 드러난다. 텍스트 필사 과정에서 문헌가가 행한 수정 및 대체
형태들이 다수 보이는데, 이것은 문헌가가 자신의 시각에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형태를 옳은, 더 적절한 형태로 바꾼
것으로, 텍스트를 작성하면서 교회슬라브어 규범에 대한 표상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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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다. 최고의 국가 권력자가 명시적으로 ‘славенский(교회슬라브어)’가 아니라 ‘простой русский
язык(러시아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문어의 유형과 성격이 ‘공표적’으로 바뀐다. 세속어를 기치로 하여
혼합적 교회슬라브어에서 유지되고 있던 교회슬라브어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제거하여 단순한 러시아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문어의 중심이 교회슬라브어에서 비교회슬라브어로 이행하였고, 혼합적 교회슬라브어와
관청어(приказный язык)는 소실되고, 표준적 교회슬라브어는 예배어로만 사용되며 사회문화적 가치와
위치도 주변부로 밀려났다. ‘단순해진 러시아어’는 학술어, 정부 기관 및 관청·외교어, 법률어, 회계문서,
공·사적인 교신어, 문예어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며, 17세기까지 문어에게 부과된 종교어 틀을 벗고,
세속적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문어의 사회적 기반이 왕실과 귀족층, 지식인층, 관료층까지 포괄하며 세속적
계층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피터대제 시기에 ЛЯ의 다기능성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영역의 소통 욕구에 대해б 고대루시에서는 한 언어집단에 공존했던 문어와 비문어의 여러
유형들이, 피터대제 시기는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는 ЛЯ인 단순러시아어가,

주변적 영역에서는

교회슬라브어와 관청어와 같은 비ЛЯ이, 그리고 로마노소프 시기는 삼문체로 구분된 ЛЯ이 장르-문체 틀
안에서 폐쇄적으로 기능했다. 푸슈킨 시기는 ЛЯ이 규범으로 지향했던 문학작품어 안에서 문체적 분화가
구현되며, 문학작품어가 다문체성을 보여주었고, 소비에트 시기에는 ЛЯ 내에서 문체적 분화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고대러시아어 시기 한 언어집단에 공존했던 여러 언어 유형이 수행했던 다양한 문체적 기능이 점차
ЛЯ으로 수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어 발달사에서 현대언어학에서 규정하는 ЛЯ은 18세기 피터대제 시기에 시작하여
19세기 중·후반에 현대와 같은 틀을 갖추었다. 즉 고대루시에서는 현대언어학적 개념의 ЛЯ은 존재하지
않았다.

4. 고대루시에서 ЛЯ의 맹아는?
현대언어학적 개념의 ЛЯ은 고대루시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고대 루시에 공존했던 언어 유형 중 ЛЯ의
맹아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루시에 ЛЯ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ЛЯ의 교회슬라브어 기저론, 동슬라브어 기저론, 두 유형의 공존, 디글로시야론은
고대러시아어 시기에도 ЛЯ이 존재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이것은 ЛЯ은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에
기반한다. 현대와 같은 ЛЯ의 특성(다기능성, 초방언성, 다문체성, 규범성 등)은 대부분 민족 형성과 함께
완비되었지만, 그 전 시기에도 초기 단계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언어가 있었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며
현대와 같은 ЛЯ의 모습을 갖춘 것이므로, 이것을 ЛЯ으로 명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보프(1996:31)와 이사첸코(1963:152-153)는 ЛЯ은 민족 형성 이후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17세기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관점이고, 발표자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ЛЯ의 발전사를 고찰할 때는 ЛЯ은 사회문화적, 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언어적 상황에 ЛЯ 개념을 균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터대제
시기에 형성된 러시아민족ЛЯ의 맹아는 무엇인가? 프라하학파가 제시한 민족표준어의 특징(정제성, 성문화,
초방언성, 다기능성, 기능적 문체 분화) 측면에서 ЛЯ의 발전사를 회고적으로 볼 때, 고대루시에 공존했던
여러 언어 유형은 어떠한가? 이 모든 특징을 갖춘 언어 유형은 없었고, 그 어떤 유형도 표준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다기능성을 지니지 못했다. 문어로 기능했던 교회슬라브어만 다소간의 정제성을 보이지만,
단지 이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교회슬라브어를 고대루시의 ЛЯ이라고 할 수 없다. 19세기 ЛЯ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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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язык литературы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도, 고대루시의 어떤 유형도 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고대루시의 언어적 상황에 ЛЯ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와는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며,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만 남는다.

5. 러시아에서 용어 ЛЯ 태생 배경
많은 경우 용어 등장 전에 개념 및 기의에 대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기표가 탐색된다. 러시아어에서
ЛЯ의 기의가 ‘올바른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이다. 그런데 이 ‘올바른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 ‘모범이
되는’ 언어(길윤미, 2018:99-105)는 시대, 각 언어집단(개별 국가), 그리고 (특히 현대 이전에는) 해당
언어집단에서 언어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언어적 주체의 언어적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러시아어사에서 ЛЯ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용되기 시작한 19세기는 ‘올바른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
‘지향하는 언어’는 푸쉬킨을 위시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의 언어였고, 이에 러시아에서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이
큰 저항없이 안착되었다(길윤미, 2018:96-105). 그러나 현대러시아인들의 언어생활에서 ЛЯ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대중매체어이다.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이 준거로 하는 언어는 더 이상 19세기,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저명작가들의 язык литературны가 아니다. 전 시기까지 옳은, 규범적 형태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고어적 요소가 되고, СМИ에서 널리 확산된 관습(узус)가 새로운 규범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ЛЯ의 기준이 되는 언어가 문학작품어에서 СМИ어로 이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용어 ЛЯ을
язык СМИ로 바꿀 수는 없다. 용어 ЛЯ이 갖는 태생적 색채는 현 단계에서는 무의미한 듯하다. 21세기 초
현재 러시아인들이 용어 ЛЯ을 문학과 연관하여 생각할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표준독일어를 일컫는 Hochsprache(Highlanguage)도 태생은 표준적
규범을 형성할 때 북부 저지대 독일어가 아니라 남부의 고지대(hoch, high) 독일어를 근간으로 하였기에
Hochsprache라는 용어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독일어 Hochsprache는 ‘고지대’ 언어라는 태생적 의미가
아니라, ‘표준적 독일어’, ‘독일표준어’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의는 조금씩 계속 변화할 수 있지만, 기표는 그렇지 않다. ЛЯ이 러시아어 학계에서 통용된
이후에 ЛЯ의 기의가 변화했고, 현재 ЛЯ이 기표-기의의 최초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기표를,
혹은 기의를 바꿀 수는 없다. 19세기 ЛЯ과 현재 ЛЯ의 내용이 동일할 수 없으나, 19세기나 현재나 ЛЯ이
지향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준’, ‘표준’이 되는 언어이다.

6. ЛЯ의 우리말 해석
ЛЯ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문학어’, 혹은 ‘표준어’? 길윤미(2018: 110-115)는 ЛЯ을
‘표준어’로 번역하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는 우선 두 용어 및 내용의 형성 배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조선말에서는 방언이 언어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본 반면, 러시아어는 문어와 구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자를 정제하여 융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어나 ЛЯ 모두 지향한 것은 언어의
규범화, 통일성, 표준성 확보이었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선어는 방언 배제를, 러시아어는 문어와 구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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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융합을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던 문학작품의 언어를 택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두 언어집단
간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언어집단에서 조선어는 서울말과 지역 방언의 대립이었고(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러시아어는 남슬라브어에 기반한 교회슬라브어와 동슬라브어였던 (순수)러시아어의 대립,
독일에서는 고지대 독일어와 저지대 독일어가 대립했던 상황에서 두 언어 유형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만 했다. ‘올바른,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언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개별 언어집단, 혹은
국가의 역사적 배경마다 다르다. 그리고 어떤 언어가 선택되었는가, 선택된 언어의 어떤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는가에 따라 부여되는 명칭도 차이가 있다. 이것이 러시아어는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 общий язык, 독일어는 Einheitssprache, Gemeinsprache, Hochsprache, Schriftsprache, Literatursprache
등과 같이 여러 명칭이 등장하는 이유다. 통일된 민족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ЛЯ을 지칭할 때는 프랑스어는
langue commune, 독일어 Einheitssprache, Gemeinsprache, 러시아어 общий язык이 선택된다. 이처럼 ЛЯ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역사적으로 달리 지칭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중의 하나가 안착한다; 러.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프랑스어 langue litteraire, 이탈리아어 lingua litteraria, 영어 standard language, 독일어 Hochsprache,
체코어 spisovny jazyk, 폴란드어 jezyk kulturalny, 한국어 표준어.
개별 국가마다 용어가 다르다고 내용 및 기의가 (물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직까지는 ‘올바른,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그리하여 언중이 지향해야 할’ 언어라는
것이다. 러시아어의 ЛЯ을 각국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ЛЯ에 가장 근접한 내용 및 기의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기표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표준어’가 될 것이고, 이에
발표자는 러시아어 ЛЯ을 ‘표준어’로 옮기자는 관점이다. 독일어의 Hochsprache를 고지대 언어, 혹은
상위어가 아니라 표준어로 번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한 가지는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ИРЛЯ)’의 번역 문제이다.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은 대부분 이의없이 ‘현대러시아표준어’로 번역한다. 그런데 러시아ЛЯ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ИРЛЯ는 ‘러시아표준어 발달사’보다 ‘러시아문학어 발달사’가 선호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
보인다. Standard language(SL)는 언어체계의 모든 하위층에 통일된 하나의 규범이 성립되었고,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견고해진 순간부터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다. ИРЛЯ은 10 - 11세기 문자의 탄생과 러시아어로
쓰인 최초의 문헌부터 시작하여 ЛЯ의 탄생과 형성, 그리고 현대까지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는 학문인데,
11세기, 15세기, 혹은 17세기 러시아어가 SL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기에, 10세기부터 시작하는
ИРЛЯ을 러시아표준어 발달사로 해석하기 주저된다. 또 다른 문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ЛЯ 개념은
러시아어 발달사에서 18세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데, ИРЛЯ은 10세기 키예프루시의 언어적 상황부터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ЛЯ을 우리말 ‘표준어’로 옮기는 것에 합의한다면, 러시아어 발달사에서 ЛЯ 개념을 18세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ИРЛЯ은 ‘러시아표준어 발달사’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발달사’의 논의는 기원전 원인도유럽어부터 시작하고, ‘러시아사’는 초기 슬라브족, 혹은 기원전부터,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한국어 발달사’는 고대국어부터 시작하여 현대까지 고찰한다. 즉 ‘발달사’,
‘역사’는 회고적 관점에서 현재의 기원과 뿌리가 되는 지점부터 시작하여 현대까지 고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표준어 발달사는 현재 러시아 표준어의 기원과 뿌리를 찾아 그 지점부터 현대까지 고찰하는
것이지, 표준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언어 형태가 존재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ИРЛЯ을 ‘러시아표준어 발달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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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문법서의 시원:
『Grammatica Russica』(1696)에 관한 소고
한지형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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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소련의 붕괴:
비군사화의 도화선으로서의 전쟁
이정하 (전남대)

I. 글을 시작하며
1979년 12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으로 개입하였고 당시 소련의 목표는 카불과 카불로 연결된 도로
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을 보호하고 무자헤딘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10여년 간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는 장기전이 되었고 처음의 예상과 달리 소련은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손실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민간인 포함 대략 73만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다. 민간인을 제외한 소련군의 사망자는 1979
년 12월 25일에서 1989년 2월 15일까지 최소 1만 3,833명, 부상 4만 9,985명 그리고 300명의 실종자가 발생
했다.1) 정확한 전비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1984~1987년 기간에만 매년 대략 900만 루블의 전쟁 비용이 사
용되었다.2)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제국으로까지 불렸던 한 체제의 붕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중앙 계획경제에 기반한 비효율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효율적 경제를 지원하면
서 커지던 부담, 그로 인한 서구 세계와의 경제적 격차 확대, 생산성 저하,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균열과 같은 요소들로 소련 붕괴를 설명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일당체제에 기반
한 정치구조와 민족갈등과 민족자결의 요구 혹은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역할과 페레스트로이카 등이 소련 붕
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 체제의 몰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든다.
첫째, 왜 당시의 소련의 문제는 왜 1980년대 말에 불거졌는가? 그리고 왜 1991년에 붕괴하였는가? 둘째 왜
소련 지도부는 비(非)러시아계 민족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용인하였는가? 일찍이 체코슬로바키아(1968년), 헝
가리(1956년), 동독(1953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소련군을 동원해 분리주의 운동을 진압하지 않은 것인가? 특
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련은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적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프가니
스탄 전쟁이 소련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사화된 사회주의(militarized socialism)’에 기반하였던 국
1) 사망자의 62.6%에 해당하는 8,655명은 만20세이하의 연령이었다. A.A. Liakhovskii and V.M. Zabrodin, Tainy afganskoivoiny
(Moscow: Planeta, 1991), pp. 213-215.
2) Ostermann, 2003-2004, p. 256. 이는 1988년 고르바쵸프의 한 보고서에 기반한 수치이다. 또 이는 평균 수치이며 1984년에는
430만 루블, 1985년에는 720만 루블, 1986년에는 1,000만 루블 그리고 1987년에는 1470만 루블이었다. Christian Friedrich
Ostermann ed., “New Evidence on the War in Afghanist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Bulletin, nos. 14-15 (2003-2004),
pp. 13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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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비군사화’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고 소련의 붕괴에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전쟁을 통해 그때까지 잠재되어 있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악화되었고 체제의 기반인 군사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본 발표문은 소련을 군사화된 사회주의로 이해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가져온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군사화 경향을 단순히 군부의 위상 약화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대조국전쟁이 완성시켰던 군사주의
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혹은 ‘변화의 가능성’을 야기하였다.

II. ‘소련’ 군사주의의 기원
전쟁과 군사주의가 소련과 그 사회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혁명 이전에도 군사 문제는 러시아
사회에 여러 다양한 형태 즉 군사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화된 점, 국가기구 중 군사 부문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권의 부여, 그리고 인구로부터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 및 강력한 의지 등의 형태
로 나타났다. 단순히 군사 부문이 정치와 경제 부문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군사주의의 특징이다.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의 군사화가 이루어졌으며, 폭력과 억압이 확산되었다. 러시아
내전은 볼셰비키 통치에 이념적 적법성을 제공하였고, 러시아 내전이 끝난 이후에도 비군사화는 진행되지 않
았다. 오히려 노동과 교육 등을 포함한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군사화가 진행되었다. 소련 형성 초기 체제의 중
심축으로 자리잡은 군사주의와 이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군사화는 이후 스탈린 시기와 대조국전쟁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스탈린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선발 산업국가를 따라잡는 전략
이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사회로부터 거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추출하여 중공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수
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방위 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31년 연설에서 스탈린은 소련의 발전 전략
을 애국주의와 결합시켰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 얻어맞고 독립을 상실하길 원합니까? 그걸 원하
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후진성을 끝장내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볼셰비키의 속도로 발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스탈린의 호소에서 드러나듯이, 전쟁을 위한 국민 동
원에서 핵심이 된 것은 애국주의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은 당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되었다.
대조국전쟁은 국가에 의한 인적·물적 동원을 격화시켰다. 소련 지도부는 전시경제, 계획경제, 군사력 강화,
애국심 강화 등 전쟁을 위해 동원된 사회의 특성을 전후에도 지속시켰다. 공식적인 영역에서 대조국전쟁에
관한 기억은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부활, 소련 인민의 영웅주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외의 다른 기
억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다.3) 여전히 대조국전쟁은 러시아의 집단기억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
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념된다.4) 전쟁 이후 소련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사건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대조국전쟁으로 대체되고 애국주의로의 전환이 한층 강화되었던 것과 아울러, 군사적 승리는 소련 군부의 위
상을 높여주면서, 소련 사회의 대다수 시민에게 군대가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기구”로 자리 잡았다.

3) Maria Ferretti, “Neprimirimaia pamiat’: Rossiia i voina,” Neprikosnovennyi zapas: Debaty o politike i kul’ture, nos. 40-41, pp.
78-79.
4) 2003년의 한 조사에서,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무엇이냐는 응답에 87%가 대조국전쟁이라고 답하였다. 이
수치는 1996년 조사의 44%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v Gudkov, “Die Fesseln des Sieges:
Rußlands Identitat aus der Erinnerung an den Krieg,” Osteuropa, vol. 55, nos. 4-6 (2005), pp.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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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가 이제 소련 당-국가 이데올로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군사화가 핵심적인 사회적 과정
이 되면서, 역사가들이 “군사화된 사회주의(militarized socialism)”로 명명한 체제가 완성되었다.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군사화된 사회주의로의 변화 과정은 러시아내전부터 대조국전쟁 직후의 기간에 명료하게 관찰된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후 소련 지도부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지지 약화를 겪었을 때 더욱 가속화되
었다. 냉전의 도래와 미국이라는 또 다른 초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무력과 군대의 중요성
이 극단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군대는 초강대국 지위와 미국과의 경쟁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구로 인
식되었다. 군비경쟁은 방위 산업에 대한 강조와 군사적 요구에 따른 다른 경제부문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였고, 냉전의 지정학적 맥락이 국가와 사회의 군사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III. ‘군사화된 사회주의’의 붕괴
소련의 핵심 국가기구이자 공산주의의 수호자였던 군부와 소련군의 위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최소 세 가지 측면에서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비군사화의 경향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소련군이 군사
적 승리를 쟁취하지도 못했고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했기에 무적의 이미지는 타격을 받았
다. 실제로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위치는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재앙은 이를 훼손시켰다. 이는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미국의 베트남 개입과 비교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베트남 전쟁 모두 각국의 사회에서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소련에
서 전쟁에 대한 공적 토론은, 진보 진영에게는 군사적 개입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로, 보수 진영에게는 국
가가 군부나 참전용사를 배신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로 비난을 받았다. 양국의 무력개입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양국 사회 모두에서 반군사주의적 경향을 드러냈고, 자연히 전쟁과 그로 인한 긴장은 징집기피와 사
회적 저항을 가져왔다.
둘째, 국민을 교육시키고 체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군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많은 잔혹 행위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군사화된 구조
를 개혁하여 시민 사회에 영향력을 이양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따라서 군대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요구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패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소련군에게 한층 더 큰 충격을 가하였다.
또한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다를바 없이, 아프간치(afgantsy)라고 불리었던 참전군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전쟁의 성격과 귀향이후 경험했던 국가의 냉대 속에서 군부와 체제 자체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1980년대
중반에만 ‘아프간치’들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였다. 물론 아프간치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 등이 부족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재정 악화때문이기는 했지만, 1980년대 말 아프간치는 시민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내 이들은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층 완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프간치들은 하나의 여론 집단으로 자리 잡고 사회 여론의 향방을 바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소련 내 여러 민족을 ‘군복무와 강압으로’ 통합하는 기구였던 군부의 위상이 아프가니스탄 전
쟁을 통해 퇴색되었으며, 군대 내에 잠재되어 있었던 많은 민족적 갈등과 긴장이 불거졌다. 특히 아프가니스
탄 전쟁이 ‘러시아인에 의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식됨에 따라, 징집병 상당수가 비러시아계로 구성된 군대
내의 민족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의 전쟁이었지만 전상자의 대부분은 비러시
아계 병사들이었다. 즉 수많은 민족을 연방이라는 체제 아래 묶어 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소련군이었기 때문
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는 연방 체제의 존립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이제 민족 간 갈등은 페레
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와 결합되어 체제 자체의 존립 문제로 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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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지속되고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중앙아시아와 발틱
공화국들에서는 징집에 반대하는 움직임과 시위가 발생했다. 예컨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조지아
에서 1989년 가을 징집에 맞서는 대규모 징병 거부 사태가 벌어졌고, 군부대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기점으로 소련 지도부는 비러시아계 분리주의 운동을 군대를 동원하여 억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였다.

IV. ‘러시아 병사 어머니 위원회 연합
(Soiuz komitetov soldatskikh materei Rossii)’
반개혁 진영의 중심축이 군부였던 만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는 개혁개방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군사화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혁개방에 새로운 활력을 넣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영역은 아마 언론일 것이다. 이제 언론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중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이자 여론을 반영하는 지표로 거듭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은 그때까지 통일된
국가 안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던 다양한 집단과 조직들이 서로 불화하며 논쟁을 벌이는 토론장이 되었다. 대
다수의 인식과 달리, 고르바초프의 역할은 사실상 개혁개방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과정을 가속화시켰을 뿐
이다. 즉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혁개방으로 분출된 힘에 또 다른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첫 몇 해는 전장에서 죽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비탄을 국가가 억압한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1980년대 말 소련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는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모인
단체들도 있었다. 이 여성들은 군내 가혹행위, 아프가니스탄 전쟁, 평시에 발생한 징집병들의 사망 문제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9년 ‘러시아 병사 어머니 위원회 연합’이 설립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들
에 따르면, 군내 가혹행위에서 비롯된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시 사망자가 1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서 비롯된 전투 사망자보다 많았다. 이 여성들이 제기한 문제가 처음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985년이었
다. 그 당시 정치국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프가니스
탄 개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여성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응하여 고르바초프는 진상조사위
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후 1990년도 조사 보고에 따르면 과거 15년간 복무 중 사망한 전체 병사의 80%가
자살, 구타, 사고 때문이었다.
국가와 국가기구의 신뢰성과 개방성을 높이고자 나타났던 여러 시도는 소련의 마지막 몇 년을 특징지었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소련 대중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군대
라는 제도 그리고 군사주의에 기반하고 있던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재평가하였다. ‘어머니 위원회 연합’이 보
여준 운동은 군대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V. 글을 나가며
거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겪었음에도 소련은 대조국전쟁을 통해 군사강대국으로 떠올랐다. 군대를 소련 사
회와 개개인의 삶의 핵심 기구로 만들었던 대조국전쟁은 이후 소련이라는 체제를 규정했던 결정적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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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되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자 (전통적인 군사적 관념에서 보자면) ‘부차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정치·사회 영역에서 군사개입의 효용성과 군대의 위상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화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인 전쟁 바로 그 자체가 비군사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몇 년간 소련은 군사적 후퇴, 즉 아프가니스탄과 동유럽 그리고 그 밖의 위성국가들에서 병력을 철수하
였다. 이는 냉전에서의 패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비군사화’를 가져왔
다. 일련의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조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일종
의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소련 붕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소련은 구조적 취약성, 민족적 불안,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도 불구하고 더 오래 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니었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인적물적
자원이 경제 부문에 투입이 되었되었을 것이고, 만약 이 자원이 소련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경제 부양 효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또 결국에는 소련 지도부가 비러시아계 민족들의
증대되던 원조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족주의 운동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체제는 군대에
덜 의존하게 되며, 설령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실패하더라도 체제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없었더라면, 고르바초프 역시 소련 경제와 정치에 대한 충격요법 대신
다른 경로를 택했을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소련의 경제와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고르
바초프는 일찍이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을 해체
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정적 유산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체제 자체
의 붕괴를 가져올 ‘도미노 효과’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실패는
더 이상 소련이 군사적 수단과 군사주의만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나 민족주의
적 요구에 대한 강압적 진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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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경제의 자본주의 무역 체제로의 통합과
소련의 공적 부채 성격 변화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I. 머리말
본고는 소련과 서방 간 국제교역 증가와 소련의 공적 부채 메커니즘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
적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에티엔 포레스티에-페이라와 크리스티 아이언 사이드가 최근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련 재정 부문에서 공적 채무의 성격 변화가 소련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
20세기 내내 공산주의 체제들은 대내외 모두에서 상당 정도의 부채를 쌓아왔다. 게다가 대내외 채무는 20
세기 후반 공산주의 체제들이 기능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증명되었다.2) 사회주의권 경제의 중
심이었던 소련 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내외 부채 문제가 폭발하기 전 이러한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의 대내외 부채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소련의 재정 및 국가예산 형성 과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았
으며, 대외적으로는 냉전 시기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부문에서 소련의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련의 국가 재정 및 예산 구조와 그 특징을 밝히고, 소련의 국제무
역, 특히 대서방 무역의 증가 과정과 국제 신용 네트워크에서 소련의 위치 변화를 추적해야만 밝혀질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소련의 국채, 그 중에서도 대외채무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는지가 설명되어
야 한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부터 발생한 소련의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 대외무역 관계에서의 변
화, 그리고 대외 신용관계의 변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1)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The Communist World of Public Debt (1917–1991): The Failure of a
Countermodel?”, In: Nicolas Barreyre & Nicolas Delalande(eds), A World of Public Debts - A Political History, Palgrave
Macmillan, 2020.
2) Ibid.,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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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련의 국가 재정 구조와 대외무역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는 1930년대 발전한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근간으로 발전했다. 이
체제는 국가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를 제도적 기반으로 해서 자원의 사전 배분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
앙 계획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려 했다.3)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
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전반의 화폐와 재정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샤방스(B. Chavance)가 제시한 다음 그
림을 참고할 수 있다.4)
그림 1.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화폐와 재정 흐름(단순화된 그림). 여기
에서의 수치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대략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단기신용의 상대적 중요성은 화폐 순환
에 대한 통계가 동독에서만 발표되어왔기 때문에 확정될 수 없다. 국
가에 제공되는 단기신용(“X”)는 일반 규칙으로서 예산이 균형적이기
때문에 상환과 동등하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에 제공되는 신용
“Y+d”는 확대 경제에서 운용자본(working capital)은 증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상환량보다 미지의 양 “d” 만큼 많다. 증가된 “d”는 생
산을 위한 재정 투하에 기여하고 따라서 다음 기 국민소득에 포함된
다. 공식적이고 극도로 조절된 교환으로서 사적 흐름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알려지지 않은 정도의 “Z” 규모이고, 이는 소비자,
사적 장인들 및 사적 농부들 사이의 교환을 나타낸다. 감가상각 순환
은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대부분의 경제 단위가 국가 소유이거나 국가의 직·간접적 영향 하에 있는 소련 경제의 특성상 경제 전체
메커니즘에서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크고 중요하다.5) 소련 국가 예산의 주요 원천은 1930년대
제도 개혁 이래로 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turnover tax), 기업 이윤으로부터 공제하는 이윤
3) B. Chavance,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pp. 9-12.
4) Ibid., p. 17
5) Daniel Gallik, Cestmir Jesina, and Stephen Rapawy eds, The Soviet Financial System – Structure, Operation, and Statistics,
U.S. Department of Commerce, 1968,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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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deductions from profits or profits tax), 그리고 기타 수입원들(주민세, 대외무역세, 차입 등)로 구성되어
있었다.6)
거래세는 오랫동안 소련의 세입 원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다양한 세금 항목을 단일
세금 항목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산업과 교역에서의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1930년 9월 개혁으로 등장했다.
이후 많은 변화와 수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형태의 세입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7)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소비세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부 생산재에도 부과되지만 주로는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련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우선 국가 세입의 주요 원천으로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생산 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았다. 또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구매력과 가용 소
비재 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지나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는 기제로 사
용되었다. 세 번째로 특정 상품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공급 대비 수요를 조정하는데 이 세금이 사용되었다. 넷
째 상품 가격은 소비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해서도 고정되기 때문에 세율은 생산자에게 허용되
는 이윤량을 규정하므로 이 세금은 이윤을 조정하는 역할도 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는 생산 혹은 조달 계획
의 실행에 있어서 진전을 측정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성과의 일반적 지표로서 기능을 했다.8)
이러한 거래세는 소련 국가 세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지만 1930년대 이래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해왔다. 소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산 세입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6년 71.8%에
서 1958년 이후 45.3%, 1965년에는 37.8%까지 감소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예산에서 일부 보조금 항목들을
제외하면서 나타난 것이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는 거래세 대비 이윤(세)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기
도 하다.9)
거래세 다음으로 국가 세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기업과 경제 기관들의 이윤에서 공제되는 이윤
(세)였다.10) 소련에서 가격 책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었고 국영 기업 및 경제 기관들의 이윤 대부분
을 국가가 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경제 단위들의 이윤 재할당 방식은 소련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개별 기업의 유보 이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국가 세입의 원천인 이윤(세) 항목으로 공제되
었다.11) 소련 전체 세입에서 이윤(세)의 비중은 1950년 9.5%에서 1965년 30.4%로 계속해서 증가했다.12)
소련 정부는 기업과 경제 기관들로부터의 이윤(세)를 통제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계산 방식을 도입했었
다.13) 중요한 점은 이 이윤(세)에는 대외무역세와는 별개로 대외무역을 행하는 기업들의 이윤 부분도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련의 국제무역수지와 국내 경제 사이의 관계는 소련 특유의 이중가격 메커니즘 때
문에 파악하기 매우 복잡하다. 실제 소련의 국내 루블 화폐량과 국제수지 변화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
다는 점은 야스시 나카무라(Yasushi Nakamura)의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일부 증명되었다.14) 하지만 분명한 점
은 소련의 대외무역 증가는 기업들로부터 징수되는 이윤(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과 서방 국
가들 사이의 국제무역 상의 변화는 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대외무역은 또한 다른 주요 세입원인 대외무역세와 차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물론 국제
6) R. W. Davies,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Budgetary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pp. 211-213.
7) Daniel Gallik, Cestmir Jesina, and Stephen Rapawy eds, op. cit., p. 88.
8) Daniel Gallik, Cestmir Jesina, and Stephen Rapawy eds, op. cit., pp. 88-89.
9) Ibid. p. 89.
10) R. W. Davies, op. cit., pp. 220-221.
11) B. Chavance,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Westview Press, 1994, pp. 16-19.
12) Daniel Gallik, Cestmir Jesina, and Stephen Rapawy eds, op. cit., p. 117.
13) F. D. Holzman, Soviet Taxation – The Fiscal and Monetary Problems of A planned Economy, Havard University Press,
1955, pp. 138-141.
14) Yasushi Nakamura, Monetary Policy in the Soviet Union – Empirical Analyses of Monetary Aspects of Soviet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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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세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도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
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소련의 대서방 무역의 증가, 특히 원유 및 가스를 포함한 원자
재 수출과 기계류 등 자본재의 수입이 늘면서 소련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15) 또한
이는 국가 예산의 주요 원천 중 하나였던 국채 발행과 관련한 소련의 대내외 신용 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III. 1950-60년대 소련의 대외무역 체계의 변화
이처럼 소련 경제 체제에서 국가 재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여기에서 대외무역의 영향
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원래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내전기까지 러시아는 국제무역
체제에서 사실상 고립 상태였으나 1921년 이후 이 상태를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라팔로 협약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과의 국제 무역이 재개되는 등 서방과의 통상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16) 2차 세계대
전 중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소련, 영국 사이의 대동맹(Grand Alliance)이 구축되었고 미국의 무기대
여법(lend-lease) 등 소련과 서방 사이의 군사, 경제적 교류는 전례 없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17)
하지만 이러한 동·서 통상 교류는 1945-47년 사이에 급속도로 경색되기 시작했다. 1946년 전후 처리를 놓
고 소련과 서방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급기야 1947년 본격화된 냉전적 대립들의 시작은 이러한 경색 국
면의 결정적 원인이었다.18) 냉전의 경제적 대립이 본격화 한 것은 1947년 마셜플랜을 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었지만 실제 대소 봉쇄적 경제 정책의 시작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를 통과시킨 1949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생 공산권 국가들로의 서방 기술 유입 및 동·서 무역을 통한
공산권 국가들의 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1950년 봄에 對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통
상 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서방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COCOM을 결성하는데 합의했다.19)
이러한 냉전의 정치경제적 대립은 동·서간 교역의 급격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양적으로 보면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전체 무역에서 대서방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8년 74%에 달했으나 1948년
42%로 감소하고 1953년이 되면 14%까지 떨어졌다.20) 이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소비에트 블록 내 무역의 증
가였다. 1946년에서 1950년까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의 무역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55년까지
다시 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21)
그러나 소련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권 내 무역망을 대서방 무역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며 이를 의
도적으로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냉전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47-1948년 사이
스탈린과 소련 지도부의 대서방 무역에 대한 관점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그 이후 동유럽과의 경제 협력 관계
를 맺으면서 만든 경제상호원조회의(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EMA)의 성격을 살펴봐
15) Oscar Sanchez-Sibony, Red Globaliz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viet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173-203 참조.
16) Oscar Sanchez-Sibony, op. cit., pp. 29-50 참조.
17) Franklyn D. Holzman,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 - Politics and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1976,
p.134; Oscar Sanchez-Sibony, op. cit., pp. 60-64.
18) Robert V. Roosa et al, East-West Trade at a Crossroad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 Task Force Report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Vol. 24,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2, p. 11.
19) Jacqueline McGlade, “COCOM and the Containment of Western Trade and Relations”, In: Jari Eloranta and Jari Ojala (eds),
East-West Trade and the Cold War, Jyväskylä: Jyväskylä University Printing House, 2005, pp. 48-49.
20) Franklyn D. Holzman, International Trade Under Communism - Politics and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1976, p.
134.
21) Oscar Sanchez-Sibony, op. cit., 2014,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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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하다.22)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연구는 오스카 산체스-시보니의 Red Globalization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서
방의 경제적 봉쇄 정책도 냉전 초기 동·서 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세계 무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조
직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들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를 재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확립이라고 설명한다.23)
브레튼우즈 협정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제 경제 토대의 수립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전후 주된 관심은 1930년대 발생한 것과 유사한 국제무역 및 산출 축소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이 협정을 통해 강력한 통화들을 이용해서 경상수지 불균형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신용공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24) 자본 이동의 제한, 자유무역 일부의 제한과
환율 조정 권한 그리고 금-달러 본위에 기초한 고정환율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브레튼우즈 체
제 하의 주요 정책이었다.25)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5년 직후 유럽 국가들에게 달러 부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때문에 유럽 국
가들은 엄격한 수출입허가 체계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동학들에 대해 설명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효과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세
계 무역 체계에서 주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에 대한 미국 주도의 직접적인 경제 봉쇄와 함께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 국가들의 수출입허가 제도가 냉전 초기에 소련의 대서방 무역에 절망적인 결과
를 가져왔다.26)
표 1. 소련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1946-1955)
(단위: %)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51.36

60.78

60.13

72.03

81.11

81.09

81.03

83.20

79.48

79.30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38.35

33.66

29.80

21.41

15.05

14.97

15.41

14.53

16.55

15.49

서독과의 무역

-

-

-

0.04

0

0

0.002

0.09

0.34

0.82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ССР,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1918-1966, Изд.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67, с. 62.
1953-1954년 초기 한국전쟁의 종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휴전,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의 등장 등 냉전
대립이 진정되는 계기가 오면서 소련의 대서방 교역 재개 의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맞게 되었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COCOM 참여국 내에서 동구권과의 무역 제재 완화 움직임도 이 때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결국
동서 1955-1956년이 지나면 소련 및 공산권 국가들과 서방 사이의 통상 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27)
22) Ibid., pp. 66-67, 69-70.
23) Oscar Sanchez-Sibony, op. cit., 2014, pp. 71-72.
24)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김덕민 옮김), 『신자유주의의 위기: 자본의 반격 그 이후 The Crisis of Neoliberalism』,
후마니타스, 2014[2013], 196-197쪽.
25)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지음, 위 책, 2014, 198쪽.
26) Oscar Sanchez-Sibony, op. cit., 2014, p. 72.
27) Franklyn D. Holzman, op. cit., 1978, pp.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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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 흐루쇼프가 이끌던 소련 경제는 이미 8-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러한 국내적 성장과
함께 대외 무역도 연평균 13%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서방과의 무역도 바로 이 시기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호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 흐루쇼프가 이끄는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영국과 프
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고, 그 일환으로 1955년 제네바 정상 회담에
서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 영국의 맥밀런 총리를 만나 교역량 증가 가능성에 대해 긴 회담을 가졌다. 또한
1958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를 향해 직접적으로 “평화적인” 상품 교역 확대를 위한 포괄적 통상 합
의를 제안하기도 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1959년에는 흐루쇼프와 미코얀이 각각 직
접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28)
1960년대가 되면 대외무역 성장률이 8-9%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소련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었고 전지구적인 무역 활성화 국면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소련의 대서방 무역 재개의 노력
이 결실을 빚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즉, “세계는 지구화하고 있었고 소련은 그것에 따
라가고 있었다.”29)
냉전적 대립의 진정화 국면 이외에 이러한 소련의 전방위적 무역 확대의 또 다른 이유는 두 가지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후 탈식민화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소련이 이들 국가의 새로운 교역 상
대자로 등장할 수 있었고 이전에 서방 제국주의 중재자들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었던 자원들에 소련이 직
접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서유럽과 일본 등에 COCOM을 통해 소련과 동
구권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수 있었던 달러 부족 현상이 종식된 것이다. 1955년에 소련 무역의 거의
80%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것이었고 16%는 산업화된 국가들, 그리고 단지 4%만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었
다. 하지만 탈식민화는 개도국의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1963년이 되면 무역 비중이 1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행이 완결된 이후 개도국과의 무역 수치는 소련 역사의 나머지 기간 동안 10-13%
를 맴돌며 정체했다.30)
한편 소련의 대서방 무역 증대는 무역량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역 내용 측면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소련의 서방으로부터의 수입 부분이 중요했는데,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양은 1965년에서 1977년까지 10배 가량 증가했다. 서방 국가들 내에서도 서독과의 무역 관계 증진이 두
드러졌는데, 1973년 이후 소련에 대한 서독의 수출은 소련 전체 수입의 20%를 구성했고 그 뒤로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뒤따랐다. 특히 서독은 소련이 구매하는 모든 고급 기술의 1/3을 공급했고 그 뒤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스위스, 스웨덴, 미국이 뒤따랐다.31)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신기술의 유입이
라는 측면에서 소련의 대서방 무역은 양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반대 측면에서 소련의 서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세계 교역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의
미 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1970년대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국가였고, 생산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위치했다. 1979년 한 해에만 소련은 서유럽 국가들에 4300만 미터톤의 원유를 수출
해서 7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그 중 서독은 자국의 전체 가스 소비의 14-17%, 이탈리아는 29%, 오스트
리아는 59%를 소련산 가스에 의존했다. 또한 소련의 대미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은 귀금속 중 금괴였는
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련 상품 중 2/3가 금괴일 정도로 이 부분에서 중요했다.32)

28)
29)
30)
31)

Ibid., pp. 140-141.
Oscar Sanchez-Sibony, op. cit., 2014, pp. 91-92.
Ibid., p. 94.
Gordon B. Smith, “The Politics of East-west Trade”, In: Gordon B. Smith(eds), The Politics of East-West Trad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4, pp. 3-4.
32) Ibid., 198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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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련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 변화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ССР,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1918-1966;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ССР за 1967 ~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ССР за 1985
참조.

IV. 1960년대 이후 소련의 공적 부채 성격의 변화
이러한 소련의 대외무역, 특히 비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무역량 증가는 소련 국내 경제 및 재정 상황과 맞
물려서 큰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1960년대 이후 소련 국내 경제는 1950년대 초까지의 외포적 성장
시기를 지나 고도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기로에 서있었다. 또한 전후 경제의 호황 속에서 소련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수준 전반이 높아지고 있었다.33)
바로 이 시기에 그 동안 소련 국가 예산 수입 중 작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채 상환과 발행 정책
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소련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던 1920년대 말 부족한 세수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던 것이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채 발행이었다.34)
1927년 소련 정부는 산업화 프로그램을 위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가입채권(mass-subscription
loans)과 추첨채권(lottery bond)을 발행했다. 이후 매해 상당한 액수의 “대량가입채권”이 발행되었다.35) 이러
한 소련 정부의 채권 판매는 프랭클린 홀즈맨에 따르면 사실상 강매에 가까운 것이었고, “거짓말(hoax)”로 명
명할 정도로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정부 마음대로 조정하는 채무였다. 실제로 1927년 이후 발행한 채권들은
네 차례에 걸쳐 상환일정과 이자율이 조정되었다.36) 물론 홀즈맨의 평가 자체는 논쟁적이다. 실제 그 또한
당시 소련 정부가 고안한 채권 판매 방식이 강제로 구매를 시켰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37) 하지만 당시 발행된 대규모의 채권의 상환일정과 이자율이 정부
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1957년 4월 8일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쇼프는 2,600억 루블에 달하는 정부 부채의 이자 지불과 원금
33) Philip Hanson, The Rise and Fall of the The Soviet Economy -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from 1945,
Routledge, 2003, pp. 48-50.
34) R. W. Davies, op. cit., p. 124.
35) F. D. Holzman, "The Soviet Bond Hoax", Probs. Communism 6 , 1957, p. 47.
36) Ibid., pp. 47-48.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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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20-25년 기간 동안 연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소련의 개별 가계는 액면가 6,000-7,000 루블 정
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개별 가계 연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것과 함께 흐루쇼프
는 1958년 초에 채권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38)
이러한 흐루쇼프의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소련 재정부는 국가 재정에 지운 부담과 인플
레이션 위험으로 인해 채권에 대한 이자 지불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결국
1957년 3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회의간부회에서 대량가입채권 발행 제도의 폐기와 2600억 루블에 달하는
그 동안의 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사실상의 채무불이행 선언)을 결정했다.39)
이러한 대규모 국내 차입의 종결은 소련에서 채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조달 형태의 변화
를 의미했다.40) 이러한 형태 변화는 두 가지 결정적 변화에 기인했다. 우선 1960년대 이후 소련과 비사회주
의권 국가들 사이의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냉전 초기 경색되어 있던 소련과 서방 사이의 경제 교류
가 미·소간 데탕트, 소련과 서독 관계 정상화 국면과 맞물려서 활발히 재개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이러한 동
서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유로달러 시장을 중심으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금융 거
래가 본격화 된 것이다.
소련과 서방 사이의 국제무역 활성화는 이미 앞선 장에서 설명이 되었다. 이와 맞물려 있는 소련 및 동구
권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금융 거래는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련
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서독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과의 통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41) 대서
방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예치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런던의 시티(The City of
London)에는 최소 35개국의 약 400여개 되는 상업 및 개인 은행들이 유로달러 거래에 뛰어들고 있었고, 여
기에는 모스크바 인민은행(Moscow Narodny Bank: MNB)와 파리 주재 북유럽 상업은행(Banque commerciale
pour l'Europe du Nord: BCEN)과 같은 소련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은행들은 유로달러 시장 성립 초
기의 참여자들로서 사실상 유로달러 시장의 개척자들로 여겨지기도 한다.42)
물론 1957년 당시 흐루쇼프의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새로운 대체 세입원으로 판단해서 내려진 것은 아니
다. 다만 소련이 통제하는 이 은행들을 통해 확립된 국제 네트워크들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
방 신용 공급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다.43)
이러한 대외무역 상의 변화와 발전과는 달리 1960년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모두 전반적인 경
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보였다.44) 반면,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시기 경제 전반의 고도화
전략과 주민들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압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소련은 1950년대 말 흐루쇼프 시대
이후 전체 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련의 개혁들이 진행되었고,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45)

38)
39)
40)
41)
42)

43)
44)
45)

F. D. Holzman, "The Soviet Bond Hoax", p. 47.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p. 328-329.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 330.
H. Seppain, Contrasting US and German Attitudes to Soviet Trade, 1917–91: Politics by Economic Means, Springer, 1992,
pp. 161-162 참조.
유럽 소재의 소련계 은행들과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 Seung Woo, The
Euromarket and the making of the transnational network of finance 1959-1979,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8,
pp. 80-85 참조.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 327.
M. Harrison, “Economic Growth and Slowdown”, In: J. Smith & M. Ilic(eds), Brezhnev Reconsidered, Palgrave Macmillan,
London, 2002pp. 38-44.
B. Chavance, op. cit., pp. 2-3; Ed. A.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 Equality versus Efficiency, Brookings Inst
Press, 1988, 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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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서방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및 신용 관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주로 신기술과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장받고 대
규모의 고정 자본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얻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공급하는 신용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유로
달러 시장은 이러한 신용 공급의 용이한 통로가 되었다.46)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1970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서방 사이의 무역은 활기를 띠
기 시작했다. 특히 서독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47) 특히 소련은 원유,
천연가스 및 원자재 수출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전체적인 무역수지 측면에서 대서방 무역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소련의 대서방 수출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높은 수출 가격으로 인해 큰 이득을 남겼다.48)
또한 이 시기 소련은 대서방 국가들에 대한 채무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바탕으로 한 소련 경제가 1970년대 당시에는 서방 국가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를 주었기 때
문이다. 서방 채권자들은 소련의 수출 수익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와 상품 기반의 통화 흐름 등을 근거로
소련을 "위험 없는" 대부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서방 국가들은 소련 국가 회계 관행의 특징, 가격 왜
곡 등으로 인해 소련 외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49)
공산주의 국가들의 재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자를 정당화하는 거시경제적 불균형
의 존재를 부정했다.50) 즉, 보장된 직업 안정성과 임금, 가격 및 대외무역 통제에 기반한 중앙집중적인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 재정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했다.51)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부는 예산 적자의 존재를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적자 부분은 국영은행들과 저축 은행
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이전에 의해 충당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의 재정·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에서와 유사한 비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2)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적대적인 외부 충격과 소련 경제의 누적된 침체의 여파로 거시
경제적 불균형이 증대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계획 과정의 완화와 국영기
업의 자율성 증대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오히려 공공 재정의 악화를 유발했다. 기업 이윤에서 국가 예산으로
이전되는 송금액과 거래세 징수액이 GDP 대비 감소한 반면, 사회적 지출과 가격 보조금 지급은 급격하게 상
승했고 방위비용 또한 여전히 높은 채로 남아있었으며, 전체 경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투자를 획기적으
로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불균형은 급격하게 확대되어서 1988년 조정된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약 11%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었다.53) 이는 결국 대외 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에티엔 포레스티에-페이라와 크리스티 아이언사이드는 인류학자 캐더린 버더리의 말을 인용해서 후기 공
산주의 체제 국가들이 국제적인 공적 부채 질서에 편입되면서 1980년대 말 집단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적
극적인 자신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적 독점
이 얼마나 근본적인가가 드러난다고 서술했다.54)
1980년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규칙을 다시 만들거나 그것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
46)
47)
48)
49)
50)
51)
52)
53)
54)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 325.
그림 2 참조.
Gordon B. Smith, op. cit., pp.3-4.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p. 330-332.
Ibid., p. 330.
IMF,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IMF, WB, OECD, 1991, p. 237.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 330.
IMF, A Study of the Soviet Economy,, p. 237.
Étienne Forestier-Peyrat & Kristy Ironside, op. cit.,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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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공적 채무 질서를 완전히 수용했다.55)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소련 경제의
대내외적인 구조와 환경 변화 및 그에 대한 소련 경제 주체들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V. 맺음말

55) Ibid.,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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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종교 구성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박혜경 (한림대)

1. 서론
벨라루스는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띠고 있다.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나라의 정치적 경계, 슬라브인들과 발트인들을 구분하는 인종적 경계, 카톨릭과 정교
를 구분하는 종교적 경계” 등 벨라루스는 경계지역이라는 특수한 사회-정치적 특성을 가진 나라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오랜 동안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지내오면서 벨라루스는 인종적으로나 종교적, 문화적으로 독
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벨라루스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교도이며 인종적으로는 동슬라브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벨라루스는 유럽의 중앙이라는 지
리적 위치 덕분에 역사적으로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벨라루스의
고유한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의 장이 되도록 만들었으며,
벨라루스는 소련 해체 이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자치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다.
벨라루스의 종교 상황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
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
대사에서 벨라루스는 정교도 국가인 러시아의 일부로 이해되어 왔지만, 중세 이전에는 오랫동안 폴란드 국가
인 폴란드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 결과 벨라루스의 종교는 정교와 카톨릭의 혼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슬
라브 3국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교 문화권의 대표적 국가인데 반해, 벨라루스는 동슬라브 국가이면서
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카톨릭의 영향이나 흔적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벨라루스 국민들의 민
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 동방
정교 신자가 48.3%이고 카톨릭 신자가 7.1%로 확인되고 있는데, 물론 정교도의 숫자가 월등히 많지만 러시
아의 71% 대 3%, 우크라이나의 67% 대 0.8%와 비교해 보면 벨라루스의 카톨릭 신자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향 하에 놓였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카
톨릭과 정교문화가 어떻게 전달되고 수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수용의
특이성이 현대 벨라루스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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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동슬라브 국가들에서 종교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종교를 제외하고 역사를 이해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사에 대한 연구는 벨라루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2. 벨라루스의 종교와 민족정체성의 상관관계
12세기 말 유럽은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서유럽이었고, 다른 하
나는 비잔틴 정교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이었다. 이 두 문명권 사이 경계가 벨라루스였으며, 따라서 벨라루스
는 동서 유럽의 영향과 간섭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14세기 이전에는 정교가 벨라루스에서 우세 종교
였다. 그러나 1385년 크레보 합병에 따라 정교의 독점이 무너지고 카톨릭이 이 지역 지배계급의 중심 종교가
되었다. 벨라루스를 합병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공국의 통치자 브와디스와프는 공국의 주민들 모두에게 카
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카톨릭이 리투아니아 공국과 벨라루스의 북서쪽 지역
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벨라루스에서는 정교가 주된 종교였다. 폴란드-리투아니아
공국이 러시아에 의해 몰락하고 벨라루스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벨라루스에서는
정교가 다시 중심종교가 되었다. 이후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를 거치면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일부로서 정치,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벨라루스만의 독창성을 발현할 수가 없었다. 특히 소비에트 러
시아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가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정
교와 카톨릭, 그 외 어떠한 종교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구소련
국가들에서 종교는 민족성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종교는 언어와 더불어 각 독립
공화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해체 후 벨라루스에서 종교의 부활은 정교와 카톨릭 사이 오래된 역사적 충돌의 재현으로 나타
났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히 국내적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벨라루스 정교회는
러시아출신 총대주교에 의해 지도되고 있었으며, 벨라루스 카톨릭 관구는 폴란드 출신 신부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정교는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카톨릭은 폴란드 교회와 밀접
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새롭게 부활한 벨라루스의 종교는 과거 역사에서처럼 또 다시 러시아
와 폴란드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이나 벨라루스인들은 정교를, 폴란드 혈통의 사
람들은 카톨릭을 신봉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폴란드와 인접한 북서지역 주민들은 카톨릭 신자가 더
많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쪽은 정교신자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벨라루스에
서 종교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본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벨라루스의 정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두 종교가 벨라루스에 수
용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이후 역사에서 두 종교가 가지는 의미, 상호 작용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 벨라루스 정치에서 종교가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현재 벨라루스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의 하나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통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벨라루스 사람들은 벨라루스어보다 러시아어를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통합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20년 유럽에서 가장 오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루카센코가 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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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교와 카톨릭은 어떤 방식으로든 현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벨라루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국내의 벨라루스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발표된 것이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동슬라
브 3국의 일원으로서 슬라브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앞의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민족성의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
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정
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언어도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에서도 러시
아 정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슬라브
연구자들에게 벨라루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의 일부로 언급되고 있
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벨라루스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완충국으로서 강력한 두 문명권의 충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편으로는 정교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카톨릭의 영향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을 고려할 때 벨라루스의 종교 현황은 벨라루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본 연구가 그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
한다. 최근 벨라루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상황을 보며 국내 언론들에서도 조금씩 벨
라루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벨라루스의 역사나 종교, 문화 등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러시아의 변방으로 이해되며 동유럽 연구 분야에서 소외되
어 왔던 벨라루스가 새롭게 학문적 관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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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곡 텍스트의 무대화와 고전의 현대적 변용의 문제
문학 장르로서 희곡은 ‘언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화가 이루어질 때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의 ‘무대 텍스트’로 전환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 텍스트가 무대 텍스트로 전환되는 경우, 주로
연출가의 의도에 의해 재현, 재해석, 개작, 해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무대화가 된다. 이 무대화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는 것은 드라마 연구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대 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현장성과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 예술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한다. 쉽게 말하자면, 무대 텍스트가 구현되는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더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공연일
경우 사진 자료나 당대인의 기록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성을 가진다. 특히, 러시아 연극 전공자로서 러시아
연극의 3대 황금 시기라 할 수 있는 시대의 공연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스타니슬랍스키 연출의 체호프 드라마 공연들, 1920년대 소비에트 연극들(메이예르홀트), 1950-60년대
해빙기 연극들을 직접 관람치 못하고 사진과 기록에만 의존하여 연구해야 하는 한계성에 아쉬움을 갖곤
한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러한 한계성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무대 텍스트를 연구할 때, 과거 특정 시기
하나의 공연 텍스트 연구보다는, 과거 공연을 기반으로 현대 러시아 극장에서 그 공연의 ‘버전(версия)’으로
‘재현’, ‘재해석’, ‘재창작’ 등으로 공연되는 무대 텍스트를 비교하는 이른바 ‘고전의 현대적 변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발표문은 무대 텍스트 연구 방법론의 확장 측면에서 기획되었고,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본 학회를 통해 연극 전공자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얻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현대 러시아 극장의 수많은 공연 중에서 메이예르홀트 연극의 포스트 소비에트적 변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스타니슬랍스키와 함께 20세기 초 러시아 연극을 주도한 메이예르홀트는 독특한
무대장치와 연극 미학을 전개하여 사진과 기록 등으로 메이예르홀트 연극의 무대 텍스트를 재구성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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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극장에서는 종종 메이예르홀트 연극을, 즉 메이예르홀트가 소비에트 시절 공연한 무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극들이 상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극은 희곡이라는 언어 텍스트를 무대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발표문의 연구 대상 공연들은 메이예르홀트의 무대 텍스트에 대한 현대
러시아 연출가들의 무대 텍스트이며, 이 공연들은 과거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기반으로 하여 (на основе
сценической версии Вс. Мейерхольда, по спектаклю Всеволода Мейерхольда) 공연되고 있기에
메이예르홀트 연극 연구에 흥미로운 자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현대 러시아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이예르홀트의 여러 공연 가운데 2019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목욕탕』(Баня) 공연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에트 극작가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희곡 『목욕탕』(Баня)은 1930년 3월 16일 모스크바의 메이예르홀트 기념 극장(Театр им.

Мейерхольда. 이하 본문에서는 테이엠, ТИМ으로 표기)에서 메이예르홀트의 연출로 초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약 100년 후 2019년 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Александринский театр)에서 극장의 수석

연출가(Главный режиссер)인 니콜라이 로쉰(Н.Рощин)이 1930년 메이예르홀트의 『목욕탕』 공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독특한 형태의 『목욕탕』 공연을 올린다.

2019년 로쉰의 공연은 러시아 연극 전공자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공연이다. 우선 1930년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대략적인 형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
극장에서 거의 공연되지 않는 마야콥스키의 희곡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연출가 로쉰의 재해석으로 말 그대로 ‘고전의 현대적 변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메이예르홀트 무대 텍스트를 주로 상연하고 있는 곳이
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며, 그 중심에 연출가 발레리 포킨이 있다는 것이다.

2. 메이예르홀트 –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 발레리 포킨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포스트 소비에트 무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2003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발레리 포킨(В.Фокин)이 연출한 고골의 희곡 『감찰관』(Ревизор)이다. 포킨은 1926년 테이엠에서

메이예르홀트가 기묘한 형태로 개작하여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감찰관』의 무대 텍스트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여1) 현대 러시아 극장에 메이예르홀트 연극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메이예르홀트와 포킨, 그리고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러시아 연극사에서 흥미로운 관계에 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 유일한 황실 극장이었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그리보예도프, 고골, 오스트롭스키 등 당대
러시아 극작가들의 작품을 공연하여 오랜 기간 러시아 극장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무대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연극을 내세운 스타니슬랍스키의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창설되자, 러시아 연극의
1) 2003년 포킨의 『감찰관』 공연 공식 포스터의 ‘1926년 테이엠의 메이예르홀트의 무대 버전에 기반한 희극’(Комедия с
одним антрактом на основе сценической версии Вс. Мейерхольда и М. Коренева (ГОСТИМ, 1926 год)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연은 기본적으로 1926년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물론, 포킨은 메이예르홀트의 무대
텍스트에 자신만의 연출 미학을 덧붙여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주었다. 1926년 메이예르홀트의 『감찰관』 공연과
2003년 포킨의 『감찰관』 공연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전정옥, “연극의 작가로서 연출가의 희곡 재구성
방법론 연구 -메이에르홀트와 발레리 포킨의 ‘검찰관’ 수행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31권 (2009), 이승억,
“희곡 『감찰관』의 공연 텍스트 연구 - 1926년 테이엠과 2003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3권
1호(2021).

258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중심지는 모스크바와 예술극장이 되었다.
그동안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여전히 구시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1908년 극장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젊은 연출가인 메이예르홀트를 초빙한다.
메이예르홀트는 배우들에게 새로운 연기술을 지도하여 정체된 극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황실 극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하였다. 메이예르홀트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몰리에르의 『돈 주앙』(1910),
오스트롭스키의 『뇌우』(1916), 레르몬토프의 『가면무도회』(1917) 등의 고전 작품을 새로운 연출술로

공연하여 호평을 얻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그의 연출술은 번번이 극장의 구세대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결국
1917년 메이예르홀트는 극장을 나와 모스크바로 가서 자신의 극장인 테이엠을 창설한다.
그 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20세기 내내 여러 명의 연출가를 초빙하였지만 좀처럼 예전 황실 극장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였고, 러시아 연극은 스타니슬랍스키의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거쳐 20세기 중반부터
모스크바에서는

예프레모프의

소브레멘닉

극장과

예술극장,

류비모프의

타간카

극장,

그리고

레닌그라드에서는 토브스타노고프의 베데테, 도진의 엠데테 등이 주도하게 되었다.
2002년 극장 개설 250주년을 준비하면서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예전 황실 극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연출가 발레리 포킨을 초빙한다. 흥미로운 것은 포킨은 메이예르홀트 연극 유산
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творческому наследию Вс. Э. Мейерхольда)의 위원장이면서 메이예르홀트 센터
극장(Центр имени Всеволода Мейерхольда)의 예술감독이었다는 점이다. 즉, 100년 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모스크바예술극장을 극복하고 극장의 부흥을 위해 메이예르홀트를 초빙한 것처럼,
100년 후 극장은 또다시 극장의 부흥을 위해 현존하는 메이예르홀트의 최고의 계승자라 불리는 포킨을
초빙한 것이다.
2002년 극장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포킨은 마치 자신의 스승인 메이예르홀트가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혹독한 배우훈련으로 극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전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모든

레퍼토리를 내려버렸고, 자신의 첫 번째 작품으로 고골의 『감찰관』을 선택하였다. 포킨은 이 공연을
1926년 메이예르홀트의 테이엠의 버전으로 올려 큰 성공을 거두어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였다.

이후에도 포킨은 2014년에 레르몬토프의 희곡 『가면무도회』(Маскарад)를 상연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1917년 메이예르홀트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올린 무대 텍스트를 기반하여 공연하였다. 메이예르홀트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연출한 마지막 작품인 『가면무도회』는 당시 무대감독이었던 알렉산드르

골로빈(А.Головин)의 독특한 무대와 의상, 그리고 서사극의 해설자나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의 역할과
유사한 원작에는 없는 ‘Неизвестный’이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을 삽입하여 당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2014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가면무도회』 역시 공연 포스터의 ‘<Маскарад. Воспоминания

будущего> по драме М. Ю. Лермонтова «Маскарад» и одноимённому спектаклю Вс. Мейерхольда 1917
г.’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포킨은 1917년에 메이예르홀트가 사용한 골로빈의 무대장치와 의상들,
그리고 ‘Неизвестный’를 등장시켜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재현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연출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9년 포킨은 또 하나의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재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930년 테이엠에서

공연한 마야콥스키의 희곡 『목욕탕』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2016년 극장의 수석 연출가로 부임한
니콜라이 로쉰이 연출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로쉰 역시 모스크바의 메이예르홀트 센터 극장의 연출가
출신이라는 것이다.2)
2) 로쉰의 『목욕탕』 초연은 2017년 1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Новая сцена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공연에 수정을 거치고
규모를 확장하여 2019년 12월 13일 극장의 Основая сцена에서 새롭게 초연을 가진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로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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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엠과 알렉산드린스키의 『목욕탕』 - 1930년대와 2019년의 관료주의!
‘서커스와 불꽃놀이가 있는 6막 드라마’ (Драма в шести действиях с цирком и фейерверком)라는

독특한 부제가 있는 마야콥스키의 희곡 『목욕탕』은 1930년 3월 16일 테이엠에서 메이예르홀트의 연출로

공연되었다.3) 마야콥스키 생전 마지막 희곡4)이기도 한 『목욕탕』은 메이예르홀트가 이 작품을 몰리에르,
셰익스피어, 고골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 작품이자,5) 메이예르홀트가 작품을 거의

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메이예르홀트의 연출 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희곡 텍스트를 거리낌 없이 개작하는 것에

있다. 1926년의 고골의 『감찰관』 공연이 당대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고골의 원작을
거의 재창조 수준으로 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이예르홀트는 『목욕탕』은 개작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작품이라 극찬하면서 실제 공연에도 원작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마야콥스키

동지에게

이

작품을

개작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향기로운 습기가 감도는 우물에 대고

<1930년 테이엠의 『목욕탕』의 한 장면>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연출가로서 이 작품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연하는 희곡의 작가들에게 항상 강압적으로 대하며, 가끔 뭔가를 수정하게도 만들고, 가끔은 개작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 작품은 유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이 작품은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도 변경할 수 없는 여섯 개 부분으로 구성된 교향곡입니다. <...> 그는 내가 한 군데도 개작해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작가입니다.”6) (강조 – 필자)

그런데 초연 이후, 테이엠의 『목욕탕』 공연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다. 그것은 작품에 여실히 드러난
관료주의(бюрократизм)에 대한 노골적인 풍자와 비판 때문이었다.7) 평소 마야콥스키는 ‘사회주의에 두 개의
『목욕탕』 초연을 2019년으로 상정하였다.
3) 희곡 『목욕탕』의 최초의 공연은 테이엠의 초연보다 앞선 1930년 1월 9일 레닌그라드의 인민의 집 극장에서 블라디미르
루체(В.Люце)의 연출로 이루어진다. 마야콥스키는 1929년 10월 5일 테이엠과 『목욕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테이엠을
위해 가을 동안 희곡 작업을 하여 11월에 레퍼토리 선정위원회(Главрепертком)에 희곡을 제출한다. 그러나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관료주의 비판 등의 이유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30년 2월 9일에 레퍼토리 선정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1930년
1월 9일 레닌그라드의 공연은 희곡의 단편만을 상연한 실험적 성격의 공연이었고, 제대로 된 공연은 1930년 3월 16일
테이엠의 초연이라고 할 수 있다.
4) 테이엠의 초연 이후 한 달 후인 1930년 4월 14일 마야콥스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5) 메이예르홀트는 1929년 11월 4일 자신의 극장의 정치예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희곡『목욕탕』을 극찬하였다. “이 희곡의
특징인 경쾌함은 과거 연극사에서 오직 극작가 몰리에르만이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이 희곡의 낭독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몰리에르를 떠올렸습니다. <.....> 이 희곡은 러시아 연극사상 최대의 사건이자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를
쓸 때만큼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훌륭한 산문의 모법을 만들어 우리에게 용감하게 전달한 시인 마야콥스키를 환영해야
합니다. 마야콥스키는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자신이 발견한 이 위대한 극작가를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메이예르홀트, 『메이예르홀트의 연출 세계 2』, 박현섭 외 옮김 (서울: 한국 문화사, 2016), p. 163-164.
6) 메이예르홀트, op cit. p. 165-166, 168.
7) 초연 이후 마야콥스키 자신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당대 연극계의 큰 이슈로 작용하였다.
“ 『목욕탕』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목소리는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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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враг)이 있는데 그것은 속물성과 관료주의’라고 할 만큼, 1920년대 소비에트 정부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희곡 『목욕탕』의 제목의 의미는 ‘목욕탕은 관료주의를 말끔히 씻어내는

곳이다’8)라고 밝히고 있다. 메이예르홀트 역시 희곡에 나타난 관료주의 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관료주의가 눈부시게 희화되고 있고, 우리 현실이 가진 많은 단점이 기막히게 희화되고
있습니다. 마야콥스키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신랄하게, 최대한의 기지를 가지고 희화시키고 있습니다.”9)

특히, 마야콥스키가 작품 속에 풍자한 관료주의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직접적인
겨냥하였기에 초연 이후 테이엠과 마야콥스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10) 1931년 테이엠의 공연은

금지되었고, 스탈린 사후인 1950년대 중반까지 『목욕탕』은 소비에트 무대에서 상연되지 못하였다.11)
소비에트

사회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연이

활발하지

못했던

『목욕탕』은

2019년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관료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로 변용되어 무대화되었다.

로쉰의 『목욕탕』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공연이다. 무대장치나 연출기법, 작업복, 서커스 등

공연의 전체적인 틀은 1930년 테이엠의 공연과 유사하다. 그런데 로쉰은 흥미로운 몇 가지 장치를 설치하여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의미 있는 현대적 변용을 만들어내었다.
우선 공연은 원작에는 없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마야콥스키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공기인형이 권총을
들고 등장한다. 몇몇 사람들이 인형을 이리저리 조작하면서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테이엠의 초연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14일 마야콥스키는 자살한다. 마야콥스키의 자살 원인에는

앞서 언급한 『목욕탕』 공연에 대한 소비에트 정부의 비판과, 관료주의에 대한 마야콥스키의 환멸이
있었기에, 로쉰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예르홀트 공연과 차별되는 로쉰의 『목욕탕』의 가장 큰 특징은 극중극(театр в театре) 기법이 연극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야콥스키의 희곡 『목욕탕』에서는 3막 전체가 극중극으로 진행되지만,
로쉰의 공연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극중극으로 진행되어 원극과 극중극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게 된다.

로쉰의 『목욕탕』은 아예 무대 위에 객석용 의자를 배치하여 관객으로 분한 배우들이 공연을 지켜보는

형태로 공연이 시작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마야콥스키 인형이 자살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배우 한 명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목욕탕』 공연이 아니잖아’라고 화를

내자 연출가가 즉시 달려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목욕탕』 공연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
공연이 시작된다.
그런데 관객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원극의 포베도노시코프, 옵티미스테코, 벨리베돈스키, 이반 이바노비치,
이렇게 즐거워해 본 적은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가! 역겨운 공연이야.’” В. Маяковский,
Пол.соб.соч. в 13 тт. т.3.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58), с. 428.
8) В. Маяковский, Пол.соб.соч. в 13 тт., т.12.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58), с. 200, 378.
9) 메이예르홀트, op cit. p. 168.
10) 희곡에 나타난 관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포베도노시코프인데 그는 라프의 주도적 비평가였던 예르밀로프였다. 그 외
목욕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레퍼토리 선정위원회 의장인 라스콜리니코프를 비롯한 당대 문화예술계 최고위급 인사들이었다.
희곡 『목욕탕』에 나타난 당대 인물들에 대한 풍자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바람. 김규종. “극작가 블라디미르
마야꼬프스끼와 미하일 불가꼬프의 대화, ‘미스쩨리야 부프’와 ‘자줏빛 섬’, ‘목욕탕’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10권
1호, (2000).
11) 1951년 7월 19일 마야콥스키의 탄생 5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목욕탕』의 라디오 연극(радиоспектакль)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목욕탕』의 무대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스탈린 사후인 1953년 4월 프스코프 드라마 극장, 같은
해 12월 5일 모스크바 풍자 극장에서 다시 공연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까지도
마야콥스키의 희곡은 극장에서 거의 공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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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잘란소바, 퐁트 키치와 같은 속물적이며 권위적인
관료들인데, 이들은 공연 내내 때로는 관객으로 극을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원극의 배우로 전환되기도
한다.
로쉰은 ‘오늘날의 관료들은 마야콥스키 시절보다
훨씬 더 사납고 무서운 형태로 존재한다’12)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로쉰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것이 극 전체를 관통하는 극중극이며, 그
중심에는

극

전체를

지배하는

특히

관료들,

포베도노시코프가 있다.
원작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목욕탕』의 첫 장면.
마야콥스키를 연상시키는 인형이 등장하여
권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포베도노시코프는

3막의

극중극에서

연극을 중단시키며 연출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만, 로쉰의 공연에서 포베도노시코프는 3막뿐만
아니라, 극 전체에서 수시로 연극을 중단시키면서
연출가를 불러 연극에 개입하며 자신의 구미대로
연극을

변형시킨다.

포베도노시코프의

관료적

전횡의 정점은 피날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관료주의를 풍자하기 위해 만든 마야콥스키의

『목욕탕』의 피날레에서는 100 년 후 미래에서 온

‘인광을 내는 여자 (Фосфорическая женщина)’가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데려가지만
포베도노시코프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13)
그런데 로쉰의 『목욕탕』에서는 미래 공산주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목욕탕』 장면. 등을
보이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배우들은 극중극의
형태로 공연 전체를 관람하면서 때로는 원극의
배우로 전환되기도 한다.>

시대로 가지 못하게 된 포베도노시코프가 화를 내자
연출가가 나와서 즉석에서 내용을 바꾸어 미래
공산주의 시대로 가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실제 현재 러시아에서 포킨의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외에는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공연하는 극장은 거의 없다.14) 그것은 아마도 현재 연출가들의 자신만의 연극 미학으로 공연하는
12) https://topspb.tv/programs/stories/486495/ (검색일 2021.09.27.)
13) 희곡의 마지막은 포베도노시코프의 다음과 같은 대사로 끝이 난다. Победоносиков. И она, и вы, и автор, что вы этим
хотели сказать, что я и вроде не нужны для коммунизма?!? (포베도노시코프: 그 여자도, 당신들도, 그리고 작가도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에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В. Маяковский, “Баня”,
Пол.соб.соч. в 13 тт. т.11.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58), с. 321.
14) 한편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직접적인 재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7년 모스크바의 타간카 극장(Театр на Таганке)의
류비모프(Ю. Любимов)가 연출한 그리보예도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Горе от ума)도 대단히 흥미로운 공연이다. 1928년
테이엠에서 공연된 그리보예도프의 『지혜의 슬픔』은 메이예르홀트가 소비에트 시절 공연한 19세기 고전 작품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런데 1928년 공연 당시 메이예르홀트는 이 작품의 제목을 그리보예도프가 초기에 구상한 제목인『Горе уму』로 정하고
공연하였다는 점이다. 2014년 97세로 타계한 해빙기의 연극의 산증인인 류비모프는 90세의 나이인 2007년에 그리보예도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을 공연하였는데, 공연의 제목을 매우 독특하게 『Горе от ума-Горе уму-Горе ума』로 정하였는데,
이는 그리보예도프가 구상한 세 가지 제목을 혼합하여 쓴 것이다. 류비모프 역시 메이예르홀트와 유사하게 원작을 대폭
수정하였고, 춤, 노래, 신체 동작 등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류비모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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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굳이 재현이 쉽지 않은 메이예르홀트 공연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메이예르홀트 공연의 현대적 변용은 주로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포킨에 의해서
올려질 것이다.

2003년 포킨의 『감찰관』 공연과 마찬가지로 로쉰의 『목욕탕』 역시 메이예르홀트의 공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 풍자와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무겁고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1901년 발표된 체호프의

『세 자매』에서 베르쉬닌은 ‘우리에게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은 2백 년이나 3백 년 후의 후손의

몫’이라고 말했으며, 『목욕탕』에서 ‘인광을 내는 여자’는 2030년의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시절에서
왔다고 말했다. 20세기 초반 체호프와 마야콥스키는 백 년, 이 백 년 후의 세상은 속물성과 관료주의가
사라진 행복한 세상이 될 거로 생각했지만, 21세기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공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100년

전 메이예르홀트가 보여주고자 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보다 강한 형태의 경고와 비판으로 변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이예르홀트 공연보다 음악적 성격을 더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조명의 활용인데, 특히 랜턴을
사용하여 빛을 통한 독특한 무대 구성과 연기술로 흥미로운 공연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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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악의 이해» 과목에 대한 제안
가욱 류드밀라 (추계예술대)

러시아 고전 음악은 세계음악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음악 유산
에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및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적인 창조성에 더하여 멜로디, 화성과 리듬 분야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된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음악 관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다른 나라
에 비해서 음악 골드 폰드(Gold Fond of Music)의 작곡가 중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수가 가장 많다. 그 중
M. 글린카, M.무소륵스키, N. 림스키-코르사코프, P. 차이콥스키, S. 라흐마니노프, A. 스크랴빈, S.타네에프,
A. 글라주노프, I. 스트라빈스키; S. 프로코프에프, D. 쇼스타코비치, G. 스비리도프 등은 매우 번번하게 인용
되거나 소개되는 음악가들이다. 이들 외에도 정치적이고 사회적 이유로 인정을 못 받았던 음악가들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작곡가들이 남긴 음악 유산을 집중적으로 재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음악 학파의 세계적 업적은 민족 특성을 음악수단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건, 의식과
전통뿐 만 아니라 말하기의 방식, 제스처 및 행동과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을 모두 말한다. 또 하나의 다
른 업적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적 묘사의 발전이다. 프랑스 인상주의의 대표 작곡가인 클로드 드
뷔시(1862-1918)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무소륵스키(1839-1881)와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는 교향악
적 묘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들 작곡가들은 다양한 상태의 바다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는 종소리의 울림을 다성부울림 방식으로 또한 전통 노래 방식을 악기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 음악학에서는 러시아의 미래주의라는 예술운동에 속하는 음악 작품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다. 러시아 음악계는 이탈리아 계와는 달리 각 예술의 기존 요소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작품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서 온갖 예술들의 요소를 하나의
통일작품으로 담았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로 19-20세기의 러시아 음악을 교육하는데 러시아 외부의 대학교육을 보면 특별한 주
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런던대학교, 브리스톨 대학교, 캠브릿지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러시아 음악이라는 학과목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음악학부에서만 아니라 러시
아어와 러시아 문학학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리스톨 대학교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러시아
음악에 대한 여행길 (Russian Music pathway)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위 논문을 위하여는 러시아어와 음
악 분야들을 연계하여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쉽게도 한국 대학의 음악학부에서는 러시아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없다. 그렇지만 음악 비전공자
를 대상으로 서양음악의 이해라는 과목과 음악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서양음악사 강의에서는 늘 M. 글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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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무소륵스키와 P.차이콥스키와 같은 뛰어난 러시아 작곡가들이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세계음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곡가들의 음악작품
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강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M. 글린카는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로서만 소개
되고 M.무소륵스키는 5인조에 속하는 작곡가 중 민족주의와 관련된 가장 괄목할 만한 작품들을 작곡했다는
정도로, P.차이콥스키는 서유럽에 대표하는 러시아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곡, 발
레 등의 소개 만으로 그치고 만다.
러시아 음악이 음악세계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
지 않는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1)

러시아와 한국 문화 교류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

2)

러시아 음악을 전공한 전문인력의 부족.

3)

양국 음악대학 사이의 학술적 교류 부족.

4)

한국어로 된 러시아음악 교재와 학습자료의 부족.

본 발표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한 깊이 있는 교과목 개발과 러시아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제언은 위에 언급한 한국에서는 러시아 음악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기회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 음악 관련 교과목에 대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강의를 위한 음악작품목록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업
번호

주제

내용

음악목록

1

음악의 발전에 대한 1. 1832. Православие. Самодержавие. Народность. 정교주의(오소독스), 자주성
주요단계
및 민족성.
2. 대표 작곡가와 그들의 업적:
19세기 초반: М.글린카;,
19세기 후반: 5인조, P.차이콥스키;
19-20세기: S.타네에브, А. 랴도프 S.라흐마니노프와 A.스크랴빈 S.프로코피오프
와 D.쇼스타코비치

2

음악 상징

1.첫 애국가

1.А.Львов, В.Жуковский.
Боже, царя храни

Первый

гимн

России.

2.나라에 대한 애국심적 M.Глинка. Хор Славься;
상징
П.Чайковский. Концерт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1
3.정교의 종의 다성부울 М.Мусоргский. Опера Борис Годунов. Картинки с
림과 여성의 울음
выставки;
С. Рахманинов. Концерт для фортепиано с
оркестром №2;

3

4.정교회 성가

П.Чайковский. Симфония №6.

5.현대 러시아 애국가

В. Калинников. Былина

민요와 민요의 차용, 1.민요 노래하는 방식
전통 의식
2.대표 러시아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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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 Глинка. Камаринская;
Мусоргский. Картинки с выставки (Прогулка)
А.Лядов. Восемь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4

5

자연

노래장르
성악

3.대중노래로 된 민요

Во поле береза стояла; Калинка и др.

4.전통 의식

Калядование: (Н.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Опера Снегурочка);
Масленица: (И. Стравинский. Балет Петрушка);
Венчание: М.Мусоргский. Опера Хованщина
Отпевание: Чайковский. Симфония №6

1.자연의 아름다움

П.Чайковский. Времена года (Подснежник; Белые
ночи)
И. Стравинский. Балет Весна священная (Поцелуй
земли)
А. Алябьев, А. Пушкин. Зимняя дорога
А.Петров. Море и Румба (Человек-амфибия)
Лядов. Волшебное озеро

2. 동물

М. Глинка. Жаворонок;
Н.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Опера Сказка о царе Салтане
(Полет шмеля).

3. 자연현상

Римский Корсаков. Шехеразада (4ч. Шторм)
Г. Свиридов. Метель.

1.로망스 (도시로망스; 실 А.Алябьев, сл. И. Козлов. Вечерний звон (1827);
Варламов,
сл.
Н.
Цыганов,
Красный
크 시대의 로망스, 영 А.
화로망스)
сарафан(1832-1833);
А. Гурилев, И.Макаров. Колокольчик (1853);
Б. Фомин. Последнее письмо;
Н. Зубов. Не уходи, побудь со мной (1899), Жажду
свиданья.
Мне нравится что вы больны не мной;
Любовь-волшебная страна, Клен и др.
2.식사실 노래

6-7
7

동화와 서사문

8

중간고사

9

러시아 역사 사건

11-12

대표 동화와 동화의 주 Баба Яга, Кикимора (А. Лядов);
인공
Шехеразада, Садко, Кащей бессмертный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Конец-горбунок (Р. Щедрин);
Жар-птица (И. Стравинский).

19-20세기의 교회음악

(Н.

1. 러시아 영웅과 시민의 Глинка. Опера Иван Сусанин
공적
Чайковский 1812
Прокофьев.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
Шостакович. Ленинградская симфония
2.러시아 차르

10

М. Уварова. Ой, мороз;
Ах, ты душечка;
Ой, то не вечер (Г. Уствольская. Сон Степана
Разина, 2019)

Бородин. Симфония № 2 и опера Князь Игорь;
М. Мусоргский. Опера Борис Годунов;
Н.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Царская невеста;
Прокофьев. Иван Грозный.
Произведения С. Танеева, В. Калинникова,
Чеснокова, Г. Свиридова

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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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중음악에 대한 작은 민요와 고전음악의 차용 Во поле береза (Пелагея);
장르
과 새로운 인생
Russian (Sting);
All By Myself (Selin Dion);
The Seekers. The Carnival Is Over;
Tony Bennett

14-15

러시아 뮤즈클

16

기말고사

Юнона и Авось
Норд Ост; Стиляги; Алые паруса и д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음악의 이해를 위한 전체적인 교육은 사건이 발생한 역사 순서대로 구성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강의에서만 러시아 음악 문화의 발전에 대한 개요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은 학생들이 러시아 음파의 발생과 그 배경 및 컨서바토리의 등장 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
기서 러시아 음악의 등장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알렉산드르 1 세 황제 시절에 나타난 민족성에 대한 삼
답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서유럽 문화를 벗어나고 러시아 문화와 음악을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삼답법이 도입된 지 1 년 후, 러시아의 첫 애국가가 등장했고, 그 뒤를 이어 최초의 민족오페라와 최초의
민족 음파가 나타나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최초의 음악원들이 문을 열었다.
러시아 음악의 이해 라는 강의는 러시아 음악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
건, 러시아의 자연, 서사시와 동화에 반영된 민속음악과 전문음악이 포함되며, 러시아의 대표 성악 장르도 소
개될 것이다. 이 특별한 성악 장르는 바로 로망스인데 전문 공연 무대뿐 아니라 가정 연주회에서도 성공적으
로 공연되고 있다. 로망스 언어는 최고의 문학적 언어 또는 칭찬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배우게 되
는 학생들은 아마도 그들의 교양적인 면에서 매우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상을 갖게 될 것이다.
오페라, 교향곡 등 큰 규모의 음악 장르는 수업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그 것은 수업의 주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P.차이코프스키의 1812 년 서곡에서 러시아 제국의 첫 공식애국가의
멜로디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승리의 상징으로 인용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M. 글린카의 오페라 이반
수사닌에 나오는 <찬양받으라>(Славься)라는 합창곡은 국가의 모든 행사에서 울려 퍼진다. 이 곡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스파스카야 탑 (Спасская башня) 시계의 멜로디 중 하나이다. 정교회 종소리는
러시아의 또 다른 상징이다. 가톨릭 종소리와 달리 러시아 종소리는 다성적이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큰 규모 작품의 단편을 선택할 때 수강생들이 음악 비전공자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음악용어를 피하는 것과 음악일부를 듣는 시간은 5~7 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강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 음악의 이해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테스트와 확인 그리고
이를 통한 피드백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과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강의 방식이 아닌 소통의
강의를 함으로써 즉시 교육내용의 수정과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음악의
이해라는 과목을 도입한다면 이는 러시아 음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
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68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트 소비에트 민족 공화국의 현대미술
이훈석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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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브루벨과 이교신앙 잔재 연구
배근호 (성균관대)

I. 들어가며
Вот уже с месяц пишу я Демона. Т.е. не то чтобы монументального Демона, которого я напишу еще
со временем, а “демоничество” - полуобнаженная, крылатая, молодая, уныло-задумчивая фигура сидит,
обняв колена, на фоне заката и смотрит на цветущую поляну, с которой ей протягиваются ветви,
гнущиеся под цветами”
미하일 브루벨(Михаил А. Врубель, 1856-1910)은 <앉아있는 악마(Сидящий демон)>을 그릴 당시에
자신의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전형적인 악마를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하일 부르벨의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울한 느낌과 함께 악마와 같이 사색에 잠기곤 한다. 이
그림이 주는 느낌에 압도되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시간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이 그림이 주는 힘인 것이다.
미하일 부르벨의 그림은 대체로 푸른색과 보라색이 주를 차지한다. 보라색이라는 색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소녀가 “난 보라색이 좋아”라고 말한 장면이다.
예전에서 학교에서 배우기를 ‘보라색’은 죽음을 예견하는 색이고, 우울함 등을 표현한다고 했다. 이러한
필자의 배경에서 이 그림을 바라보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그림이 더욱 애잔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악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마의 형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준다. 악마를 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써 그 자리에 앉아 고독한 사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미하일 브루벨은 자신만의 화풍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
아카데미 시절부터 아브람체보 화파 시기까지 많은 족적을 남겼으며 특히 그의 ‘악마’ 모티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그의 예술 작품 활동 중 특이한 점은 바로 일상생활의 대중을
주제로 삼은 그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예술 작품의 주제들은 주로 신적인 존재, 정령 혹은 동화 및
설화 속 존재들이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브루벨의 작품 속에 있는 이교신앙의 잔재를 기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주제와 형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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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슬라브 이교신앙
988 년 블라디미르 대공이 키예프 루시를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까지 있었던 민속 신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교(язычество)로 정의된다. 키예프 루시가 개종하기 전 존재했던 몇몇 신격들은 개종 후 기독교
성자의 이미지로 치환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이중신앙(двоеверие)로 설명하기도 한다. 기독교 성자의
이미지로 치환된 신격들을 제외한 정령들은 기독교 신앙에 흡수되지 못하고 민중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는데,
이러한 정령들은 대표적으로 레쉬(Леший), 키키모라(Кикимора), 바바 야가(Баба-яга), 보댜노이(Водяной),
루살카(Русалка) 등이 있다.(이덕형, 37~81) 정령들은 키예프 루시 민중들의 “자연에 대한 삶의
태도”(페도토프, 39)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교신앙의 잔재로써의 정령들은 러시아 민중들의 미신 및 세시풍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민속

공예와 민담(сказка)의 형태로 전승된다. 이와 동시에 이교신앙은 영웅담(былина)과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е Игореве)』와 같은 고대 문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교신앙은 기독교 이후에
탄압의 대상이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의 영향력이 크게 뻗치지 못한 민중들의 삶 속에 자연스레
남아있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브람체보 화파에서 활동할 당시 브루벨의 작품 중 대다수가 이러한
이교신앙의 잔재를 주제로 삼아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그의 삶에서의 두 가지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III. 브루벨과 이콘화
브루벨은 페테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 시절 파벨 페트로비치 취스탸코프(Павел П. Чистяков)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에게서 받은 영향은 2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구 후기 인상주의의 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교 이콘화의 전통이다.(이형구, 299) 사물의 내면 또한 표현하고자 했던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재현 대상의 외적인 요소에 대한 완벽한 구현이 아닌 그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고, 이러한 그들의
목적에 따른 그들만의 테크닉과 화풍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것이 취스탸코프를 통해 브루벨에 전해지고,
그것은 브루벨 작품세계의 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큐비즘적 요소는 서구 모더니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면으로 물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조각내고 그것을 재조합하는 그의 테크닉은 세잔이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한 큐비즘 화가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만이 브루벨의 작품세계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브루벨이 세잔과 같이 ‘대상의 내면’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가 악마를 그릴 당시 악마에 대해 “여자와
남자의 외양을 통합한 영혼, 악하다기보다는 강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고통받고 상처입은 영혼“(이주헌,
188)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 악마의 내면이었다. 그에게 대상의 내면을
표현하기에 서구 인상주의의 기술적인 요소들은 도구적인 것이었다.
그가 대상의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콘화와 관련이 깊다. 그는 취스탸코프의 추천으로 키릴 성당의
이콘화 복원작업에 투입되었고 이를 통해 영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시기 그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오면서 “중세 미술의 ‘비물질화, 육체 없는 영혼의 표현’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이진숙, 276)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그의 예술세계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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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됨과 동시에 기독교적 영적 존재와 함께 뒤에서 다룰 아브람체보 화파에서의 이교적인 존재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던 중 그는 다시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성당의 벽화 복원작업에 지원했으나, 그의 작업은 거절당한다.
그가 죽은 예수와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추도의 울음(Надгробный плач, 1887)>은
블라디미르 성당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그의 화풍이 이 시기에 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우울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보라색은 바로 이 그림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Герман, 32, 38-42) 또한 애수에 빠진 성모의 얼굴은 성모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고자 한 브루벨의 시도로
볼 수 있고, 브루벨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애수에 가득 찬 혹은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을 한 인물의 형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이전에 키릴성당 이콘화로 그렸던 <성모와 아기 예수그리스도(Богоматерь
с младенцем)>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콘화에서의 성모의 모습의 전형인 <블라디미르의
성모(Владимирская богоматерь)>와도 다른 모습이다. <블라디미르의 성모>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 미리
알고 민중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브루벨의 <성모와 아기 예수그리스도>의
경우, 강인한 성모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어 <추도의 울음>의 경우, 모든 것을 해탈함과
동시에 슬픔의 얼굴을 가진 연약한 성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모에 대한 브루벨의 해석이 이와 같이 변한
것은 그가 한 존재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그의 내용적 예술세계를 넓혀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추도의 울음>이야 말로 취스탸코프의 가르침, 이탈리아 유학, 그리고 이콘화 복원을
통해 느낀 것들의 집합체이자 브루벨의 고유한 작품세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V. 아브람체보 화파와 브루벨
브루벨은 세로프(В. Серов)의 추천에 따라 마몬토프의 아브람체보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에서 그의
작품세계는 회화를 넘어 조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물론 마몬토프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기도 하나, 그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브람체보 화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사바 마몬토프라는 한 명의 후원자를 중심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념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들의 예술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갔다. 그것은 바로 회화를
넘어서 조각 및 건축에도 관심을 갖는 실용주의적 예술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예술 작품의
주제도 민속 공예 및 민담이라는 유사한 범주로 좁혀졌다.(Герман, 43, 이연옥, 5~6)
이러한 민속에 대한 관심은 “슬라브적인 전통 속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고자 했던 슬라브
주의자들”(이덕형, 620)로부터 시작되어, 산업화로 인한 민속 예술의 쇠퇴가 걱정되었던 러시아의
부유층들에 의해 탈라슈키노나 아브람체보라는 화파의 탄생을 이끌었다.(르제프스키, 33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민속 공예와 민담 속에는 이교신앙의 잔재가 남아져 있었고, 필연적으로 그것을 탐구하고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브람체보 화파 화가들의 작업이었다. 바스네초프(В.В. Васнецов)와 같은
화가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토대로 하여 많은 회화작품과 수공예 작품들을 남겼고, 심지어는 건축에도
적용하여 신러시아양식(Neo-Russianism)을 만들어 냈다. 아브람체보는 민중 예술을 많은 실용적인 예술로
표현한 러시아식 아르누보의 중심지였다.
물론, 그의 후원자가 정말 이교신앙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이교신앙의 잔재들이 브루벨에게는 관심이 있는 주제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브루벨은 아브람체보에서
“추상화되지 않고 분열되어 창백한 유럽과 다른 어떤 것”이 총체적인 인간의 음악, 즉 민족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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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Герман, 63) 이러한 민족성을 브루벨은 아브람체보에서 추구하는 종합예술로 표현했고, 이 시기
그가 만든 많은 수공예 작품들과 회화들은 모두 키예프 루시부터 전해내려오는 민담에서 주제를 가져온다.
<백조 공주>, <미쿨라 셀랴니노비치와 볼하>와 같은 작품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회화가 다른 아브람체보 화파 속 화가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그 회화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표정에 있다. 그의 작품에서 들어나는 인물들의 분위기는 고뇌 및 애수를 자아낸다. 이러한 것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그가 이전부터 대상의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끊임없는 고뇌와 애수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브루벨의 고뇌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뇌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상처입은 악마(Демон
поверженный)>를 그리는 시기 그는 전시가 출품되는 날까지 그 그림을 계속 수정했다. 그는 아마 극심한
강박증에 시달렸을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1904 년 그의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이진숙, 287) 이와 관련하여 브루벨에게 있어 영적 존재는 세상에 대한 고뇌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게 영적 존재는 그저 기독교적인 관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페르소나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이교신앙의 잔재는 그러한 해석을 넓히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교신앙에서의
정령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긍정적으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기독교 영적 존재들과 다르게 “자연과 인간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초월적
영혼의 표상물”(이덕형, 73)인 정령들은 그 상황에 따라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자유롭게 해석되며, 서로
상보적인 상징을 갖기도 한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은 기독교 개종 초기에 위경과 같은
문헌에서 악마의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마의 악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면서 악마는 그러한 것을 잃고 선과의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홍대화, 428~435) 이런 상황에 악마에
대한 성격에 대해 브루벨은 자신을 투영하며 또한 이교신앙의 잔재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V. 상징주의와 브루벨
브루벨이 어떠한 문학 및 사상가들과 교류를 했다는 내용은 찾기 힘들지만, 그가 상징주의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상징주의 시인 블록(А. Блок)은 브루벨을 존경했고, 1907 년 ‘푸른
장미파’(Голубая роза)라는 젊은 상징주의자들은 브루벨의 영향 아래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미술을 상징주의로 분류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이진숙, 291)
브루벨의 <판(Пан)>은 주제적으로 상징주의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스네구로치카(Снегурочка)>에 등장하는 숲의 정령의 회화화(조토프, 345)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숲의 정령이 동슬라브 이교신앙의 레쉬가 아니라, 희랍 신화에서 등장하는 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상징주의 문학의 사상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고대 희랍 신화에서 숲과
목동들의 정령으로 등장하는 ‘판’은 디오니소스의 추종자인 사티로스(Satyros)와 동일시되며, 님프들과의

성적 관계에 탐닌하는 에로스적 본능을 구현한다.”(이형구, 311) 이러한 판의 모습은 당대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뱌체슬라프 이바노프의 『수난의 신의 희랍 종교』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볼 때,
희랍 종교에 대한 재발견과 동슬라브 이교와 정교회의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 고대 희랍
종교 속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브루벨의 판이 레쉬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페라 <봄의 제전(Весна священная)>에서와의 판의 모습과는 다르게 브루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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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레쉬의 속성이며, 나무를 등에 지고 그 나무와 한 몸이 되어
가는 듯한 판의 모습은 나무를 의인화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브루벨이 그 당시 고대
희랍 신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교신앙의 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데카당스 문학”(조토프, 34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징주의 문학은 브루벨의 악마 모티프와 결합되어
브루벨을 상징주의의 효시와 같은 작가로 만들었다. 또한 그의 작품이 상징주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루벨의 그림은 치열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 및 대상의
내면에 대한 고뇌에 따른 작품이었다. 그에게 있어 상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징주의자들과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과 기존의 질서에 반했다는 점이다. 상징주의자들 또한 리얼리즘에 반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갔고, 브루벨은 리얼리즘의 반한 새로운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해
통찰하고자 했다. 브루벨이 상징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 상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의 내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고자 한 것뿐이었다. 마치 베르그송이 큐비즘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큐비즘이 베르그송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간 것처럼(류지석, 오찬옥,
124), 상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표상을 당대 이동전람회파의 리얼리즘에 반하는 예술을 한 브루벨로 잡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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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 문화정책에서 구교도에 대한 재인식의 의미
이주은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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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

신북방정책 비전과 전략

□ 신북방정책 추진의 개념적 체계로서 3대 원칙 및 8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추진과제들을
재분류(북방위 9차회의, ’21.3)
ㅇ ’18.6월 신북방정책 발표(북방위 2차 회의) 이후 추진해 온 63개 세부과제 및 139개 국가별 정책과제
중 신설·병합·삭제·완료 현황을 반영하여 선정
< 기존 신북방정책 Framework >

비전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4대
목표 및
16대
중점추
진과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추진체계

□1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2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3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4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5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6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7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8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10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
11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
12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
13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
14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양성
□
15 (대내)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16 (대외)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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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전략원칙) 신북방정책 비전인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➀ 사람, ➁ 번영, ➂
평화의 전략원칙 제시
ㅇ 3대 원칙에 따라 8대 이니셔티브로 추진 과제를 분류함으로써 비전과 개별 과제간의 연계성과 정합성
을 제고
□ (8대 이니셔티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 특성에 맞춘 유망 협력분야인 8대 이니셔티브 下 기존과제
들의 우선순위 조정
< 신규 신북방정책 Framework >
전략
원칙

사람

이니
셔티브

2

K방역·
보건의료

문화·교육
교류

번영
농수산
협력

금융·혁신
플랫폼

디지털·그린 산업인프라
협력
협력

평화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맞춤형 협력

분야별 주요 성과

1. K 방역·보건의료

◈ 신북방 지역에 한국형 보건의료산업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 계기 비대면 분야 협력 및
민간협력 지원을 확대

□ (K-의료시스템 전수) 우즈벡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eHealth 등 한국형 의료시스템 전수
및 컨설팅 제공
ㅇ 한국 보건자문관* 파견(‘19.3~’20.2) 및 한-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 설치(‘19.4), 양국 보건부 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20.6)
* 이동욱 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우즈벡 사회부총리 자문관이자 보건부 차관, 한-우즈벡 보건
의료협력센터장 겸임
□ (신북방 의료인 연수) 신북방 국가 의료인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연수 지원을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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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의료인력 네트워크 구축
ㅇ 6주간 국내의료기관 임상참관연수 등을 통해 신북방국가 9개국 487명의 수료생 배출(’07~‘19년)
-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연2회, 전 세계 의사 대상), 한-몽 서울프로젝트(상반기 1회, 몽골 의료인 대
상),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하반기 1회, 러시아 의사 대상)
- ’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러시아-우크라이나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19.6) 1:1 파트너링**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및 제약·의료기기 기업 20개사 42명으로 구성
** 한-우크라이나 1:1 파트너링(현지 32개사, 109건), 한-러시아 1:1 파트러닝(현지 59개사, 92건) 진행
□ (보건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보건의료 워킹그룹 운영 등 정부간 협력 및 민간기관 진출 지원으로 신북
방지역 진출 활성화
ㅇ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진단검사기관이 현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소로 최초 지정(’20.3.)
- 씨젠의료재단 SKL검사센터가 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19~’20), 알마티에 수탁진단검
사센터 개원(‘19.9)
- PCR검사 약 18만건 시행 및 진단검사 장비·시약 등 수출(’20.3~12)
ㅇ 한-러 보건의료협력포럼 개최(‘17~’20)로 양국 보건의료산업 시장현황 및 정책 정보 공유, 의약품·의료
기기 수출 지원
- ‘20년 웨비나 및 온라인 상담 진행(9.15), 한국 14개 기업 및 러시아 62개 업체(바이어) 참석, 상담 91
건 및 계약 추진액 94만5천불
□ (보건의료 ODA 추진) 신북방국가 대상 보건복지 개발협력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자
등 긴급지원
ㅇ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1차 컨설팅 1차,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및 핵의학실 컨설팅
등 총 3개 사업(’20년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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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즈벡에 방역물자(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 등) 및 의료인력 교육 지원(1.2억원)

2. 문화·교육 교류

◈ 신북방 현지에 우리말과 문화 지속 확산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적·문화교류 확대 기
반 마련 및 우호적 환경 조성

□ (우수 유학생 유치) 정부초청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분야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
* 개도국 우수 인재를 선발·초청하여 국내 학위(학·석·박사) 취득을 지원하여 친韓 인사 양성
** (‘18년) 164명 → (’19년) 181명 → (‘20년) 340명
□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 신북방 국가에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보급 확대
ㅇ 신북방지역 교육기관에 한국어반 개설·운영 지원
- 러시아 정규 교육과정 內 제2외국어로 한국어 교과목 채택(’20.9)
- (’18년) 8개국 191교 → (‘20년) 9개국 187교 한국어반 확대
ㅇ 현지 유수 대학을 통한 초중등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원 파견
-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모스크바국립대 · 모스크바국립외대 및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대 · 우신스
키사범대 등에 현지 교원 양성
- (‘19년) 9명 → (’20년) 13명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
ㅇ 한국학센터 운영 및 연구과제 지원 등 한국학 보급 확대
- 신북방지역에 한국학센터 15개소 운영
- (‘19년) 6개국 15개→ (’20년) 7개국 16개 연구과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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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간 교류 확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을 통해 신북방지역 대학의 맞춤형 학과 신설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추진
ㅇ (‘20년 현황) 고려대-타슈켄트 의대(환경보건과학과), 조선대-몽골민족대(간호학과), 공주대-몽골과기대
(문화유산보조과학과)
* 국내 우수 대학이 신북방지역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학과 신설 및 지원
□ (문화) 문화·체육·관광·미디어 등 각 분야 교류를 통해 북방국가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내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
ㅇ (한국문화 확산)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문화교류* 지속 추진 및 세종학당
확대**, ODA사업 등을 통한 북방지역 내 우리문화의 영향력 확대(‘20.11월, 러시아 한국어 교과목 채
택 등)
* ‘20년 중 한-러 비대면 공연주간(8월) 및 비대면 한-러 문화의 달(12월) 추진을 통한 무용·연극·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포럼 등 비대면 행사 추진
** 신북방 지역 세종학당 확대 : (‘16년) 9개국 32개소 → (’20년) 13개국 37개소
ㅇ (체육교류) 신북방국 체육 전문가·행정가, 청소년 등을 국내 초청, 교육·훈련 및 체육 콘텐츠 체험 기
회를 제공하여, 인적교류*를 통한 신북방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이해 제고 추진
* (선수·코치 합동훈련) 태권도 2개국 149명, 기타 종목 5개국 232명 초청 합동훈련 실시
(지도자·행정가 교육) 지도자 10개국 80명, 행정가 8개국 25명 교육 수료
(청소년 초청) 눈이 없는 신북방 8개국 82명 초청,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ㅇ (관광교류) 2020-21 한-러 상호 문화 교류의 해 계기 특별 마케팅,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 역량강화 사업* 진행, 북방 지역 방한 관광 홍보 문화관광대전 실시(‘18.7월 러시아)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역량강화

ㅇ 사업기간/장소 : 2020-22년(3개년) / 몽골 울란바토르
ㅇ 소요예산 : 5,500백만원(’20년 2,303 / ‘21년 1,989 / ’22년 1,208백만원)
ㅇ 사업내용 : 몽골 관광산업 종사 인력 교육 센터 건립, 인력 교육 로그램 개발, 시범연수 실시 등
*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19, 564백만원 별도 실시/ 인력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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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산 협력

◈ 신북방지역의 현지 곡물 유통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스마트팜 및 종자산업
등 진출기반 마련

□ (해외농업개발) 우리 영농기업의 해외 진출‧정착을 지원하여 주요 수입 곡물의 해외생산‧국내반입량 확대
및 식량 수급기반 확충
ㅇ 민간기업의 곡물 유통시설 확보와 더불어 북방지역(러시아‧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옥수수‧콩 등의 국내
반입량 증가
- 우리기업 P社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 인수(‘19) 후 국내에 사료용 밀 68천톤 공급(’20.10월)
※ 러시아 진출기업을 통한 국내반입량: (‘17) 8천톤 → (’18) 33 → (‘19) 26 → (’20) 37
□ (스마트팜‧농기자재 진출) 북방지역으로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등 농업을 신규 수출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 마련
ㅇ 카자흐스탄 내 우리 스마트팜 기자재·기술 등을 패키지화한 현지 맞춤형 시범온실(1ha) 조성으로 스마
트팜 진출 거점 마련 (‘21년 하반기 완공‧운영예정)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현지 적응성시험)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카자흐·우즈벡에 1,72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계약 체결 (`19.4월)
- 모스크바, 키예프, 바쿠 지역 등 대상 스마트팜 수출 화상상담회 추진 (’20년, 상담건수 70여건)
ㅇ 국가·품목별 농기자재 수출 전략정보 구축·제공, 인허가 및 마켓테스트 등 지원을 통해 수출활성화 추진
- (농기계) 러시아 EAC 인증, 유럽 EC 인증,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와 수출협약 MOU 체결
- (동물약품) 카자흐 상표등록 4건, 우즈벡 상표등록 15건 등 성과
□ (농식품 수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적극 추진으로 ‘21.1분기 신북방 농식품
수출 2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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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소 종자, 소스류, 커피 조제품, 라면, 음료 등의 수출 호조로 72백만불 수출
※ ’21.1분기 실적 : 마요네즈 1.7백만불(85.5%↑), 음료 5.3(62.9↑), 장류 1.4(46.7↑), 과실류 2.6(24.3↑),
라면 5.1(23.1↑), 커피조제품 10.1(16.9↑)
※ ’21년 對신북방국가 농식품 수출액 : (‘20.1분기) 56.9백만불 → (’21) 71.8, 26.1%↑
□ (종자개발·보급) 중앙아시아에 적합한 종자 개발‧등록으로 우리 기업의 품종권 확보 및 북방지역에서 생
산한 씨감자 최초 현지 판매
ㅇ 러‧카자흐‧키르기스 등지에서 적응이 우수한 감자, 내한성 양파 등 7품종에 대해 품종 등록 및 출원 추
진(‘19~)
※ 북방지역(카자흐 등) 양파 종자수출 (‘18) 203만불 → (‘19) 245 → (‘20) 200(추정), 카자흐‧몰도바
등에 양파 시범재배 통해 현지 보급기반 마련
ㅇ 키르기스‧몽골에서 씨감자 생산(1,084톤) 및 키르기스에 최초로 수출(3만 달러) 등 북방지역 씨감자
6.1만불 수출(‘20)
□ (기업교류) 한-러 농업비즈니스 다이얼로그(’18.4)를 시작으로 한-러 정상회담시 개최를 정례화(’18.6)하
고, 개최국을 확대하여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간 비즈니스 직접 교류 기회 지원
ㅇ 3개국(러시아,우즈벡,우크라이나) 총 5회 개최로 온실‧스마트팜, 농산물 가공설비, 농약‧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약 86만불 계약 체결
- 한-러 농업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제1회(‘18.4월/블라디, 38개 기업), 제2회(’19.6월/모스크바, 86개), 제
3회(‘20.11월/온라인, 50개)
- 한-우즈벡(‘19.6월/타슈켄트, 93개 기업), 한-우크라이나(’20.7월/온라인, 20개)

4. 금융·혁신·통상 플랫폼

◈ 신북방국가 관련 펀드 조성 등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
화 및 투자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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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공동투자펀드) 양국 간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 펀드(4억불 규모, 향후 10억불까지
확대) 신설 추진
ㅇ 제18차 한러 경제공동위(’19.9월) 계기 설립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 후, 한러펀드 TF(‘19.11
월~’20.2월) 및 공공기관 협의체(20.4월~) 운영, 양국 실무협의(‘20.10월, 12월) 등을 통한 펀드 조성
노력
□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수은 – 러극동개발기금(FEDF) 간 금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20억불 규모) 신설 (’17.9월)
* 러시아 극동지역 내 10개 분야(에너지, 석유화학, 천연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첨단산업, 관광, 농림
수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 금융지원 촉진(‘17~20년)
ㅇ 양자 간 정례회의 개최(’17.12월, ‘18.6월) → 4자 협의체*로 확장(’18.11월) 및 실무협의 개최(‘19.9월,
‘20.2월, ‘20.5월) →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MOU 갱신(~ ’23.9월)
* (한) 수은, KOTRA / (러) 극동개발기금, 극동투자수출청
- ’18. 2월, 롯데상사 연해주 곡물농장 개발사업 앞 수은의 금융지원(300억원, 1호 지원실적)
□ (한-우즈벡 금융협력) 양국 정상회담·부총리 회의 계기로 협정서 체결 등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추진
ㅇ ‘19. 4월, 정상회담 계기 금융협력 관련 MOU 체결로 정보교류 활성화 등 추진
- MOU 계기, 3개 사업* 앞 EDCF 금융지원
*

①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1.2억불),

②

지방의료기관 의료기자재 공급사업(0.7억불),

③

화학 R&D

센터 건립사업(0.4억불)
ㅇ ‘21. 1월, 부총리 회의·화상 정상회의를 통한 EDCF ‘21∼‘23 기본약정(10억불) 체결
□ (현지금융 활성화) 북방국가 현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규모 인프라사업 및 우리기업 수출대금 결
제 등을 위한 전대금융 지원 및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ㅇ (전대금융 활성화) 수은, 총 7.1억불 규모 전대금융 한도 운영*(러시아 3억불, 우즈벡 3.9억불, 조지아
0.2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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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Alfa bank(2억), Credit Bank of Moscow(1억) / (우) Asaka Bank(2억),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1.5억), Uzpromstroybank(0.3억), Ipoteka Bank(0.1억) / (조) Bank of Georgia(0.2
억)
ㅇ (국내 금융기관 진출) IBK기업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개소(‘18.11월)
□ (한-러 혁신플랫폼)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ICT‧응용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 협력 모델
ㅇ ’19.1월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및 3개 부처 산하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러 혁신플랫폼 공동
운영위를 구성하여 혁신플랫폼 운영방안 논의
- ’19.6월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혁신플랫폼을 체계를 완성하고, 기술협력 R&D(혁신센터‧기정원),
스타트업 지원(창진원‧이노비즈협회), 시장진출 지원(코트라) 사업 본격 추진
* 기술협력 R&D 및 한-러 혁신플랫폼 국내 기관들의 허브역할 수행
ㅇ ’20.10월 마련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혁신플랫폼 협력 신규 추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디지털 협력을 위한 ICT·AI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
□ (FTA 추진) 러시아‧우즈벡과 FTA 추진, 몽골‧조지아 등과 무역협정 추진 검토
ㅇ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지속 및 한-EAEU FTA 협상 개시 가능성 모색, 한-우즈벡 무역협정
(STEP) 협상 개시(21.1)
* ’19.6월 협상개시 이후 5차례 공식협상, 6차례 회기간 회의 진행
ㅇ 몽골, 조지아와의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중
□ (투자진출 지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한국 투자자의날 개최
ㅇ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우리 기업의 신북방지역 투자진출 지원 거점 마련, 해외 진출기업
의 성공적인 현지정착 지원
* 러시아‧몽골에 3개소(모스크바(‘08.3), 블라디보스톡(‘17.11), 울란바토르(’18.3))

사회과학 분과A : 신북방지역 정치경제의 평가와 전망 ∙ 311

ㅇ (한국 투자자의 날 개최*) 제3차 동방경제포럼(’17.9)시 체결된 MOU(KOTRA-극동투자수출지원)를 근
거로, 연 1회 러시아 부총리와 극동러시아 투자진출 관심 국내기업 간 1:1 면담기회 마련
* (주관) (한) KOTRA, 무역협회 / (러) 극동투자수출지원청
** (1차) ‘17.6월, (2차) ’18.3월, (3차) ‘19.2월

5. 디지털·그린 협력

◈ ICT·과학기술·신산업 및 환경 분야 협력 다변화로 신북방 지평을 확대하고, 신북방지역 그린
뉴딜·친환경 관리 역량 강화

□ (ICT·과학기술 협력) 러시아와 기술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중앙아 국가와 과학기술·ICT 경험 공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러시아) 수교 30주년 계기,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20.10월, 온라인)에 주빈국 참여*를 통해 양국 기술
기업 간 개방형 혁신 협력 강화
* 양국 정책 교류 및 민간 교류 지원, 양국 기업(한 30여개 社, 러 40여개 社) 간 1:1 상담을 통해 보유
기술 교류 및 수출‧기술이전 등 계약(3건)‧양해각서(2건)‧의향서(2건) 체결
ㅇ (중앙아) 우즈벡 화학연구원 설립 지원1), ICT 분야 정책담당자 대상 초청 세미나2), 정보접근센터 구축
3)

, 국제 IT협력프로젝트4) 추진, 우즈벡·카자흐와의 우주협력 기반 조성5) 등

1) EDCF 유상 ODA에 대한 차관계약 체결완료(‘21.1월) 이후 컨설턴트계약,
본 사업 계약 진행 등 화학연구원 설립 지속 지원(~‘23)
2) 중앙아 3국 ICT 관계자 초청 연수(’19.5), 투르크멘 ICT 온라인 세미나(’20.8)
3) 우즈벡(’20. 12월 구축, ’21~ 운영), 투르크멘(’21년 하반기 구축, ’22~ 운영)
4) (카자흐) 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파일럿, ② 데이터관리 영역의 역량개발 등 2개 과제 선
정, ’20.12월까지 진행(’22년까지 3차년도 협력과제 진행)
5) (우즈벡) 과기‧우주 협력 MOU 체결(’19.4.19), (카자흐) 4차 산업혁명‧우주 협력 MOU 체결(‘19.4.22)

□ (환경분야 협력) 그린뉴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및 신북방국가 기후·환경 관리역량 강화
를 위한 국제 개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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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몽골) 대기질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20)으로 대기오염 물질 관리방안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대기오염물질 정보공개시스템(Air Mongolia), 대기 자동측정망 확대 사업 등
ㅇ (우즈벡) 노후상수관 개선 시범사업 및 첨단기술기반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21) 및 폐기물관리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20, 5개지역)으로 인프라 협력수요 대응 및 현지 진출
기반 조성
□ (우즈벡 디지털 협력) 디지털산업협력 및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추진
ㅇ (디지털산업협력) 한-우즈벡 정상 간 화상회의(‘21.1) 계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전략 일환으로 디
지털산업협력 MOU 체결*
* 체결기관 :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우) 투자대외무역부 장관 겸 부총리

협력분야 : ① 스마트 팩토리, ②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③ 친환경·지능형 농기계, ④ 송·배전, 스마

트미터기, ⑤ 디지털 헬스케어, ⑥ 전자무역, ⑦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⑧ 인적자원 육성 등

ㅇ (국가전자무역플랫폼) (무상) ODA로 우즈벡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자무역플랫폼 구
축사업 추진(1단계(’19~’22))
* (1단계: 전자상거래 포털)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바이어 발굴 시스템
** (2단계: 전자무역싱글윈도우) 물품 거래를 위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
□ (한-우즈벡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한-우즈벡 전자정부 및 디지털경제 협력센터 개소 (’20.1월)
ㅇ 한-우즈벡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19.3월)
ㅇ 한-우즈벡 전자정부 협력 사절단 파견 (’19.3월)
ㅇ 우즈벡측과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19.12월)
□ (신북방 7개국 디지털정부 역량강화) UNDP*와 협력하여 신북방 7개국** 대상 행정혁신, 공공서비스 디
지털화 지원을 위한 연수, 세미나, 공동연구 등 역량강화 사업 ’21년 신규 추진
*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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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 계획)

6. 산업인프라 협력

◈ 해외인프라 건설 신시장 개척 및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모델 수출 등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지원

□ (연해주 산단 조성) 韓 LH와 러 극동개발공사는 연해주 지역에 한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
ㅇ 사업추진을 위한 LH-극동개발공사 간 사업이행약정 체결(‘20.12.18)
* (향후 계획) 현지법인 설립(’21.6), 기공식 개최(‘21.9)
□ (극동항만 개발 타당성 검토)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극동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
ㅇ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협력 합의(’19.9.24), 슬라비얀카항
및 포디야폴스키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18~’20)
* (향후 계획)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연해주 진출 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 (신북방 플랜트 사업 진출) 러시아, 중앙아 3국(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
으로 플랜트 사업 진출 모색
ㅇ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18.8), 한-투르크멘 간 국토정보사업 협력강화 장관급 MOU 체결
(‘19.4),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20.5)
□ (한-유라시아 펀드 및 PIS 펀드 투자) 해외건설 수주 부진 및 대규모 자금 소요 등 해외 수주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한 펀드 조성 추진
ㅇ 한-유라시아 펀드(GIF 6호) 1,100억원 조성‧운영(’19.5),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1.2
조원 조성(’20.9)
* (향후계획) KIND 개발사업과 정책펀드(GIF, PIS)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투자활성
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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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한‧중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서 지린성(창춘시)에 중국 내수시장 진출 교
두보 확보 추진
*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8.2월)에서 시범구 조성 협력 합의 ⇢ 中 국무원, ’시범구 총체방안(시
범구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승인(‘20.4월) ⇢ 정부간 협력 MOU 체결 협의 중

□ (섬유기술 협력) 우즈벡·투르크멘과 섬유기술 분야 협력 추진
ㅇ (우즈벡)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19.9월 개소)와 연계한 ODA로 우즈벡 섬유기업 기술지도를 위한
TASK* 사업 추진
* 섬유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20~’22, 13억원)
** 우즈벡 섬유분야 민간기업(10개 내외)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 그룹이 현지기업을 방문하여 ①진
단, ②공정 효율화, ③품질 향상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지도

ㅇ (투르크멘) 한-투 정상회담(‘19.4월) 계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투르크멘 섬유산업부 간 합성섬유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 MOU 주요내용 : 화학섬유산업 협력사업 발굴, 합성섬유 기술협력 등
-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18.10월 완공)에서 생산된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를 활용한 섬유
협력 사업 진행 및 디지털 기술 전수
□ (조선 해양플랜트 협력) 러시아·투르크멘과 조선 해양플랜트 협력 추진
ㅇ (러시아) ’17년 이래 LNG 쇄빙선·환적설비 등 대거 수주(8조5,539억원), 한-러 해양기자재기술 센터*
중심으로 기자재 기술개발 및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 진행
* 한-러 해양기자재센터 개소(’19.6), 러시아 상트 수출거점기지 개소(‘19.7)
** (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러) 연방해양정보공사 연구기관
ㅇ (투르크멘) 투르크멘 조선산업 기반 조성 및 국내 기자재 수출 기반구축을 위해 양국 조선 기관* 간
MOU 체결(‘20.11)
- 투르크멘 정부의 조선분야 협력사업 발굴 요청(‘19.3)에 따라 투르크멘 해운수로청 및 국영 Balkan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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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와 협력방안 논의(’19~‘20)
* (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투) Balkan 조선소
□ (중앙아 3국 프로젝트) 민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진출 지원
ㅇ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 기본설계 수주(‘20.7월, 750만불),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HoT(Head of
Terms) 서명(’21.1월) 등
ㅇ (카자흐) 알마티 현대차 조립공장 설립 계약 체결 및 양산 개시(‘19.4월 계약 체결/’20.10월 준공, 연간
약3억불 수출효과), 파블로다르州 합금철 전기로 공장 기본설계계약 체결(약 430만불, ‘20.12.)
ㅇ (투르크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준공(’18.10, 30억불),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생산물
판매법인 설립 MOU 체결(‘19.4), 버스공급 400대 계약 및 공급 완료(’20.12, 6천만불) 등

7. 통합네트워크 구축

◈ 유라시아 철도 관련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복합물류망 구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 (러시아 횡단철도(TSR) 이용 활성화) 철도 물동량(한국→러시아→유럽) 증대를 위해 현대글로비스가
TSR를 이용한 러시아 극동→극서 구간 급행화물열차(블록트레인) 시범운행 (’18.8.14 첫 운행)
ㅇ 제5차 한-러 차관급 철도협력회의(’19.9월), 우리측은 「TSR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러
측에 설명하고 남-북-러 시범운송 추진에 한-러간 합의
ㅇ 지난해 연기된 제6차 한-러 철도협력회의(’21.11월 예정) 개최 등을 통해 TSR 이용 활성화 추진 방향
에 대한 한-러 철도 당국간 플랫폼을 통한 논의 지속
□ (중국 철도(TCR) 이용 활성화) UNESCAP 주도로 표준운송장 제정을 추진 중이며, 고위급 전문가 미팅
(’18.5월)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도 개선 전반 사안에 대해 지속 논의 중
ㅇ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충격 방지 기술개발 지속 추진
* 저진동 컨테이너용 진동 감쇠장치 설계안 도출 후 부품제작 및 시험 실시 (’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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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협력) ’18.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제46차 OSJD 장관회
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 (’18.6월)
* OSJD 상주인력 파견(’19.2월), 제34차 사장단 회의 개최(’19.4월, 서울)
ㅇ 제47차 OSJD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OSJD 정부협력 가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23년 제51차 OSJD 장관회의 국내 유치 성사 (’19.6월)
ㅇ 제48차 OSJD 장관회의에서 국제철도화물 · 여객운송협정 등 대륙철도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OSJD
활동 추진 (’20.9월)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추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민관국제포럼→정부협의체
구성→국제기구 설립),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국 등에 소개하고 지지 및 참여 요청
* 러시아, 중국, 몽골 측은 적극지지 및 참여의향 표명

ㅇ 제1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 예정 (’21.11월)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연구원) 협약 체결 (’20.4월)
□ (신규 항공로 개설) 한-조지아 항공협정 체결* 및 CIS국가 간 공급력 확대 및 신규 항공로 개설을 위한
항공회담 추진 등 검토
* 한-조지아 최종 합의(’19.12월) 후 국내절차 걸쳐 항공협정 체결 (’20.12.22)
□ (남-북-러 전력망 연계) 동방경제포럼(‘17.9)시 우리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제안으로 한-러 전력계통
연계 협력 MOU* 체결(’18.6)
* 정부간(산업부-러시아 에너지부) 및 기업간(한전-로세티) MOU 각각 체결
ㅇ 한전 - 러시아 로세티社 간 공동연구 추진 로드맵 체결(’18.10) 및 공동연구 진행 중(한-러 정부주관
공동연구 워킹그룹 운영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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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별 맞춤형 협력

◈ 정상·고위급 적극 외교 및 다양한 협력방안 추진을 통해 신뢰 관계 강화 및 지속적 협력기반 구축

□ (9개 다리 행동계획) 대통령님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17.9) 기조연설 및 한-러 정상회담(’18.6)에서 논의
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 경제협력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ㅇ 양국 간 합의로 ‘9대 다리 행동계획‘ 마련 및 추진(‘19.2~)
-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간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서명(‘20.10)
*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한-러 투자펀드 설립,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디지털 협력을 위한 ICT·AI 및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플랫폼 협력,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관광 협력 신규 추가
□ (나진-하산 남북러 공동연구) 한-러 정상회담(’18.6월)에서 나진-하산 사업 공감대 형성, 제4차 동방경제
포럼(’18.9월) 남북러 회의에서 3각 공동연구 추진 합의
ㅇ 우리측은 북방위 위원장 명의로 제안서*를 공한 송부(’20.5월), 러측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북측에도
우리측 공동연구 제안서 전달(’20.6월)
* 우리측은 공동연구 과제로 나진-하산 지역 교통·물류, 항만, 산업, 농업, 수산업, 관광 등 6개 분야 협
력사업 및 TKR-TSR 연결시 철도운행 방안 연구 제안
□ (러시아) 산업협력위‧에너지자원협력위 등 양자채널을 활용,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실질적
인 협력 강화
* 한-러 산업협력위(‘17.11, ‘19.6, ‘20.7), 에너지자원협력위(’18.2, ’19.9, ’20.10),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18.9, ’19.9, ‘20.9), 산업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20.4, 6, 10), 수소협력 세미나(‘20.10), ICT 소재부
품 투자포럼(’19.11, ’20.11) 개최
□ (중앙아 3개국) 중앙아 3개국 정상 순방(‘19.4월) 성과확산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 및 양자채널 신설
ㅇ (지원체계)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19.5, ’19.9, ‘20.1, ’20.6) 및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신설
(’19.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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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채널) 한-우즈벡 워킹그룹회의 신설(‘19.6, ’19.9, ’20.3, ‘20.7), 한-카자흐 워킹그룹회의 신설
(’19.9), 한-투르크멘 비즈니스협의회 발족(‘19.10, ’20.4, ‘20.8)

3

주요 현안

1.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ㅇ (배경‧경과) 한-러 9개 다리 협력의 일환으로 韓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 한‧러 경협 강화를 위해 연
해주 산단* 조성 추진(’20.12월. 사업이행약정체결)
* (위치) 러시아 연해주 나데진스키야 선도개발구역 2차 지구 / (면적) 50만㎡(15만평)
- 동방경제포럼(’21.9.2～3)과 연계한 기공식을 추진하였으나, 러측의 과도한 행사비(15억원) 및 기업활
동약정 선체결 요구로 연내 개최 곤란
ㅇ (추진계획) 코로나 상황 개선 및 기업활동 약정체결 등 절차 완료 후 적정시점(실 착공 등)에 기공식
재추진
- 기업활동약정 관련 절차 조속 완료 시, 연내 정부 간 행사(’21.11.3~5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를 활용하
여 기업활동약정 서명식 개최 검토

2. 한 ‧ 중 국제협력시범구 MOU
* 中 발개위 주도로 지린성 창춘시 동북부에 ’35년까지 2단계로 조성중인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
ㅇ (배경‧경과) 한‧중 정상회담(’17.12월) 시 신북방정책-일대일로간 연계 협력에 합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18.2월)시 한중 시범구 조성에 합의, 북방위 중심으로 중측과 시범구 조성 논의 본격화(’19.5월~)
- ’20.1월부터 韓북방위-中발개위간 시범구 조성협력을 위한 MOU 문안을 협의중*이나, 코로나 및 中측
의 소극적 대응으로 합의 지연중
* 양측은 MOU 기본틀에는 공감, 다만 △우리측은 우대혜택 근거 마련(중측 반대), △중측은 협력범
위에 ‘첨단장비·스마트제조’ 포함(우리측은 ‘혁신산업’으로 대체)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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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中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 마련(’20.4월, 발개위),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관리위’
개소(’20.6월, 창춘시) 後 시범구내 ‘한중 도시관’ 개관(연내) 추진중
ㅇ (추진계획) MOU 문안 협의를 계속하여, 한중 정상회담 계기 서명 추진

3. 평화번영펀드(수은법 개정)
ㅇ (배경‧경과) 신북방 금융플랫폼으로 중장기 전략적 투자를 지원할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수은內 설
치하기 위해 수은법 개정안 입법 진행중*
* 법안 발의(이광재 의원 등, ‘21.3.24) → 기재위 상정(’21.6.23) → 경제재정소위 회부(일정 미정)
ㅇ (추진계획) 국회 심의‧심사에 대응(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하고, 향후 법 통과시 재원확보, 거버넌스 마
련 등 펀드 출범 준비

4. 9개 다리 행동계획 협력
ㅇ (배경‧경과) 대통령님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17.9월) 기조연설 및 한-러 정상회담(’18.6월)을 계기로 ‘9
개의 다리(9-Bridge 전략)’ 경제협력 추진 합의
- △ 체계적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1.0’ 마련(’19.2월), △경협 고도화를 위해 혁신플랫폼, 투자·금융,
문화·관광을 포함한 ‘행동계획 2.0’으로 개편(’20.10월)
- 한-러 이행총괄기관 간 협의회*(공동의장: 한북방위 부단장, 러경제개발부 차관)를 통해 협력과제별 이
행 현황 및 성과창출 방안 등 논의(’21.6월)
ㅇ (추진계획) 행동계획 2.0 협력과제별 이행점검 및 협력분야별 양국 소관부처간 워킹그룹 회의 개최 지
원(상시)

5.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ㅇ (배경‧경과) ’18년 광복절 VIP 경축사에서 철도를 매개로 경제협력 증진 및 역내 평화를 도모하자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18.8월)
- 7개국(남‧북‧중‧몽‧러‧미‧일) 정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단계적·점진적 추진전략* 마련, 국제포럼 설립
MOU체결(’20.4월, 국내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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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국제포럼 → 정부협의체 구성 → 시범운송사업 실시 → 국제기구 설립
ㅇ (추진계획)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국내 개최 추진
* (일정) ’21.12.1～3 / (장소) 서울 용산 / (참석) 정부 장,차관급, 철도운영기관 사장단, 연구기관 등
- 프로그램 구성(안) 마련, 관계국 대표·발표자·패널 등 섭외(8월~) 홈페이지 운영(9~12월), ‘동철공’ 콘
텐츠 배포 등 홍보 실시

6. 2021 북방포럼
ㅇ (배경‧경과) 작년*에 이어 북방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개최** 추진
* VIP,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멘, 몽골 정상의 특별 영상메시지 상영

** ’21.11.18(목) / 신라호텔

- 북방포럼 TF* 운영(’21.2월~), PCO(현대아산, ’21.6월) 등 행사 준비
* (참여기관) 북방위(부단장, 팀장 전원), 외교부, 경인사연, 무역협회, 한은, 수은, KOTRA, KF
ㅇ (추진계획) 개회식 특별연설(또는 축사)로 VIP, 러시아, 중앙아, 몽골 등 정상 섭외 추진, 특별세션 연
사로 저명인사 접촉 진행 중

4

북방위 문제점과 개선 방향

①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
② 조직 기능 및 역할 관련

5

차기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

① 차세대 전문가 양성 (기관 설립,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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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방개발공사 설립 (?) _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 전단계 지원
③ 고위급(정상회담 또는 국무총리) 회담 정례화, 2+2 회담 신설
④ 협력대상국, 협력지역 구체화
⑤ 협력과제의 선택과 집중
⑥ 남북문제(비핵화 등) 해결 수단으로서 북방정책 지양하고 북방정책 그 자체로서 본연의 역할 필요
⑦ 북방위의 역할 제고
⑧ ???

322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참고1

비전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체계도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사람) 인적 교류 및 대면･비대면 교류 활성화

목표

3P

▪(번영) 교역･투자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평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동북아 평화기반 마련

사람

번영

평화

[People]

[Prosperity]

[Peace]

(단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금융･혁신･통상
플랫폼 구축

 신북방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금융플랫폼 구축

▸철도･물류

▸남북러삼각 백신협력

▸혁신플랫폼 활성화

 신북방에 특화된
보건의료 협력

▸보건의료산업 진출

8대
8
대
중점
추진
과제

(중장기) 평화체제下 그랜드
프로젝트 성과창출 기반 마련

 역사･문화･교육
등 인적연대 확대
▸고려인의 역사적
유대 강화
▸한류활용 한국어･문화
교류 확대

 농수산 식량안보
공동체 구축

▸통상플랫폼 구축

 디지털･그린
협력
▸디지털
▸그린

▸북극협력

 소다자･지역별
맞춤형 협력
▸소다자 협력

▸권역별 맞춤형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

▸신북방 곡물 생태계
협력

▸국가별 특성화된
산업협력

▸농업 인프라 협력

▸거점별 산업단지
조성

▸한류연계 K-Food
확산

▸에너지

▸스마트시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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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신북방정책 8대 분야 70개 중점추진과제

3대 원칙
8대
이니셔
티브

70
대
중
점
실
행
과
제

단
기

사람

산업인프
라 협력

통합네트
워크 구축

지역별
맞춤형
협력

26
한-러
혁신
플랫폼

35
디지털정
부 협력

43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49
TSR 이용
활성화

62
나진하산
물류사업

18
농업
다이얼로
그 개최

27
전자무역
플랫폼
(KTNET)

36
과학기술·
ICT 협력

44
연해주
산업단지

50
TCR
블록
트레인
활성화

63
광역두만
강개발계
획

9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

19
곡물유통
망 다양화

28
한-러
투자펀드
설립

37
신산업
협력

45
스마트
시티
구축
협력

51
국제철도
협력기구
협력

64
정상 및
고위급
교류

4
의료
해외진출
확대

10
한류 확산
및 지속

20
스마트팜
수출 확대

29
한-유라시
아
펀드투자

38
수자원
협력

46
조선
해양플랜
트 협력

52
동아시아
철도공동
체

65
한중앙아
협력포럼

5
보건의료
분야
ODA

11
수교 계기
기념행사

21
우수품종
개발·보급

30
금융지원
강화

39
친환경에
너지
협력

47
산업·
인프라
분야ODA

53
남북철도
연결

66
한-러
지방협력
포럼

12
문화교육
분야
ODA

22
농수산
분야
ODA

31
투자진출
지원

40
산림협력
활성화

54
신규
항공로
개설

32
중소기업
진출
확대

41
디지털·그
린분야
ODA

55
전력망
연계
다자협의

42
ICT 협력
확대

문화·교육
교류

농수산
교역

1
K-방역
경험·지식
공유

7
우수
유학생
유치

17
농식품
시장개척

2
보건의료
역량 강화

8
유라시아
아카데미
운영

3
ICT 기반
서비스
제공

금융·통상
·혁신
플랫폼

평화

디지털·그
린 협력

K-방역·보
건
의료

6
보건·의료
협력 강화
장
기

번영

13
대학 간
교류 확대

23
농기자재
수출 확대

33
FTA 등
협정
체결

14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24
맞춤형
농업
기술협력

34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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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산업인프
라 기반
강화

56
북극항로
개척

67
초국경
관광협력

57
북극항만
개발

68
정상 및
고위급
교류확대

3대 원칙

사람
15
인적문화
교류확대
16
문화
공동체
형성

번영
25
수산협력
강화

평화
58
한중일
전력망
연계

69
양자
협력 강화

59
남북러
전력망
연계

70
협력채널
다각화

60
한러LNG
협력
61
한러PNG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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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
혁신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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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소비에트 30년 중앙아시아의 정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동기 (인하대)

1. 지난 30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변화
1-1. 카자흐스탄
① 카자흐칸국과 제정러시아 지배
15세기 중엽에 카스피해 인근의 러시아 남부 대평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우즈베크’라고 알려진 집단의 칸
이었던 아불하이르(Abu'l-Khayr, 1412-1468)에게 자니벡(Janybek) 칸과 케레이(Kerey) 칸이 반란을 일으켜
1456년 건설한 카자흐칸국(Kazakh Khanate, 1456–1731)은 1718년 타우케(Tauke, 1680-1718) 칸이 중가르
(Zunghar Khanate)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사망한 후 3개의 주즈(jüz)인 대주즈, 중주즈, 소주즈로 분리되
기 전까지 단일국가로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우즈베크칸국’(Uzbek
Khanate)의 위협과 러시아의 이반 4세(Ivan the Terrible, 1533-1588)가 추진하였던 팽창정책에도 불구하고 독
립국가로서 위상을 높여갔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 표트르대제(Peter the Great, 1672- 1725)
의 남하정책과 이를 위해 구축된 오렌부르그(Orenburg) 요새 등의 구축 그리고 볼가강 일대의 칼믹(kalmyk)
인이 중가르와 연합하여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723년-1730년 동안 전개되었던 카자흐칸국에 대한 중가르의 공세를 이미 분열된 3개의 주즈들이 막아내
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소주즈(the Little jüz)의 칸이었던 아불하이르
(Abul-Khair, 1693-1748)는 러시아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는 1731년 당시 러시아의 통치자였던 안나
(Anna Ivanovna, 1693-1740)여제에게 충성을 서약하였다. 러시아는 소주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남진에 필
요한 교역로를 확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러시아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한 중주즈까지 충성서약(1734년)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북부지방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주즈는 러시아
와 청 사이에서 전방위외교를 시도한 아블라이(Ablai, 1771-1781) 칸과 같이 자신의 칸국이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독자적인 행보를 시도하였다. 중가르, 청, 코칸드칸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배를 받았던
대주즈는 1818년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충성을 서약하였다.1)

사회과학 분과A : 신북방지역 정치경제의 평가와 전망 ∙ 339

러시아제국이 카자흐칸국을 식민지배하면서 기본적으로 변화시킨 통치방식은 기존의 '칸(Khan)제도'를 없
애고 만든 '술탄(Sultan)'제도였는데, 후자는 식민정부에 우호적인 귀족층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백골(白
骨, Aq suiek)이라고 불렸으며, 몽골혈통의 가진 남자들로 칭기즈칸의 후예였다. 비록 이들은 카자흐칸국의
최상위 세속적 지배계층이었으나 식민정부의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백골을 보좌하였던 흑골(黑骨,
Qara suiek)은 비세습이었으나, 바이(bai, 지역을 이끄는 부유한 계층), 바투르(batyr, 영웅), 비(bii, 재판관) 등
과 같은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씨족집단마다 최고연장자를 의미하는 아크사칼
(Aq saqal)이 있어 위의 엘리트로부터 존경을 받았다.2) 이렇게 변화된 통치구조와 러시아제국의 지배 하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은 주로 후자에서 배출되었다.
② 소비에트체제 초기
제정러시아 지배 하에서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은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첫째, 부르주아 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알라쉬 오르다’(Alash Orda)당을 1917년에
결성하였다.3) 아흐메트 바이투르시눌리(Akhmet Baytursinuli), 알리한 보케이하노프(Alikhan Bokeikhanov),
미르자키프 둘라툴리(Mirjaqip Dulatuli) 등이 창당을 주도하였다.
둘째, 1918년에는 ‘투르키스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urkestan)이 프롤레타리아 출신들에 의해서
창당되었고, 그 해에 타슈켄트를 수도로 하는 ‘투르키스탄자치사회주의공화국’(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을 선포되었다.
이들의 상호간 상반된 노선을 가졌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알리쉬 오르다가 1917년 12월 23
일 카자흐 스텝의 자치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진전되었다. 러시아 내전에 승리를 해야만 하는
러시아 공산당은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군인을 모집하였으나 카자흐인들의 무관심 속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알라쉬 오르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4) 그리고 카자흐
인과 우즈베크인에 대한 평등정책을 추진하여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5)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이 우세를 점하면서 알라쉬 오르다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그들은 군대를 만들
어 저항하였으나 결국 1919년 12월 10일 소비에트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1920년 3월에 ‘키르기스
혁명 위원회’(the Kirgiz Revolutionary Committee)에 의해 당과 자치공화국은 해체되었다.6) 이후 알라쉬 오르
다의 지도자들은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스탈린의 숙청기간에 처형되었다.
스탈린이 지배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통치 전략이 달라졌다.
첫째, 그는 먼저 카자흐스탄 지역을 1924년 러시아공화국내의 ‘키르기스자치사회주의공화국’(Kirghiz
1) 다음의 문헌들을 정리한 것임. Cummings, Sally.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2005, (London: I.B. Tauris). pp.14. 김상철
「중앙아시아 주요 토착민족 공동체의 상이성 연구: 우즈베크 및 카자흐의 국가형성 과정과 대제정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2(2), 2008, pp.211-215.
2) Cummings, Sally.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2005, (London: I.B. Tauris). pp.19. 김상철 「중앙아시아 주요 토착민족
공동체의 상이성 연구: 우즈베크 및 카자흐의 국가형성 과정과 대제정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2(2), 2008,
pp.197.
3) 알라쉬 오르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Olcott B. M. The Kazakhs(2nd ed),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p.137-156.
4) Blank, S., “Ethnic and party politics in Soviet Kazakhstan 1920-1924,” Central Asian Survey, 10(3) 1991. pp.1.
5) 1918년 6월에 개최된 투르키스탄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다. 1. 투르키스탄에서
우즈베크어와 카자흐어를 공식어로 선포한다. 2. 투르키스탄의 모든 시민은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들에게 식량과
생필품 공급을 충분히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Shorish, M. M. “Islam and nationalism in west Turkestan
(Central Asia) on the eve of October revolution,” Nationalities Papers, 12(2), 1984. pp.254-255.
6) Oraltay, H., “The alash movement in Turkestan,” Central Asian Survey, 4(2), 1985. p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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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으로 재편하였고, 이후 1925년에 ‘카자흐자치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
명하였으며, 1936년에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으로 독립시켰다.7)
둘째, 다음으로 부농인 ‘쿨락(Kulaks)’을 해산하고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농업집산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
에서 카자흐 유목민의 정착화도 추진되었다.
셋째, 스탈린의 통치 시기부터 카자흐인의 ‘러시아화’가 본격화되었다.
러시아제국으로부터 스탈린 통치까지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불

하이르(Abul-Khair)의 러시아에 대한 충성 서약이후부터 카자흐인 사회에 러시아화가 일차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흑골 출신의 인텔리들이 근대에 카자흐인 정치엘리트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의 대
부분은 러시아의 근대교육을 받았다.
둘째, 러시아제국의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카자흐 정치엘리트 사회는 저항보다는 근대화 운동에 주로 집중
하였으나, 민족주의자들은 무력저항 운동까지 불사하였다. 또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전개되어 이들이 소비에트체제에 새로운 정치엘리트로 부상하는 기초를 닦았다.
셋째, 레닌에 의해 카자흐 민족주의 정치엘리트들은 자치를 보장받았으나,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들에 대
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스탈린의 소비에트화 정책은 카자흐 정치엘리트 사회를 ‘러시아화’시켰다. 특
히 카자흐의 3개 주즈의 대립과 변형은 스탈린이전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③ 스탈린 지배 시기부터 독립 전까지
스탈린의 집산화는 유목민의 정착을 통해 소련체제를 공공하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카자흐 민족 구성
의 중요 단위였던 개별 주즈 또는 개별 씨족단위 네트워크는 정치적인 후원의 양상으로 재현되었다.8) 특히
스탈린 시기부터 3개 주즈의 대립구도와 정체성의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텝의 북부와 동북부 지방으로
형성된 중주즈였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주즈는 카자흐인 인구의 다수가 거주한다는 장점을 가
져 정치적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부에 위치하는 소주즈는 러시아와 알마티로부터 지리적
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9) 스탈린의 대숙청을 통해 기존의 카자흐 정치엘리
트들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스탈린 사후 집권한 흐루시초프는 1954년부터 카자흐 북부지방의 스텝지역을 중심으로 ‘처녀지 개간 운동
(Virgin Lands Campaign)’을 명령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30여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과 우크라
이나인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그는 집권 이후 카자흐공산당 공산당 제1서기로 카자흐인 딘무하메드 쿠나예
프(Dinmukhamed Konayev)를 임명하였으나 노선 차이로 그를 해임하였으며, 이후 그 자리에 위구르 출신의
농업전문가인 이스마일 유수포프(Ismail Yusupov)를 임명하였다.
흐루시초프가 물러나고 브레즈네프가 집권하면서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의 세력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1960년부터 1962년까지 흐루시초프에 의해 기용되었다가 해임되
었던 딘무하메드 쿠나예프였다. 그는 초기에 흐루시초프의 처녀지 개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나, 카
자흐 남부지방까지 처녀지 개간을 확대하려는 흐루시초프의 노선에 반대하여 해임되었다. 그러나 그는 1955
년부터 1956까지 대략 1년 동안 카자흐공산당 제1서기로 활동하던 브레즈네프와 매우 가까운 친분관계가 있
7) 스탈린은 1924년부터 중앙아시아에 국경을 획정하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5개의 사회주의공화국을 만들었다.
8) 김상철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 『중소연구』. 33(4). 2009, pp.205.
9) Schatz, E., “Reconceptualizing clans: Kinship networks and statehood in Kazakhstan,” Nationalities Papers, 33(2), 2005.
p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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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1964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22년동안 카자흐공산당 제1서기로 활동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소련중앙위정치국정위원’(Politburo)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권력구조에 바탕이 되었다. 그는 대주즈에 속하는 알
마티 부근에서 출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카자흐 영토에서 출생한 카자흐인 중에서 최초로 제1서기의 자리에
올랐다.10) 그는 브레즈네프의 후광과 더불어 카자흐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 24년 동안 자리를 유지
하면서 대주즈 출신들을 중심으로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을 후원하였다. 올코트는 그가 고의로 러시아인보다
카자흐인을 더 주요한 행정직에 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11) 그녀는 1981년까
지 카자흐인이 알마티의 중앙위원회에 51.9%를 차지하였으며, 비록 중공업, 농업, 그리고 건설과 같은 중요
한 경제 부처와 선전ㆍ선동 부처가 러시아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더라도, 중앙위원회의 수장 47%가 카자흐
인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속에는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이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지역 출신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의 개혁에 호기를
제공한 것이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에서 발생했던 '목화 스캔들‘(Cotton Affair)이었다. 1980년대 중앙아시
아에서 목화 생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당국은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크사회
주의공화국은 생산량을 위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 이 사건을 고르바초프는 직접 조사하여
해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1959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 우즈베크공산당 제1서기에 있었던 샤라프 라
시도프(Sharaf Rashidov)가 해임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에서 브레즈네프 세대의 교체
가 이루어졌다.12) 쿠나예프 역시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의도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러시아인 겐나디 콜빈(Gennady Kolbin)이 집권하자 카자흐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상황에서 누르술
탄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인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1985년과 1986년 쿠나예프를 비판하는 행위 등으로 고르
바초프의 개혁진영에 합류하게 되었다.13) 그는 1989년 제1서기를 취임하였으며, 1991년 독립과 더불어 카자
흐스탄의 초대대통령에 당선되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 사임하기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④ 독립 이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쿠나예프의 장기집권을 계기로 카자흐 정치엘리트들의 권력구도가 확립되었다. 그
는 자신의 출생지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주즈 출신의 정치권 등용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자흐
최대 지역파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가 고르바초프에 의해 축출되면서 대주즈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주춤
했으나, 나자르바예프가 다시 등극하면서 남부출신이 카자흐사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르바초
프 권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후원한 쿠나예프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남부지방 출신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쿠나예프 진영과 적극적인 화해를 시도하여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르바에프의 통치과정을 살펴보면 쿠나예프 시기보다 남부지방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
는데 소극적이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알마티 부근에서
출생하였지만, 학업은 우크라이나에서 하였으며, 결혼은 카자흐스탄 북부의 중심에 있는 카라간다
(Karaganda) 출신의 여성과 하였으며, 직장생활의 대부분도 여기서 보냈다.14) 그런데 나자르바예프는 독립
10)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통치방식은 러시아인(제1서기)과 카자흐인(제2서기) 양두정치 체제였다. 1946년
9월 14일부터 1954년 3월 6일까지 카자흐공산당 제3대 제1서기로 재직하였던 줌마베이 샤야흐메토프는(Zhumabay
Shayakhmetov)는 러시아의 옴스크 출생이다.
11) Olcott B. M. The Kazakhs(2nd ed),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p.244
12) Melvin, J. N. “Patterns of Centre-Regional Relations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Regional & Federal Studies, 11(3), 2001. pp.171.
13) Olcott B. M. The Kazakhs(2nd ed),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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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자신의 남부출신보다는 그의 인생을 많은 시간을 보낸 북부출신인 중주즈 인재들을 상당히 등용하였
다. 물론 그가 장기간 거주하였던 북부지방 출신들과 유대관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등용한 것도 무
시하지 못하지만 그의 의도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첫째, 카자흐 주즈들 가운데 러시아와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러시아화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북부지방
출신의 인재들은 전문교육을 받은 인텔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나자르바예프는 그들을 국가운영에 활용하고
자 하였다.15) 특히 독립 초기에 카자흐 민족주의가 시행되었을 때 해당국을 떠난 소수민족 인텔리들의 자리
를 이들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다. 실제로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어를 제 1 언어로 구사하는 소수민
족들의 이주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의 전문가 및 엘리트 집단들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칸디
르바예바에 따르면, 1993년 당시에 카자흐스탄 노동력의 75.8%가 비카자흐계 러시아어 구사자들이었다고 한
다.16) 특히 주요 전문가 집단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의 이주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심각한 고등인력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어 갔다.
둘째, 북부지방에는 러시아인 인구가 카자흐인 인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있었다.
독립 이후 카자흐 토착민족이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이주가 급증하
고 사회적 차별이 나타나게 되자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 저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이 나타났다. 이
것은 사실상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1992년 9월에 러시아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정당인 Lad(화합)가 창당되
면서 러시아인의 저항은 정치적으로 발전하였다. Lad는 카자흐 민족주의로 인해 불안한 미래를 인식한 러시
아인이 모국으로 이주하고 해당국 북부에 거주하던 러시아인 인구가 1/4로 급감하자 ROSD(슬라브 공화국
사회 운동)를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핵심은 카자흐스탄 북부가 모국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러시아인이 모국
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특히 그리고 Russkaya Obshchina(러시아 사회)와 코사크(Cossack)의 재결
집은 단순한 러시아인의 저항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으로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나자르바예프는 중주즈의 인
재들을 등용하여 러시아인 분리주의 운동을 막는데 지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구소련 시기에 북부지방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
다 정치적,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17) 그러나 남부출신인 나자르바예프가 집권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부지방 카자흐 엘리트들이 러시아인들과 동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나자르바예프가 선택한 것이 북부지방 정치엘리트들을 호선(互選, co-optation)하여 연합하는
것이었다.
⑤ 카자흐스탄 씨족정치
샤츠는 3대 주즈에 대한 나자르바예프의 초기 통치 행태를 ‘씨족 후원주의’(clan clientelism)와 ‘씨족 균
형’(clan balancing)으로 정의하였다.18) 그는 비록 북부지방의 인재를 등용하였지만 자신의 지역기반을 공공
화하기 위해 씨족 후원주의를 통해 권력 중심에 이들을 등용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주즈 출신들을 호선하여
지역파벌간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14) Murphy, J., “Illusory Transition? Elite Reconstitution in Kazakhstan, 1989-2002,” Europe-Asia Studies, 58(4), 2006. pp.526.
15) Schatz, E., “Reconceptualizing clans: Kinship networks and statehood in Kazakhstan,” Nationalities Papers, 33(2), 2005.
pp.241.
16) Kendirbaeva, G., “Migrations in Kazakhstan: Past and Present,” Nationalities Papers, 1997. 25(4), pp.749.
17) Melvin, J. N. “Patterns of Centre-Regional Relations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Regional & Federal Studies, 11(3), 2001. pp.174.
18) Schatz, E., “Reconceptualizing clans: Kinship networks and statehood in Kazakhstan,” Nationalities Papers, 33(2), 2005.
pp.244.

사회과학 분과A : 신북방지역 정치경제의 평가와 전망 ∙ 343

커밍스에 의하면, 1995년에는 카자흐 엘리트들이 도시보다 시골출신이 많지만 2000년에는 격차가 많이 줄
었음을 알 수 있다.19) 특히 주목할 것은 1999년 당시 인구조사에서 도시인구가 56%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수는 시골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카자흐 엘리트들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주즈 지역의 남부
지방(알마티시와 주를 포함하여) 출신이 월등히 많으며, 다음으로 중주즈의 북부지방과 소주즈의 서부지방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인구 대비 엘리트의 배출은 각각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자르
바예프의 씨족 균형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20)
나자르바예프는 또한 비카자흐 소수민족 정치엘리트 등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기존에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정치엘리트들이 모국으로 이주를 단행하는 등 그 수가 감소한 것
은 분명하지만 나자르바예프는 민족통합정책에 따라 민족별로 정치인 수를 어느 정도 할당해 주었다. 그러나
머피에 의하면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21)

1-2. 우즈베키스탄
① 우즈베크 3칸국 시대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이 분열된 후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킵차크 칸국은 3대 베르케칸에서
9대 우즈베크칸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구가한다. 하지만 1380년 모스크바 공국과의 쿨리코보 전투에서 패
배하면서 킵차크 칸국은 패망의 조짐을 보여준다. 킵차크 칸국은 이후 계속해서 세력이 약화된다. 한편 우즈
베크칸(Uzbek Khan)은 금호르드(Golden Horde) 칸들 중에서 최장기간인 28년을 통치를 하였으며 현재 우즈
베크인의 언어적 기원이 되는 통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를 추종하던 세력을 칭기즈칸 장남 조치(Jochi)
의 직계 후손인 아불하이르칸(Abu'l-Khayr Khan)이 규합하였고, 남부 러시아 대평원의 강자로 성장하게 되는
데 16세기에 ‘우즈베크’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건국한 샤이바니왕조(Shaybanids)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남하하여 티무르 제국을 어려움 없이 멸망시킬 수 있었다.
샤이바니칸 사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은 세 개의 칸국으로 나뉘어졌다.
1500년에 샤이바니칸이 우즈베크족을 이끌고 부하라에 입성하면서 부하라칸국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후손인 압둘라칸(Abdullah Khan)에 의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인 일바르스칸
(Ilbars Khan)이 1511년에 히바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는데 히바칸국이다. 부하라칸국은 다시 두 개의 나라
로 나뉘었다. 망기트(Manghit)라고 불리는 세력이 1785년에 부하라칸국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후 통치자들
이 칭기즈칸의 직계후손이 아니라서 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하라 에미레이트(Emirate)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부하라칸국에서 쇼흐루흐 벡(Shokh Rukh Bek)이 밍(Ming)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데리고 페르가나 지방으로 이동하여 1709년에 코칸드칸국(Kokand Khanate)을 세웠다.
티무르제국이 무너진 후 우즈베크 3칸국이 분열되면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사실상 붕괴되
었다. 3칸국의 내전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를 노리던 제정러시아는 이곳을 침략하고 손쉽게 지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유럽에서 바닷길을 개척하면서 실크로드의 비중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즈베크 3칸국의 분열은 실크로
드를 더욱 고사시키고 말았다.

19) Cummings, Sally. Kazakhstan: Power and the Elite, 2005, (London: I.B. Tauris). pp.68.
20) 그러나 대주즈가 존재하는 남부지방 주민들은 나자르바예프의 씨족 균형 정책으로 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Murphy, J., “Illusory Transition? Elite Reconstitution in Kazakhstan, 1989-2002,” Europe-Asia Studies, 58(4), 2006.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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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정러시아 지배 시기
제정러시아 군대는 1850~60년대에 코칸드칸국의 비슈케크(Bishkek), 침켄트(Chimkent), 타슈켄트를 그리고
1860년대 후반에는 지작(Jizzax), 호젠트(Khujand)를 점령하였다. 제정러시아는 1867년 7월 14일 타슈켄트에
투르키스탄 식민지 정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를 준비하였다. 폰 카우프만(Fon-Kaufman)이 초대총
독으로 임명되었다. 제정러시아 군대는 1868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면서 부하라 에미레이트 전체를 점령한
뒤 1873년에 히바칸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복속시켰다. 코칸드칸국은 1876년에 러시아에 항복하였다.
제정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자원을 러시아로 이송하는 철도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인을 대거
이주시켜 중앙아시아를 러시아화 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를 이해
하지 못해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제정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대
표적인 것이 자디드운동이다. 자디드는 아랍어로 ‘새로운 방식’을 뜻하며 문화-계몽운동을 의미하였다. 과거
의 낡은 교육시스템을 버리고 서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교육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신적, 민족적 발전과 민족독립을 표방했다. 이 운동은 터키에서 일어난 철학적-종교적운동인 ‘연합과 진보’,
‘청년터키’의 영향을 받은 중앙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이었다.
자디드운동의 주창자는 크림타타르의 인텔리였던 이스마일 가스피랄리(Ismail Gaspirali)였으며, 이후 마
흐무드 후자 베흐부지(Mahmud Khodja Behbudi), 무나바르카리 압둘라시도프(Munavvarkari Abdurashidov),
압두라우프 피트라트(Abdurauf Fitrat), 압둘라 아블라니(Abdulla Avlani), 파이줄라 후자예프(Fayzulla
Khodzhayev), 압둘하미드 촐폰(Abdulhamid Cholpon) 등이 활동하였다.
투르키스탄에서 자디드는 정의, 자유 그리고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
였다. 첫째, 새로운 방식의 자디드학교를 개설하기, 둘째, 재능 있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기, 셋
째, 여러 가지 교육사회 조직노선과 함께 대중 사이에 선전 업무를 통해 인텔리 그룹을 형성하기이다. 1910
년에 타슈켄트에 자디드학교가 10개가 있었으며, 코칸드에도 16개나 있었다.

자디드는 새로운 운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출판에도 큰 의미를 두었다. 대표적인 잡지가 『진보』와

『후르시드』였다. 자디드운동은 제정러시아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며, 소비에트혁명 이후에 많은 자디드가 사
회주의자로 전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제정러시아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무장봉기는 바스마치운동이었다. 바스마치는 침
략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들은 과거 중앙아시아의 왕조를 복구하려고 하였다. 바스마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소비에트혁명을 틈타서 중앙아시아의 왕조를 복구하려고 무장 항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소비에트정부는
바스마치들이 서로 교류를 못하게 하여서 저항력을 감소시키려고 중앙아시아에 국경획정을 논의하고 실행하
였다.
②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탄생
1918년에 타슈켄트를 수도로 하는 투르키스탄자치소비에트공화국(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Turkestan ASSR)이 설립되었다. 레닌은 혁명이 성공하면 투르키스탄에 자치를 부여한다고 약속했
다. 그러나 레닌 이후 집권을 한 스탈린은 투르키스탄에 자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1924년에 투르
키스탄을 5개의 국가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국다민족을 원칙으로 국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1924년 10월 27일에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세워졌다.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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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다민족 원칙에 의해서 우즈베크인이 다수 거주하는 남카자흐스탄주 일대를 당시에 키르기스소비에트사회
주의자치공화국(Kyrgyz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KASSR, 1924-1936)에 넘겨주고 대신에 카자
흐민족으로 분류되는 카라칼팍(Karakalpak)을 받았다. 그리고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자국 내에
있던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Tajik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Tajik ASSR)이 1929년
에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Ta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Tajik SSR)으로 독립하면서 타지크인이 다
수 거주하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넘겨받고 우즈베크인이 거주하는 레닌아바드(지금의 타지키스탄 북부인
소그드주)를 양보하였다.
③ 씨족정치 구체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존재했던 다수의 부족들 그리고 씨족들의 수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투르크계 민족연구의 대가였던 투르크계 바쉬키르(Bashkir) 출신의 제키 토간(Zeki Velidi Togan)의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우즈베크’에 통합되었던 부족(Tribe)은 92개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부족의 명칭
에 따라 몽골계가 33개, 나머지는 투르크계 부족에 속하며, 92개의 부족 중에서 대략 45개 부족이 현재 우즈
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씨족은 ‘우즈베크’의 남하 이전에 형성된 씨족과 당시에 지배집단이었던 ‘우즈베크’에서
나온 씨족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씨족 문제는 각 지역에서 발흥한 명문
씨족들의 권력 투쟁 때문에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립은 우즈베크 3칸국 시대에 이미 형성되었다.
특히, 히바칸국, 부하라에미레이트, 코칸드칸국은 ‘우즈베크’의 하부 부족이 세웠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아직
도 남아있다.
1924년 국경획정과 5개의 중앙아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탄생한 후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부족과
씨족 중심의 이 지역 전통사회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혈연중심의 씨족과 부족 간의 반목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통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스탈린의 주도로 시작된 집단농장(Kolkhoz)은 인민의 집단화를 통해 다양한 혈연적 정체성을 소멸시키고
이들을 소비에트 시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실패하였다.
첫째, 씨족단위로 구성된 혈연집단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는 현지 출신의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서 거부당했
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씨족집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는 이념의 바탕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씨족을 분산시키는 것은 자신을 고립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들은
씨족의 분산을 최대한 막아야 했다.
둘째, 집단화 과정에서 혈연집단의 분산 혹은 혈연집단 간의 통합은 집단과 집단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게다가 1937년 이후 이민족들의 강제이주가 중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집단농장의 구성단위를 부족중심의 집단농장과 이주자 중심의 집
단농장으로 나누어야만 했다. 따라서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집단화로부터 생겨난 생산성 단위의 범주에서 혈
연집단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사회조직인 혈연집단은 집단농장의 하부조직으로 재편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도 집단농장을 바탕으로 재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씨족의
위상을 바꾸어 나갔다. 씨족의 위상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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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혈연적 관계를 토대로 맺어진 부족 내에는 하부집단이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즉, 부족의 발전은 씨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전략적으로 통합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통합수단은 결혼이다.
둘째, 씨족 간 통합의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씨족집단은 그들 구성원 가운데 혈통, 재산, 재능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도자는 가부장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부족은 이 사람의 명
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부족의 구성은 결국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셋째, 이 지도자는 부족의 구성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만약에 구성원이 도시로 진출하였다고 해도 반
드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넷째, 지도자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집단농장의 생산량이 높다거나, 공산당 간부로서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되면, 공화국 지도자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족 간의 경쟁에서 앞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부족 간의 통합이 전개된다. 여기에서 지도자로 나오게 되면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 있
다. 이런 경우에 지도자는 부족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일단 권력을 잡은 부족은 다른 부족을 경계하여
모든 이권을 자신의 부족구성원에게 할당한다. 집권부족이 적대적인 부족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권의 독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파벌주의와 지역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④ 씨족정치 경쟁
소비에트정부는 씨족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초
기에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였다. 핵심 지도층 선발에 있어서 지역안배가 가장 먼저 고려되었다. 그리
고 특정 지역의 씨족이 장기간 권력을 장악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성명

직위

출신지

아크말 이크라모프(Akmal Ikramov)

공산당 당비서

타슈켄트

욜다시 아훈드바바예프(Yoldash Akhundbabaev)

최고회의 의장

마르겔란(페르가나)

파이줄라 호자예프(Fayzullah Khojayev)

수상

부하라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대숙청기간에 위 3인이 물러나고 난 후 이 원칙이 깨지고 특정 씨족의 지역파벌
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첫째, 페르가나 씨족파벌. 페르가나 출신인 최고회의 의장 욜다시 아훈드바바예프는 자신의 씨족 출신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후에 페르가나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였다.
성명

직위

집권기간

오스만 유수포프(Osman Yussupov)

당비서

1937-1950

의장

1947-1950

당비서

1950-1955

아민 니야조프(Amin Niyazov)

둘째, 타슈켄트 씨족파벌. 페르가나 씨족파벌은 타슈켄트 씨족과 연합했다. 누리디노프(Silaj Nuritdinov)가
타슈켄트 씨족파벌의 선두주자였다. 여기서 다른 지역 특히,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역의 씨족이 배제된 이
유는 근본적인 씨족간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타지크 정체성에 손상을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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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려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타지크인이 많이 거주하는 사마르칸
트와 부하라로 권력이 넘어 간다면 타지크인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한 민족감정이 우선적으로 작용
되었음을 의미한다. 1959년까지 페르가나-타슈켄트 연합은 유지가 되었다.
성명

직위

집권기간

누리딘 무히디노프(Nuritdin Mukhitdinov)

당비서

1955-1957

사비르 카말로프(Sabir Kamalov)

당비서

1957-1959

위의 두 사람 모두 타슈켄트 출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페르가나에서 하였다.
셋째, 지작-사마르칸트 씨족파벌.
샤라프 라시도프(Sharaf Rashidov)는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 당비서를 최장기간 재임한 사
람이다 그는 지작출신으로서 1959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 당비서를 역임했다. 그의 부상은 무히디노프
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무히디노프는 사마르칸트 씨족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라이벌인 누리디노바와 카말
로프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을 유지하였던 흐루시초프(1953년~1964년 집권)는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에 동일한 씨족파벌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런 그의 정책은 그의 집권 초기 취약한
정치기반으로 인해서 여전히 페르가나-타슈켄트 연합의 도전을 계속 받아왔다. 결국 후르시초프는 우즈베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를 이
은 브레즈네프(1964년~1982년 집권)도 여전히 타슈켄트의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69년 4월에 타슈켄트에서 열렸던 우즈베크팀과 러시아팀의 축구경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
다. 폭동은 우즈베크팀이 러시아팀에게 0대1로 패하자 우즈베크 젊은이들이 길을 막고 서서 지나가는 백인들
과 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은 우즈베크인들을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 사건은 약 5일간 지속
되었고, 마침내 경찰과 군들에 의해서 제압되었다.
이 폭동을 계기로 샤라프 라시도프는 우즈베크인들에게 폭 넓은 자치를 보장해줄 것을 소비에트당국에 요
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누리디노바의 실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모스크바를 설득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페르가나-타슈켄트 연합은 결국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이후 사마르칸트-지
작 연합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3년에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 발생하였던 ‘목화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
러날 것을 당시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1월에 지시를 하였지만 라시도프는 물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라시도프
는 그해 10월 갑자기 사망한다. 그를 대신하여 당비서에 페르가나-타슈켄트 연합을 대변하는 이남잔 오스만
호자예프(Inamjan Osmankhojayev)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도 목화스캔들과 연루되어서 소비에트 연방의 개
혁 당국에 의해서 1988년에 부패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22) 그를 대신해서 강력한 반라시도프 인사였던
라피크 니샤노프(Rafiq Nishanov)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고르바초프는 무명에 가까웠던 사마르칸
트 출신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를 당비서에 임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씨족권력은 페르가나-타슈켄트 연합과 지작-사마르칸트 연합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부족 간의 연합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22) 그는 징역 12년형을 받은 뒤 만기 복역한 후에 1990년에 풀려난 뒤 2017년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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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슬람 카리모프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소비에트연방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의 물결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세력이 강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11월 11일에 공학박사였던 압두라힘
풀라토프(Abdurahim Pulatov)는 당시의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가지고 있었던 아랄해의 환경문
제, 경제문제, 언어문제, 여성문제 등을 공감하는 과학자와 작가들을 중심으로 15,000명의 회원을 가진 브를
릭(Brilik, 통합)이라는 단체를 출범시켰다.24)
이 단체는 ‘브릴릭’이라는 신문을 발간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점차적으로 이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브를릭을 정당으로 승격시키자는 일부 지도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압두
라힘 풀라토프는 반대하였다.25)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지도자들은 이 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정당인 에르크(Erk, 자유)를 창립하였다.26)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작가동맹의 의장이었던 무함마드 살리흐(Muhammad Salih)가 에르크의 창
당을 주도하였다. 그는 1990년에 우즈베크최고회의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공화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
하면서 반공산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에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서기였던 카리모프는
1991년 8월 31일에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초대대통령 선거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슬람 카리모프는 이
미 법적으로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에르크를 탄압할 수 없었지만, 브를릭과 이슬람부활당(the
Islamic Renaissance Party)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였다. 브를릭이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정당으로 기구의 정체성을 전환시켜야 했는데, 이슬람 카리모프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6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법을 만들면서 브를릭의 창당을 방해하였다.
결국 브를릭은 정당이 되지 못하고 압두라힘 풀라토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27) 마찬가
지로 1990년에 창당된 이슬람부활당은 헌법 57조에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표방하는 정당은 창당할 수 없다
는 명분으로 이 당의 존재를 법적으로 전면 부정하였다.28)
1991년 12월 29일에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초대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논란이 있었지만 공산당의 후
신인 국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의 후보인 이슬람 카리모프가 87.1%의 득표로 당선
되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슬람 카리모프는 정적이었던 압두라힘 풀라토프와 무함마드 살리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전자는 1992년 6월에 거리에서 테러를 당하고 난 후에 터키로 망명을 떠났으
며, 이후에도 브를릭의 핵심 지도자들이 의문의 테러를 당하였다.29) 후자는 카리모프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으며, 1993년 4월에 반역죄로 투옥되었다. 이후 그는 국제사회의 탄원으로 풀려났지만 결국 아제
23) Markowitz, Lawrence. “How master frames mislead: the division and eclipse of nationalist movements in Uzbekistan and
Tajikistan,” Ethnic and Racial Studies, 32(4), 2009. pp.716.
24) Allworth, Edward. Central Asia, 130 Years of Russian Dominance: A Historical Overview (Durham, N.C.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578-579.
25) 일부 문헌에서 브를릭을 정당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단체는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26) http://countrystudies.us/uzbekistan/47.htm(검색일: 2021.10.09.)
27) Aydin, Gǜlen. Authoritarianism versus Democracy in Uzbekist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Thesis of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4).(http://etd.lib.metu.edu.tr/upload/12604690/inde
x.pdf(검색일: 2021.10.09.))
28) Ibid., pp.64.
29) Drobizheva, Leokadia. Ethnic Conflict in the Post-Soviet World: Case Studies and Analysis (Armonk, NY: M. E. Sharpe,
1996). p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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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이잔을 거쳐서 터키로 망명을 선택하였다.30)
브를릭은 에르크와 달리 처음부터 정치적 노선을 표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
국이 직면하고 있는 아랄해의 환경문제와 여성문제 등을 이슈화시키면서 정부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브를릭은 우즈베크어를 공식어로 규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우즈베크소
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독립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슬람 카리모프의 입장에서도 이 단
체가 독립국가로서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압두라힘 풀라토프가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카리모프는 정치적으로 그를 탄압하였다.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구현
하는데 우즈베크어는 필수항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브를릭을 탄압한 것은 카리모
프 정권이 우즈베크어를 단일한 우즈베크인 민족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현재 우즈베크어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어가 되었지만 언어적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다. 공식어로
서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우즈베크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러시아어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우즈베크어가 공식어로서 기능을 하려면 이러한 어휘들을 우즈베크어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에 맞
는 신조어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관련 학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1988년
에 출판된 어휘 5만 개의 우즈베크어-러시아어 사전이 사용되고 있다.31) 게다가 라틴문자로 개혁한 이후 출
판된 사전은 기존의 키릴문자로 표기한 1만4천 개의 어휘를 라틴문자로 어떻게 변환시키는지를 제시한 단어
장 수준의 사전이 유일하다.32)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카리모프 정권은 에르크의 지도자인 무함마드 살리흐의 정치적 성향과 동일하게 나
가야만 했다. 비록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서기 출신이지만 이슬람 카리모프가 독립국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탈퇴하고 반공산당 전선에 있어야만 했다.
무함마드 살리흐 역시 공산당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찬성하면서 우즈베크소비에
트사회주의공화국의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비난하였다. 특히 우즈베크 문학, 언어, 역사에
대한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함마드 살리흐는 압
두라힘 풀라토프와 동일한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브를릭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무함마드 살리흐와 에
르크는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리모프 정권은 그가 대
통령 후보로 경쟁했다는 점과 독립 이전부터 이미 반공산당을 표방하는 에르크를 창당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한 것이다.
카리모프 정권은 위와 같은 우즈베크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우즈베크족문화를 복원시키려는 지도자와 단
체 그리고 정당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탄압으로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
크어, 문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카리모프 정권은 이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슬람은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고르바
초프 집권 이후부터 이슬람의 부활이 급속히 진행되었다.33)
30) 이후에도 무함마드 살리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타슈켄트 폭탄테러의
주동자로 그를 지목하고 궐석재판으로 15년을 구형하기도 하였다.
31) Узбек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Ташкент: Ташкент, 1988)
32) O’zbek Tilining Kirill va Lotin Alifbolaridagi Imlo Lug’ati (Toshkent: Sharq, 2004)
33) Walker, Edward. “Islam, Islamism and Political Order in Central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6(2), 2003.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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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모프 정권은 독립 이후에 이슬람의 부활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34) 예를
들면, 그는 모스크 건설과 이슬람 기념일을 허용하였으며, 스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코란 위에 손을 얻고
대통령 선서를 하였다.35)
그러나 카리모프 정권 앞에 먼저 나타난 이슬람은 소비에트체제 이전에 존재했던 수피즘이나 수니이슬람
의 성향이 아니라 원리주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슬람부활당은 우즈베키스탄을 이슬람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모프 정권은 이 정당을 헌법으로 탄압했다. 반면에 동부 페르가나 지방에서 나타난
이슬람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이슬람혁명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을 이슬람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36)
대표적인 단체가 아돌라트(Adolat, 정의)였다. 카리모프 정권은 이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였지만 일부의 회원
들이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페르가나 지방에 나타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위협을 인식한 카리모프 정권은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에서 존경을 받았던 이슬람지도자들인 이맘(Imam)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저명한 율
법학자(mufti)이자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초대 율법학자로 임명된 무함마드 소디크 무함마드 유수프
(Mohammad-Sodik Mohammad-Yusuf)의 정치적 성향은 카리모프 정권에게 중요했다.37) 그는 지속적으로 친
정부 성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당시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카리모프 정권은 이맘을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는 작업을 단행하여 반정부 성향을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하
였다.38) 이외에도 카리모프 정권은 내각 산하에 종교위원회를 창설하고 이슬람대학교를 개교하면서 공식적
으로 이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39)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이슬람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정의가 규정되고 있다.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도 정부
의 감시 하에서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크인 대부분이 가지는 이슬람 성향은 세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랍의 국가들처럼 엄격하게 코란을 생활의 지침서로 삼으면서 살아가기 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카리모프 정권의 통제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이슬람이 탄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굳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리모프 정권이 지향하는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이슬람이란 세속적 이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우즈베크인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카리모프 정권이 규정하는 ‘단일한 우즈베크 민족주의’ 내용의 대부분은 브를릭과 에르크에 의해서 주창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권 창출과 안정을 위해서 탄압을 시도하고 말았다. 따
라서 현재 우즈베크인의 민족문화가 발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⑥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씨족전쟁
카리모프는 집권 이후 사마르칸트 출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독립 이후에도 이 체제를 유지하
34) Bohr, Annette. Uzbekist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8). pp.26.
35) Aydin, Gǜlen. Authoritarianism versus Democracy in Uzbekist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Thesis of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4).(http://etd.lib.metu.edu.tr/upload/12604690/inde
x.pdf(검색일: 2021.10.09.)) pp.64.
36) Rashid, Ahmet. Rise of Militant Islam in Central Asia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2). pp.139.
37) http://carnegieendowment.org/files/cp_82_olcott2_final.pdf(검색일: 2021.10.09.)
38) EMcGlinchey, Eric. “Islamic Leaders in Uzbekistan,” Asia Policy, 1(1), 2006. pp.131-132.
39) Akbarzadeh, Shahram. “Nation-building in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15(1), 1996.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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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1999년 2월 16일에 타슈켄트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치권의 판도가 변화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이 테러를 주도하였
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마르칸트 파벌이 카리모프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였다고 밝혀졌다.40)
카리모프는 집권 이후 사마르칸트 파벌에 국가의 이권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자 이권을 회수하거나 조정하였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움
직임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3배까지 났던 1998년에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을 선언하자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해인 1999년 2월에 타슈켄트에서 연쇄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테러가 발생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3배가 나면 권력층은 이를 악용하여 손쉽게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3배 높은 가격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것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100달
러가 순식간에 300달러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뜩이나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고가 더 떨
어졌다. 카리모프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 출신의 권력자들에게 이러한 행위
를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카리모프의 이러한 대응에 반발하여 사마르칸트 파벌 내부의 권력자들이 그
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이자 카리모프를 정치적으로 후원(patronage)했던 이스마일 주라
베코프(Ismail Jurabekov)가 있었다.41)
그는 카리모프가 우즈베크공화국의 당비서로 집권할 당시에 수자원부장관이었고 독립 이후에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농업담당 수석부총리를 역임하였다. 1999년에 카리모프는 위와 같은 이중환율을 통한 사마르칸트 파
벌 권력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해 1월에 이 파벌의 실세인 주라베코프를 해임하려고 시
도하였다.42) 그러자 다음 달인 2월에 타슈켄트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카리모프는 이 사건 이후 주라베코프를 해임하고 대통령 수자원·농업담당 비서로 좌천시켰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슈켄트 파벌과 연합하였다. 이 당시에 카리모프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권
력자들을 제거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파벌의 실세이자 1995년부터 민족안전국 의장을 맡고 있었던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와 연합하여 사마르칸트 파벌과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3월에 주라베코프가 대통령 비서에서 해임당하고 난 후 3월부터 7월까지 경
찰을 상대로 하는 테러와 미국과 이스라엘대사관을 공격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43)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1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는 이노야토프가 1991년부터 내무부장관에 재직하고 있던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인 조키르 알마토프(Zokir
Almatov)를 겨냥하여 테러를 지휘했다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 동안 사마르칸트파벌은 내무부장관인 알마토프를 내세워서 권력을 유지하
려고 하였으며, 카리모프는 타슈켄트파벌과 연합하여 민족안전국 이노야토프를 통해서 자신의 신변과 권력
40) ICG Asia Report, “Central Asia: Uzbekistan at 10: Repression and Instability,” 21, 2001, pp.1-39. (http://www.rf
erl.org/content/article/1052177.html(검색일: 2021.10.09.)) (http://ise ees.berkeley.edu/bps/publica tions/2003_06-naum.p
df(검색일: 2021.10.09.))
41) https://www.rferl.org/a/the-making-of-islam-karimov-uzbekistan/26917396.html(검색일: 2021.10.09.), https://vvprohvatilov.li
vejournal.com/305257.html(검색일: 2021.10.09.)
42) https://www.rfer l.org/a/1058611.html(검색일: 2021.10.09.)
43) https://worldvi ew.stratfor.com/article/uzbekistan-today-power-breakdown-and-volatility(검색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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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대결구도는 2005년 5월 13일에 발생한 안디잔 사태를 통해서 카리모프와 타슈켄트 파벌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카리모프는 안디잔 시민들을 상대로 무력진압을 지휘한 알마토프를 해임할 수 있는 명
분을 가졌는데, 알마토프는 카리모프가 해임을 하기 전에 암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독일로 먼저 떠나면서
권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44)

1-3. 투르크메니스탄
① 니야조프 등장
니야조프는 스탈린의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한창이었던 1940년 2월 19일에 수도인 아슈하바트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깁착(Gypjak)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아타무라트(Atamurat)는 세계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으며,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어머니 구르반솔탄 예제(Gurbansoltan Eje)는 1948년 아슈하바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하였다. 니야조프는 8살에 고아가 되었다. 그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
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서 모스크바전력공학대학(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967년에 레닌그라드기술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니야조프
는 1962년에 소비에트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67년에 고향으로 귀국하여 전력부문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1970년부터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공산당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니야조프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슈하바트 당서기를 역임하면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큰 공을
세웠다. 이후 1984년에 소비에트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모스크바로 진출하였다.
니야조프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당서기에 임명되었다. 1985
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주창하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전 소비에트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브레즈네프(Brezhnev) 세력을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중앙아시아의 각 공화국에 ‘면화스
캔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는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장기 집권했던 투르크멘소
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당서기 가푸로프(Muhammednazar Gapurov)를 해고하고 니야조프를 임명하였다. 니야
조프는 1985년 12월 21일부터 1991년 12월 16일까지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당서기를 역임하였
다. 니야조프가 비록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당서기에 임명되었지만 그는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부족정치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부족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30개
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테케(Teke), 요무트(Yomut), 사르크(Saryk), 초우두르(Chowdur), 예르사리
(Ersary)와 같은 다섯 개의 부족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각 부족들은 각자의 시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
의 정체성을 카펫의 문양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부족적 전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에

44) https://www.dw.com/en/uzbek-minister-leaves-germany-after-probe-opens/a-1829774(검색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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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 5개 부족을 상징하는 카펫 문양이 나타나 있다. 테케, 요무트, 예르사리 3개의 부족이 투르크메니스탄
의 면적과 인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테케는 아할(Ahal)과 마리(Mary)로 그리고 요무트는 발칸(Balkan)과
다쉬오구즈(Dashoguz)로 다시 나누어진다. 인구는 테케가 면적은 요무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테
케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와 면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소비에트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족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실패하였다.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정부는 집단농장을 통해서 부족 체제를 없애
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집단농장은 부족의 단합을 강화시켰다. 모스크바는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의 권력구조
를 만드는데 있어서 특정 부족의 인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다양한 부족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정권하에서 이 원칙이 깨졌다.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공산
당 당서기에 임명된 예르사리 부족 출신의 가푸로프는 16년 동안 장기 집권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교
체하는 과정에서 아할테케 출신의 니야조프를 선발하였다. 니야조프는 가푸로프의 집권 기간에 단순히 아할
테케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공산당에 주요 보직을 맡았는데, 이는 니야조프가 고아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
다. 가푸로프는 니야조프가 고아 출신이라서 아할테케에 대한 충성도가 낮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니야조
프는 아할테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가푸로프를 제거하고 그의 부족과 주요 인사들을 탄압
하는데 적임자로 니야조프를 고려하고 선발하였다. 니야조프는 고르바초프의 의중에 맞게 이들을 제거하였
으며, 철저하게 고르바초프를 지지하고 부족을 정치 세력화시키지 않는 정책을 외형적으로 유지해 나갔다.
③ 니야조프 집권기
투르크메니스탄도 주변의 국가들처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맞추어서 반정부 성향의 운동이 일
어났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주당(Democratic Party) 창당과 아그주 브를리크(Agzy-Birlik, 통합) 운동이었다.
니야조프는 이들의 활동을 반정부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전
할 수 있는 정적들을 대부분 제거하였다. 1990년 12월 22일에 발족된 민주당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정당이었으나 농촌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의 사유화를 당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고 활동하였다. 니야조
프는 이 당의 지도자인 호자무하메도프(Durdymurat Khoja-Mukhamedov)를 2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터키로 추방시켰다. 아그주 브를릭크 운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과학아카데미와 연합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주요 운동의 내용은 투
르크멘어와 역사의 부활, 목화 재배로 파괴된 생태 복원, 독립 지지 등이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이 1990년
최고회의에 후보자로 나서면서 니야조프는 이 단체를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1990년
에 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이 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었다. 니야조프는 독립 직전에 발생한 반정부 성향의 단
체와 정치력 있는 인물을 초기에 제거하여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니야조프는 독립 전인 1990년 10월
27일에 실시한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와서 유권자 98.3%의 지지
를 받아서 당선되었다.
니야조프는 고아로 성장했지만 소비에트체제의 혜택을 받아서 모국의 공산당 당서기까지 출세했기 때문에
소비에트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실제로 고르바초프보다는 강경한 보수 공산당 세력을 지
지하였다. 니야조프는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보수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
다.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하자 니야조프는 결국 1991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서 투르크
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는 독립 이후 1992년 6월 21일에 실시된 초대대통령 선
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여 유권자 99.5%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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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니야조프 개인숭배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이후 니야조프의 개인숭배 형성과 과정을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르크멘바시’
니야조프는 1991년 10월 27일에 독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자신을 ‘투르크멘바시’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하였
다. 그리고 이후 관공서 건물의 벽들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게 하였고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초상이 그려진 배
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1992년 헌법제정과 거리명칭 변경
투르크메니스탄의 헌법은 1992년 5월 18일에 선포되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참고한 것은 1927년, 1937년, 1978년에 제정되었던 투르크멘소비
에트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보편적 민주주의체제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니야조프의 이력과 이러한 헌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통치방식은 반민
주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헌법 45조에는 인민위원회(Halk
Maslahaty) 항목이 있다. 사실상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이 기구는 1999년과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결기구로 성장하였으며, 의장은 니야조프가 맡았다. 이처럼
첫 번째 헌법을 통해서 니야조프는 자기중심의 강력한 권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기간에
사실상 국가기구의 독립성은 서서히 훼손되어 갔다. 의회는 친위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하였고, 사법부 임명권
한은 대통령이 보유했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을 원칙으로 하는 3권 분립은 실종
되고 말았다. 니야조프는 1992년부터 아슈하바트에 있는 중앙로 명칭을 ‘투르크멘바시’로 변경하였다.
셋째, 1993년 각종 세금 면제, ‘투르크멘바시’ 칭호 부여, 도시명칭 변경
1993년 1월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전 국민은 가스, 전기, 상수도의 세금을 2030년까지 면제받았다. 그해
10월 22일 투르크메니스탄 국회(Mejilis)는 니야조프에게 공식적으로 ‘투르크멘바시’ 칭호를 부여하였다. 그
리고 카스피해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 크라스노보드스크(Krasnovodsk)의 지명이 니야조프를 지칭하는 ‘투르크
멘바시’로 변경되었다.
넷째, 1994년 대통령 임기 연장 국민투표,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시작, 니야조프 생일
의 국경일 선포.
1993년에 집권당인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urkmenistan, 공산당의 후신)은 니야조프의 임기를 2002
년까지 연장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1994년 1월 15일 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9.9%의 찬성으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1월에 니야조프는 모든 관료들을 동원하여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국가부흥운동
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994년 12월 26일에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니야조프의 생일인 2월 19일을 국
경일로 선포하였다.
다섯째, 1995년 영세중립국 선포
1995년 12월 12일에 투르크메니스탄은 UN으로부터 영세중립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니야조프는 이를 통해
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섯째, 1999년 종신대통령 선포와 황금동상 건설
1999년 인민위원회는 니야조프가 종신대통령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리석과 황
금으로 그의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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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2001년 루흐나마 출간
루흐나마는 니야조프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영적인 책’(Holy Book)의 의미를 가진다. 2001년 9월 12일에
1권이 그리고 2004년 1월 2일에 2권이 출간되었다. 니야조프는 이 책을 전 국민이 필독해야 한다고 명령했으
며, 국가의 모든 시험은 루흐나마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니야조프는 2006년에 이 책을
세 번 완독하면 천국에 간다고 했다. 이 책들의 주요 내용은 투르크멘의 역사, 전통, 풍습, 인물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덟째, 2002년 달력 명칭 변경과 니야조프 암살 사건
니야조프는 2002년 8월 10일에 달력에 표기하는 월(月)의 명칭들 중에서 1월을 자신을 칭하는 ‘투르크멘
바시’, 4월을 니야조프의 어머니 이름인 ‘구르반솔탄’(Gurbansoltan), 10월을 ‘독립’을 의미하는 ‘갈라스즈
릭’(Garaşsyzlyk), 12월을 ‘중립’을 의미하는 ‘비타라플릭’(Bitaraplyk)으로 바꾸었다. 11월 25일에 니야조프 암
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니야조프를 태운 대통령 차량들 방향으로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돌진하면서 폭발이 일
어났다. 니야조프는 별 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누군가가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
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전 외무장관 시크무라도프(Boris Shikhmuradov)와 농산부 장관 이클리모프
(Imamberdy Yklymov)가 암살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시크무라
도프는 투르크멘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2001년에 중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로 좌천되었다. 이
후 그는 2002년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입국한 후 니야조프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
다. 그런데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니야조프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고문과 약물로 인해서 말한 것이라고 추후에 알려졌다. 현재까지 그의 생사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니야조프는 암살 사건 이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그는 인민위원회의 종신 의장이 되었으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자신의 암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단절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투르크메
니스탄 국민의 국내외 여행 제한 조치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외국인 여행 제한 조치를 동시에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니야조프 암살의 실패로 인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버렸다.

1-4.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자국을 통치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1일에 있었던 임기 7년의 대선에서도 당선되면서 2027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라흐몬의 권력 형성과 권력 강화 과정은 위 3명의 대통령과 달랐다. 라흐몬은 비록
1994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대선 당시에 타지
키스탄의 최대 지역파벌이었던 레닌아바드(Leninabad, 현재 후잔트(Khujand)) 파벌은 강력한 야당의 반정부
세력과 대척하기 위해서 자신과 종속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었던 남부의 쿨랍(Kulob, 현재 할툰(Khatlon)) 파벌
출신인 라흐몬을 임시방편으로 여당 후보로 내세웠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라흐몬이 레닌아바드 파벌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 게다가 국영농장의 조합장이었던 무명의 라흐몬
을 중앙 정치무대에 소개한 ‘타지키스탄 인민전선’(Народный фронт Таджикистана)의 군 지휘관이자 동향
이었던 사파로프(Sangak Safarov)가 대선 이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를 지지할 세력도 사실
상 없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을 형성한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자
국의 경제적 이권을 독점해야만 한다. 그러나 라흐몬은 타지키스탄 내전 중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적 이권이 될 만한 것들이 상당수 파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조차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라흐몬은 나자르바예프, 카리모프, 니야조프가 자신의 권력형성과 강화에 도움을 받았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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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1994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① 라흐몬의 등장
라흐몬은 1952년 10월 5일 쿨랍의 당하라(Danghara) 지역에 농부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69년에 칼
리니나바드(Kalininabad, 현재 사르반드(Sarband))에 위치하는 40번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쿠르간-튜이빈
스크에 위치하는 식용유공장에서 전기기술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라흐몬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연해주의 극동함대에서 군복무를 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1976년부터
레닌 국영농장(Sovkhoz)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87년까지 국영농장의 노동조합대표 겸 관리비
서로 활동하면서 1982년에 타지키스탄 국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라흐몬은 1987년부터 위 국영농장의 조합장이 되고 본격적으로 공산당에서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90년에 12차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인민대표로 선출되면서 본격적
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라흐몬은 1992년에 쿨랍의 인민대표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해 11월 19일에 최고회의 16차 회의에서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② 씨족정치
레닌아바드 파벌과 쿨랍 파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라흐몬이 권력을 형성하고 이후 강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영토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반면에 레닌아바드 지역은 면화
재배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서 구소련 시기에 모스크바는 이곳에 경제적 투자를
집중하였다.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Tajik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공산당 제1서기를
1946년 이전까지 타지크인 보다는 이민족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1946년에 레닌아바드 출신의 가푸로프
(Bobojon Ghafurov)가 임명되면서부터 45년 동안 이 지역 출신들이 공산당 제1서기에 임명되었다. 레닌아바
드 파벌은 이 기간 동안 권력을 구축하면서 1991년 말에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핵심 직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였다. 1989년 레닌아바드 지역은 모스크바가 타지키스탄에 할당한 지원금의 60%를
받았다. 그리고 1992년에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733개 공장 중에서 616개가 이 지역에 있었으며
1994년에 이 지역이 국가 예산수입에 62%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통계만 보아도 레닌아바드가 타지키스탄에
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에서 거대한 권력집
단으로 성장한 레닌아바드 파벌은 다른 지역파벌에게는 위협의 대상이었다. 레닌아바드 파벌 역시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여 이권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타지크인과 다
른 가름과 파미르 지역을 배제하고 남은 쿨랍 파벌을 선택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쿨랍 역시 최대
지역파벌과 적대적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원하였다. 그러
나 이들의 관계는 상하관계였으며 역할분담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예를 들면, 각 기관의 장은 레닌아바드 파
벌이 차지하고 그 밑에 실무진들은 쿨랍 파벌 출신들이 고용되는 방식으로 쿨랍 파벌은 레닌아바드 파벌에
게 정치적으로 충성해야만 했다. 특히 쿨랍파벌 출신들은 내무부에 다수 고용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권
력을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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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라흐몬 통치기
무명이었던 라흐몬이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단기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
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92년 11월 4일 알마티에서 러시아 제201차량화소총병사단이 타지키스탄 내전에 평화유지군 역할을 한
다는 내용으로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UN군의 개입도 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 반정부 세력의 무장화는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야기했으며, 이는 UN과 러시아 중심의 CIS가 협력하여 타지키스탄 내전을 해결해야 한다
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친정부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레닌아바드
파벌 출신의 과거 공산당 강경보수파는 의회를 장악하여 이스칸다로프 임시대통령을 회유시켜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쿨랍 출신의 의회 의장이었던 라흐몬을 정부 수반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총리였던
압둘라자노프는 그 지위를 유지하여 쿨랍-레닌아바드 친정부 연합이 출범하였다.
공산당 강경보수파인 라흐몬은 ‘야당연합’ 세력을 배제한 내각을 구성하였다. 12월에 친정부 세력은 두샨
베를 함락하고 여세를 몰아서 가름과 쿠르간-튜베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단행하였다. 라흐몬의 집권 이후
내전은 더욱 격렬해졌으나 친정부 세력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급변은 이슬람부흥당을
위시하는 ‘야당연합’ 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라흐몬에 대한 지원에서 비롯
되었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1993년에 접어들면서 소강상태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 4월부터 양측은 휴전협
상에 들어가서 마침내 9월 1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해 11월 6일에 종교적 색채를 가지는 정당의 활동
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당일 날 치러진 대선에서 라
흐몬이 압둘라자노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압둘라자노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정국은
다시 불안해졌다. 라흐몬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쿨랍 출신의 인민전선 군 지휘관인 사파로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라흐몬과 사파로프의 관계는 공생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23년간 수감생
활을 했던 사파로프가 레닌아바드 파벌의 실세였던 나비에프의 선거캠프 관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인민전선의 군 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이 상황에서 국영농장 조합장이었던 라흐몬이 사파로프를 재정
적 후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라흐몬이 단기간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라흐몬이 무명의 국영농장 조합장에서 거의 4년 만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레닌아바드 파벌이 라흐몬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했다.
각각의 지역파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속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력이 강한 지역파벌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세력이 약한 지역파벌은 강한 세력의 파벌
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한다. 이러한 협정은 비공식적이지만 씨족 중심의 지역파
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 씨족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가의 이권을 분
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지키스탄은 이러한 국가 이권의 분배를 두고 각지역파벌들이 합의를 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레닌아바드 파벌은 모스크바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폭적인 지
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파벌들과 국가적 이권을 분배하는 합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러한 모
스크바의 일방적인 레닌아바드 파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다른 파벌들은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매년 모스크바로부터
예산 보조금 40%를 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레닌아바드가 이 금액의 60%를 가져갔다. 그러나 고르바초
프는 경제 구조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타지키스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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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힘든 공화국에게 보내는 예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했
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1985년까지 5%에 달했던 타지키스탄의 실업률이 1990년에 20%이상으로 증
가하였다. 중요한 것은 레닌아바드보다 다른 지역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만약에 씨족협정이
존재했다면 다른 지역파벌들의 레닌아바드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스크바의 통제가
사라진 1991년 이후부터 타지키스탄에서 차별받던 지역파벌들은 당을 창당하고 정치적으로 레닌아바드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자원과 사업이 모든 지역파벌에게 만족할 만
큼 분배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국가적 이권을 차지하고 있던 레닌아바드에 대한 저항은 더 강하게 나
타났다. 이렇게 상황이 급속하고 심각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아바드 출신의 마흐카모프와 나비예프
와 같은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였다. 결국 마흐카모프와 나비에프는 도전세력에 의해서 이
미 두 번이나 통치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통치권을 차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하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속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우호적인 쿨랍 파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슬라노프와 라흐몬이 레닌아바드 파벌에 의해서 발탁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군대인 제201차량화소총병사단은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그리고 타지
키스탄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타지키스탄에 주둔해 있었다. 러시아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비하여 이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실제로는 중앙아시아에서 독립 이후에도 제대
로 된 자국 군대를 갖추지 못한 타지키스탄만이 러시아 군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 러
시아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01차량화소총병사단을 남겨 두었다. 1992년
러시아는 야당의 공세에 나비예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일시적으로 1992년 5월 10일 이 군대가 그를 보호하
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후 러시아 두마와 카자흐스탄 의회는 1993년 4월에 타지키스탄 내전에 평화유지군
(Russian peacekeeping forces)으로 제201차량화소총병사단을 승인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는 1994년 대선에서
라흐몬을 지지하였다. 이때부터 라흐몬은 레닌아바드 파벌이 소비에트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을 강화했
듯이 자신이 속한 쿨랍 파벌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되었다.

2. 현재 중앙아시아 정치
2-1. 카자흐스탄
2019년 3월 19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자르바예프는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하였다. 2019년 3월 20일 헌
법에 따라 상원의장인 카심 토카예프가 예상대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토카예프는 71%의 득표율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토카예프는 사실상 나자르바예프가 사임을
결정하기 전에 후계자로 정했다고 한다. 사실상 별문제 없이 토카예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나자르바예프가 비록 퇴임했지만 토카예프 뒤에서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추
측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카예프는 나자르바예프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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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즈베키스탄
① 카리모프 급서와 미르지요예프 등장
2016년 9월 2일에 카리모프의 사망이 우즈베키스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9월3일 카리모프
의 고향인 사마르칸트에서 3일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미르지요예프는 장례조직위원장이 되었고 카리
모프의 장례식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때 해외언론은 미르지요예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하였는데, 이유는
고인을 직접 묻는 사람이 차기지도자라는 소비에트체제에서부터 내려온 속설 때문이었다.45)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의하면,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이후 3개월 동안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46) 그러나 니그마틸라 율다셰프(Nigmatilla Yuldashev)
상원의장은 9월 8일에 상하원 합의로 임시대통령을 미르지요예프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하였다.47) 12월 4일로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대내외적으로 차기 대선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미르지요예프와 더불어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는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였다. 아지모프는 타슈켄트 출신
으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독립 이후에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재무
담당 수석부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고는 아지모프가 관리한다고 할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 경제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으며, 해외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지모프
는 국제회의에서도 카리모프 옆에 항상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2인자로 이미 국내외에서
거론되었던 인물이었다.48) 이노야토프는 국경수비대와 세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측면에서는 이
미 1인자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당시에 72세라는 나이와 민족안전국 의장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외부와 접촉
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대권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노야
토프의 권력 수준과 카리모프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차기대통령은 그가 정해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49)
이들의 3강 구도는 매우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르지요예프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아지모프는 출마를 포기하였으며,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50) 이노
야토프는 부총리로 있었던 아지모프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인 미르지야예프는 당연히 스스로 정치권에서 물
러나야 하는데, 이를 경우에 사마르칸트파벌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파벌이 정권을 잡아서 정국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지모프의 출마를 막았다. 서방의 한 언론은 미르지요예프 역시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노야토프와
아지모프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공유한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51) 이처럼 사마르칸트파
45) Dzhuraev, Shairbek. 2017. “A smooth succession: Uzbekistan’s second president” http:// caspianet.eu/2017/05/14/smooth-suc
cession-uzbekistans-second-president/(검색일: 2021.10.09.)
46) 우즈베키스탄 헌법 9조 96항.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Uzbekistan_20 11.pdf?lang=en(검색일: 2021.10
.09.)
47) RFE/RL. 2016. “Uzbekistan Names Longtime PM Mirziyaev Interim President” https://ww w.rferl.org/a/uzbekistan-interim
-president-karimov/27974858.html(검색일: 2021.10.09).
48) Roth, Andrew. 2016. “uncertainly over President Islam Karimov’s condition roils Uzbeki stan” https://www.washingtonpos
t.com/world/asia_pacific/succession-looms-in-uzbekistan–amid–uncertainty-over-leaders-condition/2016/08/30/974d7e86-6e2411e6-993f-73c693a8 982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2d9fdf0baea(검색일: 2021.10.09).
49) MacFarquhar, Neil. 2016. “With Uzbekistan’s Ruler Gravely Ill, Questions Arise on Succes sion”
https://www.nytimes.com/2016/08/30/world/asia/uzbekistan-president-islam–karimo v.html?_r=0(검색일: 2021.10.09).
50) Chikhladze, Tatia. 2018. “Who to talk to in Uzbekistan: developments after 2016 power succession”
http://caspianet.eu/2018/11/11/who-to-talk-to-in-uzbekistan-developments-a fter-2016-power-succession/(검색일: 2021.10.09).
51) Reuters. 2016. “Uzbekistan PM wins presidential vote panned by Western monitors” http s://www.reuters.com/artic
le/us-uzbekistan-election-idUSKBN13U1BH(검색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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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타슈켄트파벌의 대결과 충돌을 예상했던 우즈베키스탄 대선은 사실상 미르지요예프의 승리로 끝났다.
미르지요예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카리모프의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해
외 언론들도 미르지요예프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 미르지요예프는 대통령으
로 취임한 후 첫 날에도 카리모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52) 무엇보다 그는 13년 동안 독재자 카리
모프 밑에서 총리로 13년을 재직하고 그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미르지요예프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53)
② 미르지요예프 개혁
미르지요예프는 2016년 12월 4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불과 65일이 지난 2017년 2월 7일에 자신의 개
혁 내용을 담은 ‘우즈베키스탄 2017-2021년 5개년 개발전략’(Стратегия действий по п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
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17-2021 годах)을 공표하였다. 그는 ‘발전전략센터’(Цент
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를 만들어 자신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켰다.54) 미르지요예프는 10대 개
혁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그의 10대 개혁 과제와 이에 따른 핵심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
다.55)
①

통화자유화(Валютная либерализация, Currency liberalization)

②

세금개혁(Налоговая реформа, Tax reform)

③

경제개혁(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Economic reforms)

• 환율단일화 • 환전자유화

• 세무관련 기관 개혁 • 세법개혁

• 사기업의 양성 •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 철폐

④

교육개혁(Реформа образования, Education reform)

⑤

부패퇴치(Борьба с коррупцией, Fighting corruption)

⑥

• 11학년제 복귀 • 교육기관 종사자 급여 인상

• 반부패법 공포 •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군대개혁(реформ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military reform)
• 군사교육시스템 개선

⑦

내무부개혁(реформа МВД, MIA reform)

⑧

민족안전국개혁(реформа СНБ, NSS reform)

• 2023년까지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완료

• 민족안전국의 대폭적인 개혁

52) EurasiaNet. 2016. “Uzbekistan: Life After Karimov, More of the Same” https://eurasia net.org/uzbekistan-life-af
ter-karimov-more-same(검색일: 2021.10.09).
53) Geschwindt, Tim. 2018. “Cutting Out the Kingmaker: Mirziyoyev at a Crossroads” https:/ /thediplomat.com/2018/03/cutt
ing-out-the-kingmaker-mirziyoyev-at-a-crossroads/(검색일: 2021.10.09).
54) Цент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http://strategy.gov.uz/en(검색일: 2021.10.09).
55) Spot. 2018. “Опубликован список главных реформ президента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https://www.spot.uz/ru/
2018/07/24/reforms/(검색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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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권(права человека, Human Right)

⑩

행정개혁(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реформа, administrative reform)

• 사면령 • 기업가 권리 보호

• 행정시스템의 현대화

③ 사마르칸트 파벌의 부활
2005년 안디잔 사태의 무력진압을 책임지고 내무부장관에서 물러났던 알마토프가 2016년 12월 20일에 미
르지요예프가 개설한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56) 알마토프는 사마르칸트파벌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1999년 타슈켄트 폭탄테러를 통해 카리모프를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특히 타슈켄트파벌의 수장
인 이노야토프와 경쟁에서 패배하여 물러났기 때문에 그의 정치무대 복귀는 이노야토프를 비롯한 타슈켄트
파벌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뉴스였다. 미르지요예프는 알마토프의 임명에 이에서 2017년 1월 3일에 지작
출신의 압두살롬 아지조프(Abdusalom Azizov, 이하 아지조프)를 내무부장관에 임명하였다.57) 이후 2018년 2
월 27일에 알마토프는 내무부 특별자문이 되었다.58) 이후 이노야토프를 비롯한 타슈켄트 파벌의 중심 세력
은 권력에서 물러났다.

2-3. 투르크메니스탄
2006년 12월 21일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니야조프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2006년 10
월 라마단 기간에 니야조프는 단식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게다가 1997년에 니야조프는 독일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에 크게 놀라울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2006년 10월 23일에 니야조프의 독일인 주치의였던 마이스너(Hans Meisner)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암살 의혹을 제기하였다.
둘째, 여전히 그의 사망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만성적인 심장질환으로 니야조프가 사망했다는 증거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니야조프의 사망 소식 이후 전 세계는 니야조프 자신이 후계자를 언급한 적도 없었고, 그의 독재체제가 여
타 지역파벌에게 불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 정치적 불안이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니야조프 사후 정권 승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01년 보건-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부총리로 임명되었으며, 니야조프 통치하에서 가
장 오랫동안 재직한 장관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차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밝혀졌다.
첫째, 그는 니야조프의 부족인 아할테케 출신이며, 후원네트워크(patronage network)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
왔다.
둘째, 그는 니야조프의 의도대로 교육, 의료 부문을 최악의 상태로 바꾸어 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56) Qalampir. 2016. “Зокир Алматов ҳукумат ишига қайтарилди” http://archive.qalampir. uz/news/zokir-almatov-xukuma
t-ishiga-qaytarildi-5275(검색일: 2021.10.09).
57) EurasiaNet. 2017. “Uzbekistan: Possible Changes at Security Agencies Offer Litmus Test for Reform” https://www.ec
oi.net/en/document/1393528.html(검색일: 2021.10.09).
58) centrasia.org. https://centrasia.org/person2.php?&st=1013880351(검색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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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니야조프 사후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매우 신속하게 정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첫째,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의하면, 의회 의장이 임시대통령을 맡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위원회
(State Security Council)는 의회 의장이었던 아타예프(Overzgeldy Atayev)가 아닌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검찰총장은 이 결정 이후 아타예프를 체포하고 임시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의 경호를 전담하였던 레제포프(Akmurat Rejepov)와 협력하여 권력 승
계에 착수하였다. 레제포프는 2002년 니야조프 암살 사건을 처리한 대표적인 측근이었다.
셋째, 인민위원회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49세인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후보자 조건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개정하여 기존의 50세를 40세로 낮추었다.
넷째, 강력한 차기 대통령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니야조프의 아들 무라트(Murat)는 15년 국내체류 조건과
투르크멘어 구사력을 맞추지 못해서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었으며, 딸인 이리나(Irina) 역시 이 조건을 갖추
지 못했다.
다섯째, 국방장관이었던 마메젤디예프(Agageldi Mamedgeldiyev) 역시 니야조프 사망 후 구금되어 버렸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레제포프와 협력하여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제거하였다. 2007년 2
월 11일에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유권자 98.65%가 투표에 참여하고 이들로부터
89.2%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안정적인 정권 승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콜린스(Kathleen Collins)는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씨족협정’(Clan Pact)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씨족협정은 각 씨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특정 사안들을 해결할 때 무력을 지
양하고 회의를 통한 합의로 결정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씨족보다 높은 수준의 ‘부족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비공식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을 구성하
는 주요 부족들의 대표들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최고의 수준에 있다. 콜린스의 주장에 따르면,
니야조프가 후계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사망했지만 이러한 부족협정을 통해서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이미 그
의 후계자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부족회의를 통해서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니야조프 부족의 후원네트워크 출신이고 한 번도 해고를 당하지 않은 장관이었으며, 특히 그를 지지한 자가
예르사리 부족 출신의 레제포프였기 때문이었다. 부족의 규모와 힘으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부족이 주도하는 부족회의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선출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만약에 베
르디무하메도프가 아닌 부족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다면, 아무리 평화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부족회
의라고 해도 니야조프 부족의 후계자가 승계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
은 테케부족이 무력적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다른 부족들은 이미 니야조프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권력투쟁을 하는 것 보다는 평화롭게 테케부족 내에서 니야조프의 후계자가 승
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헤일(Henry Hale)은 대통령 혹은 주요 인물과 지배
엘리트간의 관계가 후원에 기반을 둔다면 집권 세력의 정치적 안정은 전자의 통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니야조프는 1999년에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종신대통령이 되었다. 따라서 헤일의 주장
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니야조프의 권력이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원네트워
크에 있는 자들의 그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니야조프 사후에도 그를 끝까지 보좌해서 2인자로
평가받은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창출될 수 있었다.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독재국가에
서 지도자가 권위가 있는 경우에는 ‘세습’(Hereditary Succession)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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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니야조프가 비록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의 직계 혈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기득권은 권위주의 통치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야조프를 승계한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개인숭배 형성과 과정을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니야조프 개인숭배 제거 시작 및 레제포프 제거.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40
일도 채 되지 않은 3월 20일에 대통령이 국가기관과 지리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경계를 바꾸는 독자적인
권한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니야조프가 했던 개인숭배를 제거하는 첫 출발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에 당선된 지 4개월 만인 6월에 권력계승의 일등 공신이자 정적이었던 레제포프를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
로 체포하였다. 레제포프는 결국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둘째, 2008년 달력의 월(月) 명칭 복구 및 니야조프 배지 착용 금지, 헌법개정. 베르디무하메도프는 4월 24
일에 니야조프가 바꾸었던 달력의 월(月)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니야조프 초상이 그려진 배
지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국가모양의 배지를 달도록 하였다. 9월 26일에는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입법과 행
정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헌법개정이 있었다.
셋째, 2010년 ‘아르카다크’(Arkadaq) 칭호 부여.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이 니야조프를 ‘투르크멘바시’로 불
렀던 것처럼 10월 26일에 독립기념일 19주년을 맞아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수호자의 의미를 가지는 ‘아르카
다크’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넷째, 2013년, 2014년 루흐나마 의무교육 폐지.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13년 8월부터 자국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했던 루흐나마 의무교육을 금지시켰고, 다음 해인 2104년 7월에 대학교에서 루흐나마 시험을 폐지시켰
다. 이후 그는 학교의 역사시간에 자신의 일대기를 배우도록 했다.
다섯째, 2015년 황금동상 건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5월 25일에 ‘아슈하바트 날’에 말 위에 앉아있는 자신
의 거대한 황금동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여섯째, 2016년 헌법개정 및 3선 연임 폐지.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16년에 헌법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임
기를 7년으로 연장시켰고, 대통령 입후보 연령 제한 나이인 70세를 폐지시켰다. 그는 2017년에 3선 연임에
성공하였다.
일곱째, 2018년 차량 색깔 규제. 1월에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흰색에 운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시의 모
든 차를 흰색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였다. 니야조프는 이 외에도 니야조프 집권기에 붕괴시킨 교육과 의료 부
문에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고된 자들을 복귀시키고 노인연금을 부
활시켰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와 달리 가족형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명확히 잘 알려져 있
지 않지만, 두 명의 부인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두 명의 딸, 한 명의 아들이 있으며, 네 명의 자매가 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이권은 이 구성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부정부패
가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한 아들 세르다르(Serdar)는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다.

2-4. 타지키스탄
라흐몬은 현재의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이것은 투르크메니
스탄의 니야조프와 그를 승계한 베르디무하메도프와 같은 수준으로 라흐몬이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라흐몬의 개인독재체제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없다면 라흐몬이 구축한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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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주의 독제체제 유형은 학문적으로 보다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래의 중앙아시아 정치 전망
초대대통령의 독재체제를 승계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고 타지키스탄은 여
전히 라흐몬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토카예프가 아직까지 나자르바예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의
가족들과 권력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2024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서 토카예프가
장기독재의 기반을 닦았는지 아닌지가 명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지요예프는 사마르칸트 파벌을 중심으로 전임자와 같이 강력한 장기독재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 있을 대선에서도 무난히 권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르디무하메도프와 라흐몬은 부자상속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라흐몬은 지난 대선에서 헌법개정을 통
해 대통령 출마 연령을 30으로 낮추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베르디무하
메도프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권력을 연장하겠지만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위의 4개국에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사실상 없었다. 그리고 소
위 말하는 독립세대와 대통령 장학생 그룹이 기존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유치
원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세뇌교육 때문에 이들의 성향은 오히려 친정부적이다. 1991년에 태어난 독립세대가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준 투표행태가 압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중앙아시아 정치는 여전히 안전한 독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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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테러리즘 위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의 시계열 비교

1)

윤민우* (가천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시기별로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테러리즘 위험성 증대에 어떠한 주요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비교의 대상으로 적절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
흐스탄 두 사례에 대해 시계열 비교를 사용한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나
라의 테러 위험성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는 네 가지 주요 요인들과 테러
위험성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네 가지 주요 요인들은 ➀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 ➁ 사회경제적

조건, ➂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 그리고 ④ 강대국 개입이다. 그와 같은 네 가지 주요 요인들은 테러리

즘 위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이론들, 그리고 정책 제안들에서 빈번히 제시되었던 것들이다. 그 가운데
처음 두 요인들은 테러리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촉진 요인들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두 요인들은 테러리
즘 위험성을 억제시키는 억제 요인들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시기적 변화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테러 위험성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한다. 토착 이슬람 전통이 2010년 이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위
험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은 9.11테러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주장
은 헌팅턴이 제기한 문명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이다. 그는 테러리즘 위험성의 원인을 이슬람의 종교-문
화적 정체성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하나의 정체성과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정체성간의 충돌이
었다(Huntington, 1996; Schwartz, Dunkel, & Waterman, 2009, p. 539).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험성과 관련된
여러 개별적 지역 연구들 역시 고유한 토착 이슬람적 전통과 최근의 이슬람 테러리즘 위험성 간의 발전과정
상의 연계를 제안하였다(Armstrong, 2014; Kepel, 2002, pp. 25-27; Shahrani, 2008; US Navy Chaplain Corps,
2001; Solahudin, 2013, pp. 23-24).
둘째, 사회경제적 조건의 시기적 변화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테러 위험성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
도이외에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어진다. START의 연구(2015, pp. 1-4)에 따르면, 사회경제
적 요인들은 주요한 인과적 영향 또는 동기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테러리즘 위험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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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련성은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포함한다. 한편에서는 “가난”이나 “빈곤”, “경제적 기회박탈”등
과 같은 취약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테러리즘 위험성 증대의 원인이며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억제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소득불평등으로 인
한 상대적 박탈감과 거주이동성으로 인한 소외의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테러리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주
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충되는 주장을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테러 위험성의
증대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각 나라의 테러 위험성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정체를
1991년 독립이후부터 2018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점수
(Democracy Score)1)와 선행 연구들(Omelicheva, 2007; Lee, 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
는 전시기에 걸쳐 두 나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권위주의 정체를 유지해왔다. 권위주의 정체의 억압적 대
테러정책이 테러 위험성의 수준을 실제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민주화의 촉진과 민주주의의 확산이
테러 위험성을 낮춘다는 미국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 또는 정책과는 직접적으로 상충된다(Boyle, 2011). 몇몇
경험적 사례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오히려 테러공격의 피해 확률이 더 높아
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Oenema, 2012). 이런 맥락에서 권위주의 정체에서 시행하는 비민주적인 억압적 테
러정책이 실제로 테러 위험성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몇
몇 연구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테러리즘위험성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Kim & Yun, 2008; Perkoski & Chenoweth, 2010).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테러리즘 위험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테러위험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요인으로 강대국 개입이 주요 요인으로 포함되
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개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직접적 군사개입
(military intervention)이다. 이러한 방식은 강한 정도의 강대국 개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입
은 억제(deterrence)이론에 기초한다. 냉전시기 발전되었던 핵 억제 이론을 냉전 이후 신흥안보의 이슈들인 사
이버 공격과 조직범죄,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이론으로 적용을 확장한 것이다(Morgan, 2012, pp.
98-103).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인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대표적인 강대국 개입의 사
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군사개입이 의도한대로 실제로 테러위험성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보복적인 테러 공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지는 논쟁적인 이슈이다(Choi, 2011). 이 연구는 이처럼 여전히
논쟁중인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테러리즘위험성에 대한 억제효과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비교를 통해 검증한다.
또 다른 유형의 강대국 개입 방식은 다자적 지역협력체를 통한 간접적 개입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 또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간 협력
을 통한 제도(국제기구)의 구축은 국제질서에서 안정과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
다(Keohane & Martin, 1995, pp. 50-51).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9.11 테러 공격과 그 이후의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로 상처를 받았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을 “국제기구의
거짓 약속”이라는 말로 비판한다(Mearsheimer, 1994).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체로 러시아 또는 러시아-중
국에 의해 다자적 지역기구를 통한 개입이 시도된다. CSTO와 SCO 등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1) Freedom House 웹사이트 https://freedomhouse.org/report/nations-transit/2018/kazakhstan; Freedom House 웹사이트 https://fre
edomhouse.org/report/nations-transit/2018/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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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보방식으로 운용된다. 먼저 지역 대테러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이러한 체제하에 실무적인 지역적 테스
크포스 구성과 정보공유, 합동 대테러 군사훈련, 집단 신속 대응군의 운용 등을 포함한다(Jackson & Lopez,
2017).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테러 대응이 실제로 테러리즘 위험성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Gleason과 Shaihutdinov(2005)는 CSTO와 SCO와 같은 집단안보
는 테러리즘 위험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억제나 감소효과가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
다. 이 연구는 CSTO나 SCO와 같은 다자적 지역기구가 비대칭 위협인 테러리즘의 억제나 약화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서 제도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국제기구를 둘러싼 논쟁에 주요한 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Ⅱ. 연구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지역 테러 위험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lamic State)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영향력은 이 지역에
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이는 IS에 가담한 다수의 중앙아시아 출신 전투원들의 존재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평가에 따르면(Gavrilis, 2017, pp. 251-260), 500-1,000명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투원, 200-1,000명
의 타지키스탄 출신 전투원, 250-400명의 카자흐스탄 출신 전투원, 200-400명의 키르기스스탄 출신 전투원,
그리고 360명의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전투원이 시리아 지역에서 IS 전투원으로 활동한다.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들은 IS 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출신들 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운용할 정도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또한 IS를 포함한 시리아 지역 주요 극단주의 테러집단 내에서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주요한 현장사령관
과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Karin, 2017). 이들 중앙아시아 출신 IS 전투원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귀환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테러 위험성 증대와 관련된 안보위협의 개연성은 우려할 만하다
(Valle, 2019). 특히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불
리는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신범식, 2008).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
의 테러리즘 동향과 관련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최
근 수년간 국내에서도 무슬림 국가출신 체류자 또는 이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침투와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2) 2017년 한 해에만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와 전
파 등과 관련되어 10명이 국외 추방되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조직결성 시도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주요하게 관찰되고 있다. 국
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이슬람권 출신자가 2009년 말 9만 여명에서 2016년 말에는 17만 6천여 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2018년 8월말 현재에는 20만 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슬람권 국내입국자들의 출신 국가
들을 살펴보면 우즈벡인이 67,458명, 인도네시아 40,370명, 방글라데시 16,339명, 그리고 파키스탄 13,212명
등이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흐름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구성한다(임승찬, 2019). 이런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
러리즘에 대한 연구는 주요한 가치가 있다.

2) 보안상의 이유로 출처를 밝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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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교사례의 적절성: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테러리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은 적절
하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 가장 주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테러리즘 위험성의 증대에 영향
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적합한 사례비교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는 두 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슬람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두 나라가 가지는 주요한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다. 두 나라 모두 소비에트 연방 해체의 결과로 1991
년 신생국가로 독립했다. 지역적으로 모두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러시아-소련의 역사적, 문화
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유산을 공유한다. 인구나 영토, 국력 등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이면서 동
시에 러시아, 미국 등이 벌이는 신거대게임의 영향을 받는 중층적 국가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두 나라 모두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전통을 공유한다.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 사망하는
2016년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권위주의 정체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진다(Lee,
2010).
하지만 두 나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위험성 수준에서는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
한 차이는 대략 2010년을 분기점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시아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주요한
테러공격이 우즈베키스탄과 인근 지역들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와 같은 대표적인 테러조직이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에 직접적이고 분명히 실존하는 위협으
로 존재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위험성
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테러사건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테러단체도 등장하지 않았고, 테러 위험성
과 관련된 선언도 발표되지 않았다.
2010년 이전 이러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몇몇 시
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Omelicheva의 연구(2007)이다. 그녀는 두 나라간의 이슬람 테
러리즘 위험성의 차이가 두 나라 사이의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2007), 카자흐스탄의 인구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카자흐 민족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
도가 강하지 않은데 반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벡 민족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토
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 이러한 차이가 두 나라 사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위험성 수
준의 차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Rashid(2002)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2011년의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일련의 주요한 테러공격들과 그 이후의 테러 위험성 추이는 그와 같은
기존의 주장들의 타당성을 위협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테러위험성 수준에 있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탄의 골든크로스 현상이 일어난다. 2011년 이후로 카자흐스탄은 높은 수준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낮은 수준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이 악토베(Aktobe) 경찰본부 바깥에서 일어난 이후로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수준은 빠르게 높아졌다. 2011-12년 사이에 모두 14건의 테러공격이 발생했고 모두 70명이 사망
했다(Beissembayev, 2016). 2016년에도 다시 일련의 테러공격이 발생하였다(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6. 2017). 반면 같은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테러공격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IEP(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GTI(Global Terrorism Index)는 이러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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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역전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준다.3)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수준이 높아진 사실은
이 시기 들어 “Jund al-Khalifa(JK 또는 Soldiers of the Caliphate)”라고 불리는 나자르바예프 정권을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선언한 본격적인 카자흐스탄 테러조직이 등장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역전현상은 테러 위험성 증대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어떤 설명을 요구한다. 2010년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상
대적으로 높은 테러 위험성이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약한 카자흐스탄에서 2011년 이후에 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Beissembayev의 연구(2016)는 2011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 증대는 토착 이슬람 전통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인과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은 모두 세속적인 가족에서 성장했으며, 그들의 부모는 이슬람에 대해 무지했고, 그들 역시도 이슬람의
전통과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에서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증대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억
제요인이라는 기존 주장의 타당성을 위협한다. 테러 위험성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난”
이나 “빈곤”, “경제적 기회박탈”등과 같은 취약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가난과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테러리즘과 같은 정치적 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Ehrlich & Liu, 2002; Kahn & Weiner, 2002). 특히 9.11테러 직후 미국 내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 경제적 취약성과 테러리즘위험성 사이의 관련성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따라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을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제시하였다(Krueger & Maleckova, 2003, p. 119).
하지만 최근 카자흐스탄의 증대된 테러 위험성수준과 이에 대비되는 우즈베키스탄의 상대적으로 낮은 테러
위험성 수준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상반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연구는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그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

해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보다 본격적인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➀ 지정학적으로 주요

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하고, ➁ 1991년 이후로 최근까지 시기

를 세 시기로 나누어 그 변화 추이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추적하며, 그리고 ➂ 테러리즘 위험성과 그와 관련
된 여러 쟁점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 연구는 또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테러리즘 위험성을 억제/감소시킬 수 있는 대테러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Ⅳ. 사례비교 분석결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비교는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하지만 시기별로 이러한 주요한 요인들이 테러 위험성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아래의 [그림 1]은 시기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의 서로 다른 토착이슬람 전통의 강도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그리고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 등의 요인
들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테러 위험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3) IEP Global Terrorism Index, 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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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기별 테러위험성수준과 주요요인들(토착 이슬람 전통,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대테러
정책의 억압성 정도)의 영향과 관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 (1991-2018)

* ● 이슬람 전통이 강함(우즈베키스탄), 원의 크기는 정권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의미함(클수록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함)
* ○ 이슬람 전통이 약함(카자흐스탄), 원의 크기는 정권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
도를 의미함(클수록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함)
* D는 Development(발전)를 지칭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 1]에서 강대국 개입 요인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테러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과 겹치는
관계로 편의상 생략하였다. 2기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보면, 대테러 정책과 미국의 강대국 직접개입
은 동시에 테러 위험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3기 초반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보면, 강대국 직접
개입 없이도 대테러 정책은 부의(-) 영향을 테러 위험성에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 직접개입은 대테러
정책과 테러 위험성에 대한 부의(-) 영향이 겹치지만 이 경우에 강대국 직접개입 없이도 대테러 정책만으로
도 테러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테러 정책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강대국 간
접개입의 경우 선택적으로 해당 권위주의국가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대테러 정책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으로 테러 위험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강대국 개입의 요인은 여기서는 생
략하였다. 강대국 개입 요인의 생략이 대체적인 주요요인들의 관계와 테러 위험성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후에 다룰 것이다.
먼저 1기에는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약이 테러 위험성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두 나라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낮고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낮은 조건에서 나타났
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위의 [그림 1]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강대국 직/간접개입의 정도 역시 두 나라 모두
에서 낮았다. 따라서 두 나라의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에서의 차이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강한 이슬람 전통은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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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테러 위험성과 관련되었다. 반대로 이슬람 전통이 약했던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러한 테러 위험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독립직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 이슬람세력의 유입과 지원의 성공여부는 이 지역 국가들이 갖고
있던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와 연관되었다. 199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
의 해외 이슬람 근본주의세력들은 잃어 버렸던 무슬림 형제들을 다시 찾는다는 열망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선교와 자금지원, 교육 등을 통해 이슬람주의를 전파,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외로부터 유입
된 이슬람이 자리를 잡는데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을 가졌던 지역은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카자흐스탄과 같은 약한 토착 이슬람 전통을 가졌던 지역은 척박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의 차이를 이 시기에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1기 동안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 낮은 수준의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
그리고 강대국 직, 간접개입의 부재는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직접적으로 테러 위험성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하나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두 나라 모두에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테러 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강대
국 개입 역시 이 시기는 미국의 영향이 아직 이 지역에 미치기 이전이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은 1990년대
이 지역으로부터 상당정도로 퇴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2기에도 여전히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의 차이가 테러 위험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이 시기 전반기 동안에 두드러졌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테러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테러 위험성의 수준이 낮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2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관심과 의
지 면에서 테러대응에 소홀했으며 약한 수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유지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테러 정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1-2003년 시기에 일시적인 테러 위험성수준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2004-2005년 시기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은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복귀한다. 이는 다시 2006년 이후의 감소세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이 시기에 억제효과에 있어서 변동을 나타냈다. 특히 중기적으로 대테러 정책은 오히려 테러 위험성을 증대
시키는 역류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시 장기적으로는 강한 대테러 정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효과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1기와 다른 2기에 두드러지는 또 다른 차이는 카자흐스탄의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다. 우즈베키
스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보여주
었다. 특히 2기 중반이후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매우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요인이 테러리즘 위험성의 수준을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기
후반으로 올수록 카자흐스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그
리고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소외문제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잠재적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은 적어도 이 시기 동안에는 실제적인 테러 위
험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2기 후반의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구체적인 테러 위험성 수
준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테러위험의 잠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한정도의 강대국 직접개입에 의한 억제효과가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관찰된다. 2기에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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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 직접개입요인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이었다.
미군의 개입은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을 즉각적·실효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01-2003
년의 단기적 테러 위험성의 감소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개입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2004년
이후로 사라진다. 2004-2005년의 테러 위험성의 이전 수준으로의 증가와 우즈베키스탄 테러조직의 테러역량
회복은 미군의 개입과 같은 외부 충격이 중,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테러 위험성의 억제/감소 효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의 강도가 2기 후반부에 오면 상당히 약화되거
나 거의 사라진다. 이는 아프간 시골지역에서 미군이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강대국 간접개입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효과는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이전 시기에 비해 2기에, 특히 2기 중, 후반 들어, 강대국 간접개입의 정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아진 정도의 강대국 간접개입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의 CSTO를 통한 간접개입은 카자흐스탄
의 약한 정도의 대테러 정책으로 이어졌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안디잔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시기 미
국의 간접개입과 이후시기 러시아-중국의 SCO를 통한 간접개입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의 강한 정도의 대테러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강대국 간접개입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러한 영향은 간접개입을 받아들이는 해당 국가의 선택적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요약하면 2기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진다. 전반기에는 1기와 보다 유사성을 가지며 후반기에는 다음 시기
인 3기와 유사성을 가진다. 전반기에는 토착 이슬람 전통이 테러 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두드러
진다. 하지만 후반기로 올수록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테러의 잠재적 위험성과의 관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3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이 시기 들어 테러
위험성 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존의 토착 이슬람 전통에서 사회경제적발전과 관련된 요인들
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토착 이슬람 전통의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에 대한 영향은 과도기에 해당하는 2기를
거쳐 3기에 오게 되면 보다 유의미하게 약화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젊은 세대
에 집중된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역시 젊은 세대에 집중된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에서 오는
소외와 고립감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가 침투, 확산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때문에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약 여부와 관련 없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젊은이들에 비해 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에
취약해 질 수 있다.
높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은 소외, 고립되고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안적인 극단주의 이념과 공동체를 받아드릴 개연성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은 글로벌화된 알카에다나 IS, 그리
고 HT 등과 같은 해외 극단주의 또는 살라피스트들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1기 또는 2기 초
반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시골지역이 아니라 전통과 단절되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노출된 카자흐스탄의 도시지역의 출신들이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 역시 3기에 들어서면 카자흐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과 유사하게 도시지역
의 소외되고 소득불평등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글로벌 이슬
람 극단주의와 직접 접촉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면 우즈베키스탄 내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파와 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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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2기 후반에서 3기에 걸쳐 이루어
진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약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3기에는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유입과 지원이 기존의 토착 이슬람 전통 보다는 사회경제적 발전조
건과 더 긴밀하게 관련된다.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약 여부와 관련 없이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요인
이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세력을 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관찰은 최근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슬람 전통 사이의 관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수년간은 이슬람 전통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
즘과의 관련성이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년 이후에는 이러한 사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국가나 사회의 토착 이슬람 전통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발전조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포섭되는데 주요한 밀어내기 요인들(push factors)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설명하는데 있어 “폭력적 극단주의”
개념과 관련된 주장(윤민우, 2018)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폭력적 극단주의” 개념은 테러리즘을 사
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들이 주류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접촉을 통해 폭
력적 테러리즘으로 발전하는 어떤 경로로 이해한다(윤민우, 2018).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대테러정책의 테러 위험성 억제효과와 관련되어 3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억압
적 대테러정책의 장기 축적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강도 높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10
년 이상 지속해 온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두드러진다. 우즈베키스탄 계열의 해외 이슬람 무장조직들의 역
량과 국내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전파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 수준
을 낮추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성공적인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압적 대테러정책의 효과성은 2기의 요동(fluctuation)과 비교할 때 3기에는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장기 축적 효과는 이
연구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억압적 대테러정책이 사실상 2011-2013년에 시작되기 때문
에 장기적 축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흥미롭게도 우즈베키스탄의 2기 사례
와 유사하게 3기의 카자흐스탄 정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단기적인 억제효과와 중기적인 역류현상의 요
동(fluctuation)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3기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수준의 차이는 이 억압
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와 장기 축적효과에서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억제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나타나는 것은 경험의 축적과 시스템의 성숙 정도와
관련이 있다. 대테러 정책의 효과는 해당국 정부의 대테러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이 역량은 해당국 정부의
법집행 능력과 경찰, 보안기관, 그리고 군의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물리적 능력과 법, 제도, 기관의 정비와 같
은 시스템적 측면, 그리고 테러 위험성 대응과 관련된 관심과 의지, 그리고 경험 등과 같은 무형적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은 특정 법률이나 제도가 도입되고 대테러 전담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이 설치된
다고 해서 즉시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과 실패의 경험을 통한 보완 등이 동반되어야 한
다. 대략 이러한 역량이 구축되는 데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때 6-7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떤 학습 커브가 그려질 수 있다. 그러한 학습 커브는 다음과 같다. 전혀 억압적인 대테러 정책이
없던 시점에서 새로운 억압적 정책이 도입될 때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테러 정책은
기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잔존한 테러세력이 초기의
충격으로부터 역량을 회복하여 반격을 가하게 된다. 이는 대테러 정책의 역류(back-draft)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후 6-7년이 지난 시점에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며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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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정적으로 억제되게 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작업가설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작업가설 1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 그리고 강대국
개입의 정도가 낮은 조건에서 토착 이슬람 문화전통의 강도는 테러 위험성수준에 정의(positive) 영향을 미친
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해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1기는 이와 같은 작업가설
1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이 시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발
전수준이 낮았으며, 대테러 정책의 강도 역시 약했고, 동시에 강대국 개입 정도도 낮았다.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례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토착 이슬람 전통이 강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성이 나타났다. 반면에 토착 이슬람 전통이 약한 카자흐스탄은 낮은 수준 테러 위험성을 경험했다.
이러한 차이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가 토착 이슬람 전통이 약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뿌
리를 내리지 못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토착 이슬람 정체성과 이슬람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
다. 다음의 [그림 2]는 작업가설 1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다른 주요 요인들이 낮은
조건에서, 해외 이슬람주의의 유입이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수준의 테러 위험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2]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의 차이가 테러위험성 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작업가설 1):
1기(1990-2001년 8월)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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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는 조건 등과 같은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는 테러
위험성 수준에 대한 촉진요인 또는 정의(positive) 효과를 의미한다. 실선의 박스는 이 연구의 주요 요인
들을 나타낸다. 특히 작업가설 1의 주요 요인은 굵은 실선의 박스로 표시하였다. 점선의 박스는 주요 요
인들 이외의 관련 요인들을 나타낸다.

386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의 영향은 사라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와 강대국 개입정도가 낮은 조건에서, 특히 소득
불평등/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고립감을 강하게 경험하는 젊은 층에 집중되어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을 증대시
킨다.” 역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2기 중반이후부터
3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와 같은 작업가설 2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사례
는 사회경제발전에 따르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소외·고립감의
증대가 테러 위험성수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이주에 따른 소외
와 고립은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 위험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같은 시기 우
즈베키스탄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토착 이슬람 전통이 강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낮았던 우
즈베키스탄에서는 오히려 테러 위험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같은
시기에 다소 완만하지만 일정 정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실제적인
테러 위험성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성인 극단주의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 시기
들어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와 관련 없이 사회경제적 발전이 주요하게 테러 위험성 또는 잠재적 테러 위험
성인 극단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기에서 해외로부터 유입
된 이슬람 극단주의가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과 상호작용하던 것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기 중, 후반과 3기의 카자흐스탄 사례는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테러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
적이기 보다는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2기 중, 후반에 급격하게 나
타났음에도 이러한 영향이 실질적인 테러 위험성으로 이어지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기 중, 후
반부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극단주의의 확산과 같은 잠재적인 테러 위험성이 축적되었으나 실질적인 테러 위
험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질적인 테러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은 3기 초반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나 강대국 직접개입 등의 테러 위험성에 부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는
요인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발전요인은 테러 위험성에 점진적으로 수년간 축적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라는 조건에서 두드러
졌다. 2기 중반에서 3기초반까지 카자흐스탄 정부의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 위
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건을 제공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완만하고 낮은 수
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이 테러 위험성
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부의
(-)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부의(-) 효과는 3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카자흐스
탄의 사례에서 다시 확인된다. 3기 초반 높은 수준의 테러 위험성을 경험했던 카자흐스탄은 강도 높은 억압
적 대테러 정책을 도입했다. 이 결과 이후 3년간은 테러 위험성 수준이 즉각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사회경제
적 발전수준이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억제 또는 감소시킨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작업가설 2와 일부 다른 결과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CSTO를 통한 카자흐스탄
에 대한 간접개입이 일정정도 강하게 존재했었음에도 2기 중, 후반에서 3기 초반까지 카자흐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약했으며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은 테러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작업가설 2와 달리 강대국 간접개입이 일정정도 강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대테러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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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테러 위험성의 증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수준의 균형 잡힌 러시아중국의 강대국 간접개입이 있었음에도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수준은 강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완만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테러 위험성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3기 중, 후반의 카자흐스탄에서는 2기 중,
후반과 3기 초반과 유사한 정도의 강대국 간접개입이 지속되었음에도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높아졌
다. 이러한 사실은 강대국 간접개입이 반드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
해준다. 이는 사실상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 간접개입의 요인은 독립적으로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며,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테러 위험성 사이의 관계에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바꾸어 말하면, 강대국 간접개입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은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가 작업가설 2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과 관련된 테러
위험성의 일시적 반등과 관련이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테러 위험성 수준에 대한 정의(+) 영향이 카자흐스
탄 정부가 2011-2013년 사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높은 수준
의 테러리즘 위험성으로의 반등이 나타났다.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조건에서도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테러 위험성 증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3기 초, 중반의 카자흐스탄 사례가 보여준다. 이는
대테러 정책의 역류효과에 의한 것이다. 중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는 조건에서도 일시적으로 테러 위험성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높게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의 테러 위험성수준에
대한 영향은 다시 억제, 감소된다. 2016년 이후 다시 더욱 강화된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테러 정책은
2017-2018년의 테러 위험성 수준의 감소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이 연구의 작업가설 2는 일부 다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지된다. 2기 중, 후반에서 3기
의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높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라는 요인과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과의 관련성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특히 젊은 층의 테러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제한적으로 2기 중, 후반에서 3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나타나면서 관찰된다. 따라서 2기 중, 후반에서 3기에 카
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공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주요 요인이 기존의 강한 이슬람 전통에
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찰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 해
외 이슬람 극단주의의 유입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상호작용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아지면
서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와 무관하게 유입된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가 사회경제적 발전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국가 내에 전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건들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권위주의 정
권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약하며, 강대국 직접 개입이 부재하다는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이 높아지면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도가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다. 대신에 같은 조건
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작업가설 2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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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경제적 발전요인이 테러위험성 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작업가설 2): 2기
중반-3기(2015년-2018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
일정정도 균형 잡힌 강대국
간접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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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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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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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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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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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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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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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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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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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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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는 조건 등과 같은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는
영향이 없음을, 그리고 (➟)는 이행 또는 변화를 나타낸다.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촉진요인
또는 정의(positive) 효과를,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억제요인 또는 부의(inverse) 효과를 의미한
다. 실선의 박스는 이 연구의 주요 요인들을 나타낸다. 특히 작업가설 2의 주요 요인은 굵은 실선의
박스로 표시하였다. 점선의 박스는 주요 요인들 이외의 관련 요인들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작업가설인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
도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그리고 강대국 개입정도 등과 독립적으로, 테러 위험성 수준에 부의(inversely)
영향을 미친다.” 역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대체로 지지되었다. 작업가설 3은 이 연구의 2, 3기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기별로 대테러
정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조건이 따른다. 바꾸어 말하면 억압적 대테러 정책
과 테러 위험성 수준사이의 관계는 일정하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에
따라 부의(inverse), 정의(positive), 그리고 부의(inverse)관계가 교차하는 변동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교차변동을 통해 우하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를 대테러 정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장
기적 감소/억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 효과는 3기의 우즈베키스탄 사례에서 확인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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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기적·즉각적 억제/감소 효과는 2기 초반의 우즈베키스탄 사례와 3기 초반의 카자흐스탄 사례에서 확
인된다. 하지만 대략 3-9년 사이에 해당하는 중기에는 오히려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테러 위험성 수준을
높이는 일시적 반등 또는 역류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아직 충분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역량이 성숙되거나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역량을 회복한 테러세력이 보복 또는 반격에 나서게 되
고 충분히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이러한 반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게 된다.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다른 주요 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은 2, 3기 토착 이슬람 전통이 강한 우즈베키스탄과 3기 토착 이슬람 전통이 약한 카자
흐스탄에서 모두 테러 위험성 억제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테러 정책이 토착 이슬람 전통의
강/약 여부와 무관하게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대테러 정책은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도 무관하게 테러 위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2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처럼 사회경제적 발전
이 낮은 경우에도 대테러 정책은 테러 위험성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며 3기 카자흐스탄의 사례처럼 사회경
제적 발전이 높은 경우에도 테러 위험성을 억제 또는 감소시킨다. 강대국 직접개입과도 무관하게 대테러
정책은 테러 위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강대국 개입이 작동했던 2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와
강대국 개입이 없었던 3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대테러 정책은 테러 위험
성을 억제 또는 감소시켰다.
한편 대테러 정책은 강대국 간접개입과도 독립적으로 테러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강대국 간접
개입의 여부와 관련 없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해당 국가가 독자적으로 억압적 대테러 정책
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CSTO를 통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간접개입이 2
기초반부터 3기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카자흐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테러공격이 집중되었던 2011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간접개입
의 정도가 이전과 대체로 유사하게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대테러 정책의 강도는 급격히
증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테러 정책의 강도가 카자흐스탄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2기에서 3기까지 대체로 카자흐스탄의 강대국 간접개입의 정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강대국 간접개입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기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
음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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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테러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작업가설 3): 2기-3기(2001년
9월-2018년)의 카자흐/우즈벡 비교
일정정도의 균형 잡힌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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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는 조건 등과 같은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는
이행 또는 변화를 나타낸다. (⤉)는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촉진요
인 또는 정의(positive) 효과를,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억제요인 또는 부의(inverse) 효과를 의
미한다. 실선의 박스는 이 연구의 주요 요인들을 나타낸다. 특히 작업가설 3의 주요 요인은 굵은 실선
의 박스로 표시하였다. 점선의 박스는 주요 요인들 이외의 관련 요인들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네 번째 작업가설인 “강대국의 군사적 직접적 개입이나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과
같은 강대국 요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테러 위
험성 수준에 부의(inversely) 영향을 미친다.” 역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해 그 타당성이 지지된다. 이 연구
는 강대국의 군사개입이나 국제적 협력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테러 위험성을 억제·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2기 전반기에 미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은 확실히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을 낮추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미군의 IMU와 탈레반 세력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인해 아프
가니스탄 내의 IMU 근거지와 리더십이 제거되면서 IMU는 상당한 세력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는 우즈베
키스탄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었다. 또한 2기 전반기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
협력과 2기 후반기 이후 러시아-중국의 SCO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 그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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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에 걸친 러시아의 CSTO를 통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 등과 같은 강대국 간접개
입 역시 해당 국가들의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테러 위험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
다. 작업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6-5]와 같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 또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작동하며 한계가 있다. 먼저 강대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 예를 들면, 미군과 국제지원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이 구체적인
물리력의 사용을 통해 테러배후지를 제거하고 테러조직에게 리더의 사살과 병력의 손실 등과 같은 결정적
인 타격을 가한다면 뚜렷한 테러 위험성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최근 시리아-이라크 지역에서의 IS
의 패퇴에서도 확인된다. 미군과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군사력의 개입은 시리아 지역에서 테러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토착 이슬람 전
통의 강도,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그리고 해당국의 대테러 정책 등의 다른 주요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테
러 위험성 수준에 억제효과를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inverse) 영향에는 분명한 한
계가 있다.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대외적 억제요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처럼 해당국 정부의
통치능력과 물리적 억제력의 강화와 국내정치적 안정화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군사력 투입을 통한 강대국
개입은 단지 단기간(1-3년)에 걸쳐서만 유효하다. 시간이 갈수록 강대국 개입의 즉각적 효과는 퇴색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역량과 지배력은 다시 회복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2기 전반기의 미
국의 강대국 직접개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 효과는 인근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만 일
시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대국 간접개입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효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만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대국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두 외교정책 옵션들인 “억압
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해당 권위주의 국가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대테러 정책 선택지인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또는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등이 상호작

용한 결과이다. 이론적으로는 네 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한 조합은 ①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지

지-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②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지지-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③ 억압적 대

테러 정책에 대한 비판-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그리고 ④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비판-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등이다. 이들 가운데 ①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지지-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경우에

만 제한적으로 강대국 간접개입은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테러 위험성에 부의(-) 영
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2기 초반 미국의 국제적 지지·지원, 그리고 2기 중반이후 러시아-중국의 균형 잡
힌 국제적 지지·지원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강화시켰고 이는 테러 위험성의 억제로
이어졌다. 3기 전반을 통해 카자흐스탄 사례에서도 러시아의 국제적 지원과 협력은 카자흐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테러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강대국 간접개입과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대테러 정책 선택 사이에 주도권은 후자에 있다. 해당 권위주
의 국가는 자신들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Sayfulin, 2005). 예를 들면
강대국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는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강대국의 간접개입은 해당 국가의 대테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테러 위험성에
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기 중반이후 3기 초반까지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CSTO를 통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지지하는 강대국 간접개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카자흐스탄
은 비교적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는 테러 위험성의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강대
국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비판적인 경우에는 해당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영향이 사라졌다. 이 경우에 해
당 국가는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강대국을 대체제로 선택함으로서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
책을 추진할 수 있다. 2기 전반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서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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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러시아-중국으로 강대국과의 협력을 전환함으로서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지속했다(Sayfulin, 2005). 만약 강대국의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 강대국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비판적인
경우에는 강대국 간접개입이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대테러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이 경우에 강대국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비판”적인 간접개입이
해당 권위주의 국가가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이
연구를

통해서는

검증될

수

없다.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인 방식의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협력이나 양자협력이 대테러 정책을 통해 어떻게 실효적인 테
러 위험성의 감소로 이어지는가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3기
중반이후 CSTO를 통한 국제테러협력의 강화와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연계되면서 테러 위험성 감소
가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역시 2기 전반기 미국과 그리고 2기 중반이후 SCO를 통해 국제 대테
러협력을 강화했고 이는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통해 테러 위험성의 억제로 이어졌다. 하지만 어떤 구
체적인 강대국과의 국제협력이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이 연구를 통
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2기 초반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테러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과 장비, 그리고 훈련과 정보 등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개입과 지원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정부
의 대테러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같은 맥락에서 CSTO와 SCO를 통한 정보공유와 자금과 장
비의 제공, 그리고 합동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등은 유사한 대테러 역량강화의 효과를 냈을 것이다. 실제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대테러 정책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자금과 장비의 지원, 훈련의 제공과 정보공유 등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대테러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하였다(Sayfulin, 2005). 이러한 증거들은 강대국 간접개입이 대테러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는 그러한 강대국 간접개입이 어떻게 구체적으
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테러 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련
성의 직접적 검증은 후속연구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그러한 관련성을 추론한다.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물리적 지원이외에도, 강대국 간접개입은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
을 지지하는 경우에 국제정치적·도덕적 지지지를 통해서도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의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CSTO나 SCO 등을 통해 러시아
또는 러시아-중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자신들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국제정치적 지지와 도
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Sayfulin, 2005). 러시아 또는 러시아-중국 주도의 다자협력기구는 회원 국가들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국제정치적,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해당국 권위주의 정권들을
비호한다(Sayfulin, 2005). 이 때문에 해당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서방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안정적
으로 강도 높은 억압적 대테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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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대국 직, 간접개입이 테러위험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작업가설 4): 2기-3기(2001년
9월-2018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비교

(-)
→
(단기적 효과)

강대국
직접개입
강대국
간접개입:
권위주의
정권의 대테러
정책 비판

↛

강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정책선택

낮은
테러위험성
(+)↗

강대국
간접개입:
권위주의
정권의 대테러
정책 지지

(-)
→

↛

(+)↑
약한 억압적
대테러
정책: 해당
권위주의
국가의
정책선택

(-)
→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의 전파,
확산

(+)
→

테러
위험성의
증대

(+)
↗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

* (→)는 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는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촉진요인 또는 정의(positive) 효과를, (-)는 테러위험성 수준에 대한 억제요인 또는 부의
(inverse) 효과를 의미한다. 실선의 박스는 이 연구의 주요 요인들을 나타낸다. 특히 작업가설 4의 주
요 요인은 굵은 실선의 박스로 표시하였다. 점선의 박스는 주요 요인들 이외의 관련 요인들을 나타낸
다.
작업가설 1에서 4까지의 검증 결과들을 토대로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상대적 박탈감/거주 이동성의 강/약 여부와 대테러 정책의 강/약 여부를 2X2의 그림으로 정리한다.
토착 이슬람 전통은 강/약 여부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변수로 설정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을 카자흐스탄은 약한 이슬람 전통을 대표한다. 강대국 개입 요인은 직접개입의 경우 국
내적 대테러 정책과 독립적으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며 다자협력을 통한 간접개입은 국내적 대테러 정책
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제한적으로 미친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국내적 대테러 정책을 포함하고 편의
상 강대국 개입 요인은 주요 요인들의 관계 정리에서 제외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인 상대적 박탈감/거주 이
동성의 강/약 여부와 대테러 정책의 강/약 여부를 2X2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강한 토착이슬람 조건에서 약한 대테러 정책과 약한 상대적 박탈감/거주이동성에서 테
러 위험성이 높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로 강한 대테러 정책과 약한 상대적 박탈감/거주이동성으
로 이동하면서 테러 위험성이 낮아진다. 향후 강한 대테러 정책과 강한 상대적 박탈감/거주이동성으로 이
동하면서 테러 위험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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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자흐스탄은 약한 토착이슬람 조건에서 약한 대테러 정책과 약한 상대적 박탈감/거주이동성에서
테러 위험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점차로 약한 대테러 정책과 강한 상대적 박탈감/거주이동성으
로 이동하면서 테러 위험성이 높아진다. 향후 강한 대테러 정책과 강한 상대적 박탈감/거주 이동성으로 이
동하면서 테러 위험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전파·확산과 같은 잠재적 테러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토착 이슬람 강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강한 대테러 정책과 강한 상대
적 박탈감/거주이동성으로 수렴하면서 테러 위험성이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러한 예측은 두 나라 모두 권위주의적 정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효과적인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제외된 강대국 개입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의 변동이력과 이후 전망은 강대국 개입 요인을 제외했을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림 6] 사회적 불평등/거주 이동성의 강/약 여부와 대테러 정책의 강/약 여부의 2X2 그림

* Ⓤ는 이슬람 전통이 강한 우즈베키스탄을 Ⓚ는 이슬람 전통이 약한 카자흐스탄을 의미한다.
* 원의 크기는 테러위협 정도를 의미한다. 작은 원은 테러위협 정도가 낮은 것을 큰 원은 테러위협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는 이동/변화를 , (?)은 미래의 예측을 의미한다.

Ⅴ. 이론적·실천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관련된 여러 이론적 논의와 쟁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의 성격과 그 작동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글
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중앙아시아 개입은 종교적인 열망에 기초한다.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는
종교적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질서에서 권력적 실체로서의 샤리아 신정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세계 도처의 각 지역에 개입하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들의 중앙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은 그러한 과정의 한 챕터이다(Papa, 2005, pp. 9-14).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이슬
람 극단주의는 지역기반의 다른 특성과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독자적으로 전파와 확산의 효과를 내지
는 못한다.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가 지역에 개입하고 성공적으로 전파·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내제
된 인프라와 지역 극단주의 세력과의 상호작용과 연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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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의 성공적인 지역 개입과 상호작용하는 지역기반의 요인이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 다룬 중앙아시아의 사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2010년 이전에는 토착 이슬람 전통과 그로 인해 나타난 지역 기반의 극단주의 세력이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의 성공적인 지역 개입에 우호적인 토양이 되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우즈베키
스탄에서는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가 성공적으로 전파, 확산되었던 반면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에서는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파와 확산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에는 달라진다. 최근으로 올수록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의 개입이 토착 이슬람
전통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초래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상호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특히 글로벌화된 젊은 세대에 집중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카자흐
스탄처럼 토착 이슬람 전통이 약한 경우에도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의 개입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로
인해 나타난 지역 극단주의 세력 등을 자양분으로 역내 테러 위험성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사한 경향이 대체로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관찰되었다. 최근 IS에 가담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젊은이들이 증가한 것과 지역 출신 극단주의 추종자와 자생 테러리스트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들어 변화
된 이러한 경향 때문이다.
이와 연관 지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슬람의 문명적, 문화적 전통과 테러리즘과의 관련성이 최근으
로 올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슬람 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이 테러리즘 위험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의 타당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지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전에는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과 정체성의 조건에서 테러위험성의 증대로 이어진 반면 최근
에는 토착 이슬람 전통과 정체성의 강도와는 독립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집중된 소득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소외, 그리고 고립감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테러위험성의 증대로 이어진
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테러 위험성의 원인을 이슬람 문명, 문화, 전통, 또는 정체성에서 찾는 단편
적인 설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극단주의 네트워크의 개입과 각 지역 차원에서 시기별로 달
라지는 내적 요인들(토착 이슬람 전통이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한 좀 더
정교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또한 전통적 테러리즘 연구(TTS: Traditional Terrorism Studies)와 비판적 테러리즘 연구(CTS:
Critical Terrorism Studies)간의 첨예한 논쟁에서 TTS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TTS와 CTS 간의 논
쟁은 테러위협의 실체 논쟁과 관련이 있다. TTS는 테러위협을 실체로 받아들인다. 반면 CTS는 테러위협
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담론이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실체라기 보다는 그러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행위주체의 사회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정체성 또는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미
지, 그리고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한다(Archetti, 2015; Der Derian, 2005). 이 연구의 결과는 테러위협이 실
체라는 증거들을 보여준다. 테러위협은 1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처럼 (담론을 생산하고 주도할 수 없을 정
도로) 국가의 능력이 취약할 경우에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 체제전환기에 신생국가로서
출범한 카리모프 정권이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기 카자흐스
탄의 사례 역시 CTS를 지지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2011년 최초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테러공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테러위협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못했고 준비되어 있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후에 보여준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응은 예상치 못했던 2011년 최초의 일련의 테러공격이후 이에
대한 위협대응으로 테러위협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간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테러담론을 주도했다
면 이는 실체적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측면이 크며 정부의 이해관계나 정체성을 위해 실체적 위
협이 존재하지 않는 테러위협담론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합리성 가설을 지지한다. 테러행위자의 합리적 가설은 억제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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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Trager & Zagorcheva, 2005). 이는 테러행위자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처벌을 통한 비용이
증가할 때 테러행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억제요인은 테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
다. 대내적 억제요인인 해당국 정부의 물리적 능력은 해당국 국내에서의 테러공격의 발생을 억제하는 경
향으로 이어졌다. 3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2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험성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억제는 미군의 개입과 같은
강대국 지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강대국 개입과 같은 대외적인 억제와 해당국 정부의 대테러
정책과 같은 대내적 억제가 함께 작동할 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확실히
2001-2003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테러 위험성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이는 미국의 개입과 이로 인한 탈
레반 정권의 붕괴와 IMU 지도부의 궤멸과 같은 결과들과 우즈베키스탄의 억압적 대테러 정책이 함께 효
과적으로 작동한 때문이다. 이처럼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효과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억제효과의 존재
는 테러리즘의 합리성 가설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중기적인 대테러 정책의 역류 현상이 대테러 정책 자체
의 실패나 부작용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일시적인 역류현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시
대테러 정책의 안정적인 억제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테러리즘과 민주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테러리즘위험성이 정치적 독재
와 경제적 폐쇄성의 결과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중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테러 위험
성의 증가는 오히려 소련의 체제붕괴로 인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개방성의 증대와 더 관련이 있다. 또한
3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정치적 독재의 증대가 테러 위험성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이 연구의 결과는 테러리즘의 위험성이 억압적 국가장치의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퇴진시킨다
는 가설을 지지한다. 1기 우즈베키스탄의 매우 높은 테러 위험성은 그 이후 시기의 우즈베키스탄의 억압
적 국가장치의 강화를 통한 테러 억제 능력의 확보로 이어진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
다. 2011년 테러공격이후 카자흐스탄의 억압적 국가장치 역시 강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의
문을 남긴다. 테러 위험성이 없이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독재는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추
정이다. 이는 2011년 이전까지 카자흐스탄 내에서 별다른 테러 위험성이 없었지만 이 시기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독재는 강화되어 갔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같은 시기의 정치적 독재 강화와 비교해 보면 흥미롭
다. 테러 위험성에 직면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사하게 같은 시기에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독재가 강화되었
다. 따라서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테러 위험성과 정치적 독재의 강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정치적 독재가 보다
더 강화되고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은 테러 위험성이 정치적 독재로 가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지만 정치적 독재의 강도 또는 수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이 연구에서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이슬
람권 정부들과 미국과 EU, 러시아나 한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최근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
의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련
된 정책들은 9.11테러 당시의 알카에다와 같은 강한 이슬람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밀결사조직을 대
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테러조직은 강한 토착 이슬람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어떤 뚜렷한 조직실체
가 있으며 조직의 리더와 핵심 엘리트를 정점으로 수직적인 준군사적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의 구
성원은 열정적인 종교적 광신도이자 직업적인 폭력사용자들이며 이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유형의 테러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대테러 정책은 따라서 테러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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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 되는 토착 이슬람 전통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차단, 테러조직의 이념적 독트린과 전략, 전술적 리더
십을 제공하는 조직의 지도부와 주요 핵심 엘리트의 감시와 제거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2000년대 중반 이전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유형은 2000년대 중반이후 상
당한 질적 변화를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테러 위험성 동
향의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북한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연계된 일정정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나타났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연계된 2000년대 중반이후의 최근의 테러리즘은 이 연구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근의 테러양상에서는 자발적 개인들이 자기주도적
인 방식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폭력적 테러리스트로 변모해간다. 이 과정에서 알
카에다나 IS 등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은 하나의 네트워크의 허브로 이러한 다양한 개인들과
조직들을 선전·선동하고, 지도하며, 조율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테러네트워크의 허브와 극단주의자 개인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며 수평적이다. 종종 이러한 방식의 테러리즘 위협은 토착 이슬람 전통의 기반여부와
관련이 없다. 테러조직의 구성원인지의 여부와 테러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 테러리
스트들은 많은 경우에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이며 종교적 교리에 대해 무지하고 자신이 수행한 폭력적 테
러공격이 자신의 삶에서 최초로 시도한 폭력적 공격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을 정
의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새로 등장했다(윤민우, 2018). 이와 같은 최근의 “폭
력적 극단주의” 유형의 테러위협에 대해 기존의 2000년대 중반 이전의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
에 맞춰진 대테러 정책은 그 효과성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연계된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
과에 영향을 받은 최근의 “폭력적 극단주의” 유형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대체로 예방과 대응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예방의 측면에서는 특히 젊
은 세대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국내 또는 해외 이주로
야기되는 고립과 소외감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집중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대응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국내적 대응과 실질적인 국제적 지원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예방의 측면에서는 개인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을
통해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 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합법적, 불법적 이민이나
체류, 난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국내 또는 해외 이주로 인한 현지에서의 소외나 고립감을 경험하는 개인들
이 현지의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리크루팅되는 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소득불평등과 상
대적 박탈감, 소외와 고립감 등이 테러리즘 위험성의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특
히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에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쇄적 경로를 차단하기 위
해 개인이 속해있는 지역공동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테러예방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의 경로에서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선별해내고 그렇
게 파악된 개인들에 대한 보다 더 집중적인 관찰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지역경찰과 정보기관의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통합이 이루어져
야한다.
둘째, 테러대응의 측면에서는 국내적 대테러 역량의 구축과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야 한다. 특히 국제적 협력과 지원은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해당
국 정부의 유, 무형의 효과적인 대테러 역량의 구축과 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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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당국 정부의 대테러 역량은 민주화의 논의와는 신중하게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사실상 효
과적인 대테러 정책의 여부는 민주화와 독립적이다. 민주적이건 권위주의적이건 관련 없이, 해당국 정부의
역량과 관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반적 국가 법질서 시스템의 작동, 그리고 특정한 대테러 예방·대응
시스템의 운용 등이 테러리즘의 억제를 위한 대응으로 요구된다.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역량의 구축에는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강
력한 대테러 정책 초기의 단기적인 효과는 중기적으로 테러리즘 위험성 수준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역류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적 테러 위험성의 역류현상이 반드시 대테러 정책
의 실패나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테러 정책의 경험과 역량의 축
적은 다시 장기적으로 테러 위험성 수준을 억제시키는 정책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대테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경험과 역량의 축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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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러시아 총선: 평가와 시사점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 서론
o 2021년 9.17~19 3일간 러시아 전역에서 제8대 ‘국가두마 의원선거’(이하 총선) 시행
- 이번 총선은 푸틴 집권 4기 마지막 연방 차원의 선거로서 잔여 임기의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 확보,
2024년 이후 체제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보유
- 특히 ‘크림 컨센서스’의 침식, 연금개혁의 부정적 여파,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삶의 질 하락, 체제에
대한 피로감 증대 등의 악조건 하에서 여당 통합러시아의 개헌선 확보 여부에 관심 집중
o 총선 결과, 통합러시아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상 밖의 높은 득표율을 거두며 제8대 국가두마
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
- 통합러시아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49.82%의 득표율로 126석, 지역구 투표에서 198석을 획득하며 단독
개헌이 가능한 총 324석을 획득
- 그 뒤를 이어 공산당이 57석, 정의러시아가 27석, 자민당이 21석을 얻었고, 신흥 정당인 ‘새로운 사람
들이’ 5.32%의 정당 득표율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관한을 확보
- 특히 선거 과정에서 크렘린의 비판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억압, 행정력과 재정 권한을 활용한 親정부
유권자의 동원에 기초한 투표율과 여당 득표율 확대가 두드러짐
o 이에 본글에서는 이번 총선의 진행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결과를 여당의 압도적 승리 원인
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정치적 함의와 대외 파급 영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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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1년 총선 과정
1. 러시아의 총선 제도
o 러시아는 2014년의 개정 선거법에 기초하여 ‘혼합선거제’ 방식에 따라 총 4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1)
- 총 450명의 하원 의원정수 가운데 절반인 225명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나머지 절반인 225명은 ‘지역
구’ 방식으로 선출
-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은 ‘소선구(1석선거구) 상대다수제’ 방
식으로 선출
- 비례대표 의석은 법적 최소요건(이하 원내 진입장벽) 구비를 조건으로 하며, 정당명부투표에서 5% 이
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에 한하여 배분
o 정당과 개인의 총선 참여 조건

① 직전 국가두마(하원)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②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3% 이상이었던 정당

③ 러시아 연방주체(주) 중 하나 이상의 지역의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④ 2만 명(1개 연방주체 내 최대 7천 명)의 추천인 서명을 확보한 정당
⑤ ‘①’,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입후보자

⑥ 참여를 희망하는 선거구 유권자의 3%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확보한 무소속 입후보자
o 총선은 2016년부터 하원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당해 9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
행
- 본래 러시아에서 총선은 하원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행
- 그러나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하원에서 시행일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5년 7월
대통령의 승인으로 해당 사항을 확정

2. 총선 준비 및 시행 과정
1) 2016년과 2021년 총선 간 차이점
o 현대 러시아 총선 역사상 최초로 다일(3일) 투표 실시
o 특정 조건 하 야외에서 투표 실시
- 정규 투표소 설치가 어렵거나 교통·통신 상황이 열악한 지역
o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등 원격투표 실시
- 2020.5.30. 개정 선거법에 따라 시행(개헌 국민투표에서 기 시행)
1) 러시아 선거제도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장세호, “2008~2014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 주요 동인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 (2014),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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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는 쿠르스크주, 무르만스크주,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로스토프주, 야로슬라블주, 모스크바, 세
바스토폴 이상 7개 지역에서 실시
o 부재자투표를 유권자가 實체류하는 지역에서 시행
- 부재자투표 희망자는 實체류지 투표를 위해 투표일 45일 전부터 투표 전날 14:00까지 관련 당국 홈페
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o ‘침묵의 날’ 폐지
- 다일 투표 시행에 따라 선거 전날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소위 ‘침묵의 날’ 규정을 폐지
o 각 정당은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을 지명
o 외국대리인(foreign agent) 및 극단주의 관련 조직 관련자의 피선거권 제한 확대
o 추천인 서명 확보 절차와 검증 강화2)
<표 1> 2021년 러시아 총선 주요 일정
날 짜
6.17
6.18
6.19
6.23~24
6.25
6.26
7.5~8.4
7.17
8.4
8.16
8.21
8.24
9.7
9.17~19
9.20
10.4
10.9

내
용
푸틴, 9.19을 총선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중앙선관위, 이번 총선에서 3일간의 다일투표 시행 결정
통합러시아, 1차 전당대회 거행
러시아연방공산당, 전당대회 거행
러시아자유민주당, 전당대회 거행
정의러시아, 전당대회 거행
추천인 서명 확보
각 정당별 연방 비례대표 후보 명단 제출 및 등록 완료
선거구 및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목록 확정
정당별 총선 기호 추첨
TV 토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시작
통합러시아, 2차 전댕대회 거행
선거인 명부 확정
제8대 총선 투표일
총선 결과 예비 발표
총선 결과 최종 집계 완료
총선 결과 최종 발표

* 자료: 필자 작성
2) 각 정당별 전당대회 거행 및 후보자 결정 과정
o 이번 총선에는 4개 원내 정당을 비롯해 10개 원외 정당이 등록하여 2016년과 마찬가지로 총 14개 정당
이 참여3)
2) “Что изменится на выборах в Госдуму РФ в 2021 году - Биографии и справки,” ТАСС, 18 Июня, 2021; Владимир
Кулагин, “Главное о выборах в Госдуму 2021 года,” Газета.Ru, 04 август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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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정당은 자민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정의러시아-진리를 위해, 공산당, 시민플랫폼, 러시아자
유정의당, 로디나, 녹색당, 녹색대안, 연금수급자당, 성장당, 통합러시아, 새로운 사람들, 야블로코4)

※ 위 정당 명칭은 8.16 총선 참여 정당들의 추첨에 의해 주어진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의 기호 순서
대로 명시

□ 여당 통합러시아
o 통합러시아가 6.19 1차 전당대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핵심 방향을 대
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하며 연방 비례대표 명부 상위 5인을 제안
-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프로첸코 ‘코무날카’ 병원장, 옐레나
슈멜료바 전러시아인민전선 공동대표, 안나 쿠즈네초바 대통령 직속 아동권리보호전권대표
o 연방 비례대표 명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 당대표가 배제된 것이 의아함을 자아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굴욕’으로 평가
- 실제로 메드베데프는 총리직 상실 이후 여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당지도부 및 주요 연방 비례
대표 지도부와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총선 캠페인을 주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
o 동 당대회에서 통합러시아는 1차 총선 정책을 제안
- 안드레이 투르착 통합러시아 사무총장에 따르면 총선 정책은 올해 푸틴의 연례 국정연설을 기반으로
작성
- 총선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사회·경제적 영역에 초점
o 총 450석의 하원 의석 중 301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의석의 획득, 즉 개헌선 확보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
o 통합러시아가 8.24 2차 전당대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총선 정책을 확정하고, 특정 집단에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을 발표5)
- 통합러시아는 전당대회에서 ‘국민 복리의 증진’과 ‘강한 러시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의 총선 정
책을 최종 확정6)
- 특히 이 행사에 참석한 푸틴은 연금수급자에게 1만 루블, 군인에게 1만 5천 루블,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1만 루블의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3) 2016년 당시에는 로디나,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러시아연급수급자정의당, 통합러시아, 녹색당, 시민플랫폼, 자민당,
공화당, 성장당, 시민의힘, 야블로코, 공산당, 러시아의 대국자들, 정의러시아 이상 14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함.
4) 앞서 언급한 정당의 러시아어 원문 명칭은 다음과 같음. ЛДПР, «Коммунисты России»,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За
правду», КПРФ, «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свободы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РПСС), «Родина»,
«Зеленые», «Зеленая альтернатива»,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и «Партия роста», «Единая Россия», «Новые люди»,
«Яблоко»
5) “Съезд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литком.RU, 03.09.2021.
6) 통합러시아의 총선 정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뉨. 첫 번째 ‘국민 복리의 증진’ 부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가정의
풍요’, ‘견고한 가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 ‘현대적 교육과 첨단 과학’, ‘편리하고 안락한 삶’, ‘삶을 보장하는
환경’, ‘인간을 위한 국가’ 등에 관한 공약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강한 러시아’ 부분에서는 ‘발전하는 경제’, ‘농촌 개발’,
‘지역 개발과 국가 운송 인프라’, ‘문화, 역사, 전통’, ‘’시민의 연대와 청년 정책, ‘대외·국방정책’에 관한 공약이 제시됐다.
““Единая Росс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предвыборную программу,” РИА Новости, 27.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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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공산당
o 공산당은 전당대회에서 △퇴직 연령 하향 조정 △최저임금 인상 △무상 교육·의료 시행 △물가 안정 등
을 골자로 하는 총선 정책을 발표
o 총 15명의 연방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
- 그 중 상위 3명은 겐나디 주가노프 당대표, 여성 우주비행사 출신 스베틀라나 사비츠카야, 전 대선후
보 파벨 그루디닌
- 최근 중앙선관위가 국외 자산 보유를 이유로 그루디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공산당이 크게 반발하
면서 규탄 시위를 개최
o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크렘린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야권의 이른바 ‘똑
똑한 투표’ 전술의 수혜를 극대화함으로써 제1야당 지위를 수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제2야당 자민당
o 자민당은 전당대회에서 “단 한 명의 가난한 사람, 단 한 명의 실업자, 단 한명의 배고픈 사람도 없는”을
기치로 100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총선 정책을 발표
- 하원 의원정수 축소(450▷300), 상원 폐지, 다수당의 총리 임명 등과 같은 정치 개혁안도 제시
o 전당대회에서는 6월 말에 확정된 연방 비례대표 명부 상위 5인의 명단도 발표
-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당대표, 현직 하원의원 레오니드 슬루츠키, 세르게이 카르기노프, 야로슬라프
닐로프, 그리고 블라디미르 시퍄긴 블라디미르 주지사
o 자민당은 팬데믹과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호조건으로 인식하고, 기존 지위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공
산당을 압박한다는 목표를 설정
- 지리놉스키는 이번 총선에서 20% 정당 득표 획득을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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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야당 정의러시아
o 2021년 2월 정의러시아는 좌익 민족주의·보수주의 성향의 두 원외 정당 ‘러시아의 애국자들’, ‘진리를
위해’와 합당
o 정의러시아는 ‘공정한 기본소득’, 최저임금 인상, 연금개혁 취소, 부유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
을 발표
- 이에 대해 주가노프는 정의러시아가 공산당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비난
o 5명의 연방 비례대표 명부 상위 후보 명단을 발표
- 이들은 세르게이 미로노프 당대표, 자하르 프릴레핀, 겐나디 세미긴 공동대표, 영화감독 블라디미르
멘쇼프, 알렉산드르 바바코프 상원의원
o 미로노프가 15% 정당 득표를 통한 원내 제2당 지위 확보를 이번 총선 목표로 제시

III. 2021년 총선 결과
1. 총선 결과 개요7)
<표 2> 2021년 총선 투표율
항 목

표

비율

증감

유효표

55,158,109

97.92 %

▼ 0.21 %

무효표

1,171,581

2.08 %

▲ 0.21 %

총

56,329,690

100 %

-

총 유권자수와 투표율

109,204,662

51.72 %

▲ 3.84 %

o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2016년의 47.88%보다 3.84% 높은 51.72%를 기록

7) 이 절에서 언급된 통계는 러시아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9월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발표한 총선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됨.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연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http://www.vybory.izbirkom.ru/reg
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225883177&vrn=100100225883172&region=0&global=1&sub_region
=0&prver=0&pronetvd=0&vibid=100100225883177&type=242 (검색일: 2021년 9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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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당별 2021년 총선 득표 현황과 직전 총선과의 비교
정

당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
득표수

득표율

증감

지역구 투표

총합

의석수

증감

의석수

증감

의석수

증감

통합러시아
교 공산당
섭
자민당
단
체 정의러시아
새로운사람들

28,064,200

49.82 % ▼4.38 %

126

▼14

198

▼5

324

▼19

10,660,669

18.93 % ▲5.59 %

48

▲13

9

▲2

57

▲15

4,252,252

7.55 % ▼5.59 %

19

▼15

2

▼3

21

▼18

4,201,744

7.46 % ▲1.24 %

19

▲3

8

▲1

27

▲4

2,997,744

5.32 %

13

연금수급자당

1,381,915

2.45 % ▲0.72 %

0

-

0

-

0

-

야블로코

753,268

1.34 % ▼0.65 %

0

-

0

-

0

-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715,621

1.27 %

0

-

0

-

0

-

녹색당

512,418

0.91 % ▲0.15 %

0

-

0

-

0

-

로디나

450,449

0.80 % ▼0.71 %

0

-

1

-

1

-

러시아자유정의당

431,530

0.77 %

0

0

0

녹색대안

357,870

0.64 %

0

0

0

성장당

291,465

0.52 % ▼0.77 %

0

-

1

▲1

1

▲1

86,964

0.15 % ▼0.07 %

0

-

1

-

1

-

5

▲4

5

▲4

비
교
섭
단
체

시민플랫폼

▼ 1%

0

무소속

13

o 여당 통합러시아가 이번 총선에서 하원 의원정수 450석 가운데 324석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
- 통합러시아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82%의 정당 득표를 획득했고,
그 결과 126개의 의석을 획득
- 지역구 투표에서 전체 225개 선거구 가운데 198개 선거구에서 승리함으로써 독점적 지배력을 현시
- 이를 통해 2016년 총선의 324석에 비해 비록 19석 적은 수치이나 총 324석을 획득함으로써 과반의석
은 물론 개헌의석을 확보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 승리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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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1 총선 결과 주요 정당별 의석 배분 현황

* 자료: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Госдуму — 2021,” РИА Новости, 29.09.2021. https://ria.ru/202108
27/partiya-174 7464330.html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o 제1야당인 공산당은 이번 총선에서 57석을 획득하여 국가두마 내 제2당 지위를 재창출
- 공산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체의 약 1/5에 가까운 18.93%의 정당 득표로 48개의 의석을 획
득
- 지역구 투표에서는 전체 225개 선거구 가운데 9개 선거구에서 승리
- 이를 통해 2016년 총선의 42석에 비해 15석을 추가함으로써 총 57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제2당 지위
를 수성
o 제7대 국가두마에서 제3당 지위를 차지했던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21석을 획득하며 원내 제3당에서
제4당으로 위상 하락
- 자민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직전 선거에 비해 5.59% 낮은 7.55%의 정당 득표로 19석을 획
득
- 지역구 투표에서는 전체 225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승리
- 자민당은 2016년 총선에서 41석을 얻으며 공산당을 크게 위협했던데 반해 직전 총선에 비해 18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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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 21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제4당으로 위상 하락
o 제7대 국가두마에서 제4당 지위를 차지했던 정의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27석을 획득하며 원내 제3당
으로 지위 격상
- 정의러시아는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직전 선거에 비해 1.24% 낮은 7.46%의 정당 득표로 19석
을 획득
- 지역구 투표에서는 전체 225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에서 승리
- 이를 통해 2016년 총선의 23석에서 4석을 추가하여 총27석을 획득함으로써 원내 제3당 지위를 확보
o 이번 총선에 처음 참여한 원외 정당 ‘새로운 사람들’은 5% 진입장벽을 뚫고 13석을 획득하여 하원 진출
에 성공
- ‘새로운 사람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5.32%의 득표로 13석을, 지역구 투표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함
- 2020년 지방선거에서 가능성을 엿보인 ‘새로운 사람들’은 첫 총선 도전에서 5% 진입장벽을 뚫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권한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함
o 그 밖의 9개 정당들의 총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금수급자당은 2.45%의 정당 득표를 획득해 가능성을 보여줬고, 전통적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
는 1.34%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해 5% 진입장벽 통과에 실패
- 나머지 정당들은 1% 미만의 정당 득표를 기록했으나, ‘로디나’, 성장당, ‘시민플랫폼’이 지역구 투표에
서 각각 1석의 의석을 확보
- 지역구 투표에서 5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
o 결국, 이번 총선에서 통합러시아, 공산당, 정의러시아, ‘새로운 사람들’ 이상 5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고, ‘로디나’, 성장당, ‘시민플랫폼’ 이상 3개 정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갖게 됐으며, 5명의
무소속 의원이 하원에 진출

2.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o 총선 직후 다양한 형태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가운데 취약한 선거감시(참관) 체계와 모스크
바 전자투표 결과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킴
o 유럽평의회의회(PA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번 러시아 총선에 감시·참관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음
- 대신 프랑스의 마린 르팽이 이끄는 국민전선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제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서방 국가 시민들이 선거를 참관
- 이들은 이번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 제고를 위해 초청됐으며, 당연히 그 활동도 서방 국가들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러시아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8)
8) 이와 관련하여, 안드레이 클리모프 상원 국가주권보호·러시아내정간섭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모니터링을 위해
러시아에 도착한 외국 참관인들이 서방 매체와 다양한 정치인·전문가들의 편파성을 보완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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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맥락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차원의 참관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모든 선거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
o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모스크바 전자투표 결과의 지연 발
표
- 다른 지역과 달리 모스크바 전자투표 결과는 9월 20일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발표가 지체
- 당시 모스크바 내 다수 지역구에서 이른바 ‘똑똑한 투표’에 힘입어 현장투표에서 야권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전자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최종 결과가 뒤집히는(야권 후보의 낙선) 상황 발생
- 당국은 결과 발표가 지연된 이유를 전자투표와 현장투표의 중복투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
때문으로 설명9)
-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설명은 저항적 유권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으며, 이들은 이번 총선 결과 전
체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o 또한 일부 러시아 통계학자들은 자체 분석 데이터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
- 저명한 물리학자 세리게이 시필킨은 총선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러시아가 획득한 공식 득표수의
약 1,400만 표가 조작됐다고 주장
- 그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38%에 불과했으며, 통합러시아의 득표율도 31~33%에 불과했다고 분석
- 생물학자이자 빅데이터 분석가인 알렉세이 쿠프리아노프도 통합러시아의 실제 득표율이 약 30% 정도
였을 것이라고 추정
- 데이터 분석가인 보리스 오브친니코프도 통합러시아 득표의 50%가 조작됐을 것이라는 시필킨의 추정
치가 ‘최소추정치’라고 언급
- 총선 직전 투표 참관이 금지된 독립 선거 감시단체인 골로스(Golos)도 통합러시아의 공식 득표의 약
1/3이 조작됐다고 주장10)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Политком.RU, 23.09.2021.
9) 실제로 당국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2020년 7월 1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전자투표와 현장투표의
중복 투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음. “Вопросов больше чем процентов,” Коммерсантъ, 22 Сентября,
2021.
10) Jake Cordell, “Statisticians Claim Half of Pro-Kremlin Votes in Duma Elections Were False,” The Moscow Times,
September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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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21년 총선 평가
<그림 2> 주요 원내 정당별 지지율 변화 (ФОМ)

1. 통합러시아의 압승 원인
o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 중반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

- 여당의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에는 △크림 병합에 대한 全사회적 열광의 퇴색 △2018년 연금개혁의 부
정적 여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국민의 삶의 질 하락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보건 위기 등도 부정
적 요인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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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원내 정당별 지지율 변화 (ВЦИОМ)

o 그러나 통합러시아는 총선 결과 전체 하원 의석수의 72%를 획득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으며, 그 원인
은 다음의 몇 가지로 평가 가능
1) 여당에 철저히 유리한 러시아의 ‘지역구 투표’ 선거제도
o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225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88%에 달하는 198석을 차지함으로써 지역구 의
석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현시
o 이는 무엇보다 201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완전비례대표제에서 혼합선거제로 변경된 러시아 선거
제도의 영향11)
- 지역구 투표의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선거법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에
철저히 유리하게 작용
- 푸틴은 2000년 집권 이후 이른바 재중앙집권화와 권력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지방에 대한 확고한 통
제력을 구축
- 2012년 총선까지 운용되던 완전비례대표제 하에서 원내 3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들은 당연히 지
역 차원의 정부 운영(행정) 경험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충분한 영향력 행사 수단도 보유하지 못함
- 하지만 여당 통합러시아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후광에 힘입어 튼튼한 지역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
었고, 조직·재정 측면에서 다른 야당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역구 선거 자산을 확보
o 지역구 선거가 각 선거구별로 1명의 당선자를 1차 투표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로 치러진 것
도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11) 장세호, “러시아 제7기 국가두마 선거와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효과,” 「Acta Eurisiatica」 Vol. 8, no. 2 (2017),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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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정당이 참여한 이번 총선은 당연히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
런 제도적 특성은 최대 정당으로서 통합러시아에 추가적 혜택을 제공
- 이러한 구조적 강점 때문에 이른바 ‘싹쓸이’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통합러시아는 몇몇 체제야당
(in-system parties)에 일부 지역구를 양보
- 정치학자 키네프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총 225개 지역구 가운데 220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지명했고, 그 가운데 30여 개에서만 실질적 경쟁을 벌임12)
2) 5% 원내 진입장벽이 제공하는 추가적 혜택
o 러시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 제도는 5% 원내 진입장벽을 두고, 이를 초과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토록 규정
o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통합러시아에 추가적 혜택을 제공
-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정당들의 득표율은 사표가 되어 진입장벽을
넘은 정당들에 재분배
- 따라서 5%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정당들이 획득한 약 11%의 득표율에 해당하는 25개의 의석은 상위
5개 정당들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
- 당연히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표를 획득한 통합러시아가 추가로 14석을 부
여받아 5개 정당 중 가장 큰 수혜자가 됨
3) 크렘린의 고강도 선거 전 對야 압박
o 크렘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재야 비판세력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권자의 대
안적 선택지를 크게 축소시킴
- 외국대리인 관련 규정 강화
·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후보는 외국대리인 기능 수행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의무적으
로 선거홍보물을 통해 공지
· 해당 규정은 선거일 2년 전까지 외국 매체 또는 외국대리인 등록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에게도 적용
- 중간 수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 형법상 중범죄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피선거권
을 제한
· 사기, 범죄 수익금 세탁, 공유 건설 참여자의 불법 자금 유치, 테러 정당화, 집회 개최 절차 반복 위반
등
- 극단주의 조직 활동 관련 자에 대한 제한
·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즘 관련 조직의 활동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 이들 조직의 설립자 또는 지도자는 법원이 해당 조직을 금지·청산하기로 결정 한 후 5년간, 단순 참
여자는 3년간 피선거권 제한

12) “До выборов осталось чуть больше месяца. Прямо сейчас политолог Александр Кынев называет состав Госдумы,”
Meduza, 6 август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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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시에 당국은 나발니 관련 단체와 반정부 성향의 대중매체에 대한 억압을 강화
- 재야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관련 단체들(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니 본부 등)에 대한 극
단주의 또는 불온 단체로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차단
- 최소 17개 언론단체와 기자를 외국대리인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활동에 심대한 제약 부과
- 대표적 재야 운동가 일리야 야신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형사 기소에 따른 드미트리 구드코프의 불가
리아 이주 등도 대표적 억압 사례
- 외국 기업 지분 보유를 명분으로 공산당 연방 비례대표 명부 3순위 후보인 파벨 그루디닌에 대한 피
선거권을 박탈
o 러시아 내의 대표적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통해 나발니 세력이 주도한 ‘똑똑한 투표’ 어플 삭
제를 강제
- 러시아 당국은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에 이른바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해당 기업들의
SNS 플랫폼 내 어플 구매 스토어에서 ‘똑똑한 투표’ 어플 삭제를 요구하여 끝내 관철시킴13)
- 이에 대해 나발니는 총선 직후 당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크렘린의 ‘공범’으로
지칭하며 거세게 비난14)
o 이는 남다른 이번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미국/서방의 압력에 대한 정면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된 조치로 평
가
- 이번 총선은 푸틴의 잔여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위 ‘2024년 문제’
와 관련하여 체제의 재생산 측면에서 중차대한 의미 보유
- 현 집권세력은 작년 나발니 독살 의혹 사건 이후 미국/서방의 강력한 압력에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
으며, 그들의 ‘레짐체인지’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
- 그 결과, 러시아의 非체제 야권(재야)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당국의 통제와 압력에
대한 대응 수단은 ‘똑똑한 투표’가 사실상 유일했음
4) 신규 도입 선거제도와 크렘린의 행정력을 활용한 親정부 유권자 동원
o 이번 총선에 적용된 다일투표와 원격투표 제도는 크렘린이 자신의 통제력이 작용하는 親정부 성향의 유
권자를 동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 러시아 당국은 2020년 7월 1일 개헌 국민투표에서 코로나19의 全세계적 확산에서 비롯한 보건 위기를
명분으로 다일투표와 원격투표 제도를 새로 도입
- 작년 개헌 국민투표는 69.9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체 투표 참여자의 77.92%가 개헌안에 찬성
하여 압도적 비율로 개헌을 승인15)
- 즉 당국은 작년 개헌 국민투표에서 다일투표와 원격투표 제도의 정치적 효용을 실험·체감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재적용
- 이번 총선에서 다일투표는 금, 토, 일 3일간 시행됐으며, 전자투표와 재택투표 등 원격투표도 기존보
13) Mike Eckel, “Navalny's 'Smart Voting' App Disappears From Apple, Google Stores In Russia,” RFE/RL, September 16,
2021.
14) 유철종, “러 야권지도자 나발니, 애플·구글 맹비난…“크렘린 공범”,” 「연합뉴스」, 2021년 9월 24일.
15) 2020년 개헌 국민투표의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장세호,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정치적 배경과 함의』
INSS 연구보고서 2020-15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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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대되어 수행
- 보통 주말을 교외 별장에서 보내는 러시아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일투표와 원격투표는 이번 총선
의 투표율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투표 첫 날이었던 금요일(9월 17일) 오전부터 투표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
쳐졌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를 고려해 제시된 다일투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짐16)

o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의 위생 조건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된 다일투표와 원격투표는 당국의 행
정적 동원 효과를 크게 확장
- 푸틴 집권 이후 그동안 러시아 선거 과정에서 행정력의 동원을 통해 국가 부문에 종사하는 유권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력이 행사되어옴
- 즉, 권력의 위계구조를 활용해 국가기구와 국영기업 관리자들이 하급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들에 대해
노골적인 투표참여와 여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때때로 강요)하는 압박을 가함
- 이번 총선에서도 다양한 방식에 의해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연금수령자, 실로비키 등 親정부 성향의
유권자에게 전자투표 등록과 투표참여를 압박17)
- 결국, 당국의 이러한 강력한 행정적 동원은 여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당 득표를 기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
5) 푸틴의 적극적인 통합러시아에 대한 지원 사격
o 크렘린은 이번 총선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45-45’(투표율-정당득표율)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식적으로
단독 개헌 가능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18)
- 왜냐하면 크렘린은 기존의 연방·지역 차원의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초래할 수 있는 의외의 후과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
- 동시에 압도적인 지역구 투표 경쟁력을 고려할 때 45%의 정당 득표만으로도 개헌선 확보가 가능하다
고 판단19)
- 또한 연금개혁, 대중적 피로감 증대, 메드베데프 등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등의 영향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
-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크렘린 국내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2016년 총선의 결과를 반복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
o 그러나 푸틴은 이번 총선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여 크렘린 담당자들에 도전적 목표 제시를 요구
- 푸틴은 작년 개헌 국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이 자신과 현 체제에 대한 합법적 권위를 재확인
하는 계기의 공간으로 인식20)
16)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Политком.RU, 23.09.2021.
17) Jake Cordell, “Statisticians Claim Half of Pro-Kremlin Votes in Duma Elections Were False,” The Moscow Times,
21.09.2021).
18) “Expert Survey: Will the Outcome of Russia’s Elections Impact Its Foreign Policy?,” Russia Matters, September 24,
2021.
19) Jake Cordell, “Statisticians Claim Half of Pro-Kremlin Votes in Duma Elections Were False,” The Moscow Times,
21.09.2021.
20) Tatiana Stanovaya, “How the Duma Elections Could Decide United Russia’s Fate,” Carnegie Moscow Center,
17.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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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올해 총선을 통해 정부와 체제의 국가 비전의 달성을 위한 노력과 효율성을 인정받고자 했음
- 이에 크렘린에 보다 도전적 목표 설정을 요구했고, 크렘린은 이번 총선 목표를 ‘50-50’으로 수정
o 동시에 푸틴은 총선 캠페인에 사실상 직접 참여하여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
- 푸틴은 총선 준비를 위해 두 차례 개최된 통합러시아 전당대회에 모두 참석하여 직접 연설을 수행
- 푸틴은 그 과정에서 다섯 명의 연방 비례대표 명부 상위 후보를 직접 지명하고, 2차 대회에서는 (친정
부 성향의) 특정 계층에 일회성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
-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여당에 대한 대중적 평가·심판의 성격이 크게 약화하고 푸틴과 현 체제에 대한
신임투표로 전환
- 그 결과, 9월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러시아에 대한 지지율 보합세가 중단되고, 푸틴에 대
한 견고한 지지가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함으로써 반전 경향 나타나기 시작21)

2. 야권의 총선 행보와 결과 평가
1) 공산당
o 많은 관찰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공산당의 선전을 예상했지만, 막상 공산당이 획득한 결과는 기대를 뛰
어넘는 수준이었음
- 1996년 대선 직후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공산주의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이 박혔다”라고 언급22)
-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공산당은 건재를 과시했고, 제2당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내며 러시아 야권 내
의 독보적 위상을 현시
o 공산당은 크렘린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여당과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피로감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공산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정책과 의제로 설정하며 가장 활발하게
선거 캠페인에 나섬23)
- 이 같은 공산당의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으며,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에서 공
산당을 통합러시아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

※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서 현실적으로 공산당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었음

- 공산당은 이미 사라진 투표용지의 ‘모두에 반대’(против всех) 란에 대한 일종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
- 또한 공산당은 총선 직후 즉각적으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장외투쟁을 시도하며 여당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려 노력
o 공산당은 전통적 좌파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토대로 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온정주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
21)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прогноз ВЦИОМ,” Политком.RU, 17.09.2021.
22)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ов, “Пересечение красной линии. Почему Россия опять голосует за коммунистов,”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4.09.2021.
23)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Политком.RU, 23.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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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공산당은 이른바 ‘확장성’의 발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과도하게 강조
하지 않으려 노력
-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공산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좌파운동의 부활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무리
-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러시아 내에서는 소련 시기와 그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
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기능
- 동시에 공산당이 이번 총선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온정주의 경향의 유권자의 일부가 공산
당에 투표했기 때문
- 정치학자 보리스 마카렌코는 온정주의자를 정부와 여당에 대한 태도(충성과 분노)를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며, 이번 선거에서 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온정주의 유권자가 공산당을 지지한 것으
로 분석24)

※ 사회학자 알렉세이 레빈슨도 통합러시아와 공산당의 지지층 간 이념적 거리가 크지 않다며, 온정
주의의 기저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

o 동시에 공산당의 나발니 세력이 주도했던 ‘똑똑한 투표’ 전술로부터 추가적 이익을 수혜
- 기술적으로 ‘똑똑한 투표’ 전술은 주로 정당명부 투표보다는 지역구 투표에서 통합러시아에 대한 대안
에 힘을 집중
- 각각의 지역구에서 통합러시아 소속 후보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많은 경우 공산
당 소속이었음
- 이 때문에 나발니 세력이 제시한 ‘똑똑한 투표 명부’에 공산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했으며,25) 실제로
여러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
2) 자민당
o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과 다르지 않은 진부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2016년에 비해 그 입지가
현격하게 축소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은 적극적인 對여 공세를 펴는 가운데 하바롭스크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
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획득26)
- 그러나 이처럼 자민당의 더욱 대담해진 ‘야성’(野性)의 발휘는 크렘린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불러왔고,
당연히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경계와 견제를 초래
- 크렘린의 견제 속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 선거 캠페인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획
득 의석수에서도 상당한 손실 발생27)

24)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ов, “Пересечение красной линии. Почему Россия опять голосует за коммунистов,”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4.09.2021.
25) “Navalny's 'Smart Voting' Backs Communist Candidates In Bid To Loosen Grip Of Ruling United Russia,” RFE/RL,
September 15, 2021.
26) 2018년 러시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장세호, “2018년 9.9 러시아 지방선거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2018-14 (2018) 참조.
27)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артийная система. Как выборы закрепили новый тип российских партий,”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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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대표인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는 노쇠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지도력 행사에 대한 강
한 의지를 현시
- 올해 만 75세가 된 지리놉스키가 노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전을 용납지 않는 확고한 당
내 지배력을 보유
- 사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5% 진입장벽을 넘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득표율을 획득한
것은 지리놉스키의 영향이 절대적
- 자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최소한 향후 5년간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도약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3) 정의러시아
o 2016년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정의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 2021년 2월 자하라 프릴레핀이 이끌던 ‘진리를 위해’, 겐나디 세미긴이 이끌던 ‘러시아의 애국자들’과 합
당
- 이는 좌익 민족주의·보수주의 성향의 두 원외 정당과의 합당을 통해 좌우로 동시에 이념적 스펙트럼
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

※ 이에 대해 일부 러시아 정치평론가들은 정의러시아가 ‘스탈린 숭배’라는 이념적 지표까지 이동했
다고 평가28)

-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왼쪽의 공산당과 경쟁하면서, 오른쪽의 통합러시아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노력
으로 평가
o 정의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원내 제3당 지위를 확보했으나, 직전 총선에 비해 득표율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음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전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정의러시아가 거둔 득표율 차이는 단 1.24%,
추가 확보한 의석수도 4석에 불과
-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을 지지했고, 비공산주의자들은 대통령의 정당인 통합러시아를 선
호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
- 일단 정의러시아는 성과가 크지 않았던데 실망하면서도 제3당 지위를 확보한데 대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
4) ‘새로운 사람들’
o ‘새로운 사람들’ 본질적으로 크렘린의 강력한 지원으로 탄생한 일종의 ‘관제 교란정당’(administrative
spoiler party)
- 지난 몇 차례 선거과정에서 나발니 세력을 비롯한 이른바 非체제 야권(재야)이 정치적 매력을 발산하
며, 일부 대도시와 지역에서 비판·저항 여론의 조직화에 성과를 도출
- 더욱이 일부 체제 야당 대표자들은 나발니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부대 효과를 창출
- 이에 그동안 크렘린 국내정책 담당자들은 非체제 야권을 무너뜨리고 조직적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28) “Выбор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Политком.RU, 23.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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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란정당을 조직29)

※ ‘새로운 사람들’, 연금수급자당, ‘녹색대안’, ‘시민플랫폼’,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 사례

o 이들 신흥 교란정당 중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 사례로서 이번 총선에서 5% 진입장벽을 뚫고 원
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
- 콜레스니코프는 ‘새로운 사람들’의 원내 진출은 도시 중산층의 변화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지만, 여기
서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은 체제 내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30)
-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은 나발니 세력이나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한 ‘야블로코’와는 질적으로 구
별되는 집단
- ‘새로운 사람들’은 통합러시아의 주변적 유권자, 즉 아직 야당에 투표하기를 꺼려하는 온건 보수 유권
자들의 두 번째 선택지로 기능
- 더욱이 ‘새로운 사람들’의 원내 진출은 이번 총선의 가장 두드러진 이변으로써 크렘린에 자신감을 더
해줄 것으로 전망31)
- 따분하고 변화가 부재한 러시아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 즉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명분으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
5) 기타
o 러시아의 대표적 자유주의 야당인 ‘야블로코’는 이번 총선에서도 인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
- 무엇보다 ‘야블로코’의 창립자 그리고리 야블린스키가 총선 과정에서 나발니 세력과 심각한 갈등을 빚
은 것이 부정적 후과를 초래
-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은 나발니의 극우민족주의 성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그의 ‘똑똑한
투표’ 전술이 실질적인 非체제 야당보다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비난
- 더욱이 ‘야블로코’는 나발니에 대한 비판을 통해 크렘린에 그들이 ‘합의의 틀’ 안에 있다는 점을 증명
하려고 했으나,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당의 총선 참패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와 관련하여, 알렉세이 체스나코프 정치정세센터 소장은 현재와 같은 선거 캠페인으로 야블로코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32)
o 좌파 정당 중에서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연금수급자당, 러시아자유정의당이 총선에 참여했으나 두
드러진 성과 획득에 실패
- 연금수급자당은 러시아 내에서 꽤 파급력이 있는 의제와 관련한 명칭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2.45%
의 득표를 획득했지만 원내 진출에 실패
- 공산당의 오랜 교란정당인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과 러시아자유정의당은 좌파 정책과 도시의 저항
적 유권자에 호소하는 혼합적 캠페인을 벌였지만 큰 관심을 유도하지는 못함
29)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артийная система. Как выборы закрепили новый тип российских партий,”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9.2021.
30) “Expert Survey: Will the Outcome of Russia’s Elections Impact Its Foreign Policy?,” Russia Matters, September 24,
2021.
31)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еще много»,” Коммерсантъ, 21 Сентября, 2021.
32) “Политолог объяснил провал "Яблока" на выборах в Госдуму,” РИА Новости, 21.09.2021.

사회과학 분과B :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미래 쟁점 ∙ 419

o 성장당은 기성 정치에 지친 도시 유권자와 적극적이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추구하는 여성 유권자에 어필
하려고 노력했으나, 1개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는데 머무름
o 애국주의 세력으로서 ‘로디나’와 ‘시민플랫폼’이 총선에 참여했으나 마찬가지로 결과는 미진
- ‘로디나’는 정의러시아의 프릴레핀 지지층을 인입함으로써 자민당과 정의러시아와 경쟁하려 했으나, 1
석의 지역구 의석만을 획득
- 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창당한 ‘시민플랫폼’은 이번 총선에서 의외로 애국주의 틈새시장을 노렸으
나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1석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
6) 나발니 세력
o 나발니 세력이 反통합러시아에 유권자 결집을 위해 추진한 투표전술인 ‘똑똑한 투표’는 이번 총선 과정
에서도 주요 이슈로 대두
- 현재로서는 ‘똑똑한 투표’ 전술이 야당 후보들의 당선에 얼마나 구체적 기여를 했는지 불명확

※ 나발니는 총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똑똑한 투표’ 전술을 “대성공”(huge success)이라고 평가
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으며, “어디에 살든 우리는 단 하나의 나라를 갖고 있다.” “그리
고 그것을 위한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길고 힘든 마라톤이다.”라고 싸움을 지속할 것을 촉
구33)

o 다만, 해당 전술이 나발니에 대한 체포·구속 이후 이번 총선에서 그와 그가 주도한 단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
o ‘똑똑한 투표’ 전술은 그 이행 과정에서 조직된 저항적 유권자 사이에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는 효과도 구현

V. 결론
o 푸틴과 러시아의 現집권세력은 2020년 개헌 국민투표에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확고한 통제력과 압도적
지배력을 현시
- 러시아 내에서는 2014년 크림 병합을 계기로 표출된 全사회적 열광이 조금씩 옅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른바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꾸준하게 증가
- 특히 2020년 8월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의 발생과 2021년 1월 미국 新정부 출범은 서방 세력의 인권
침해와 권위주의적 경향의 확대를 매개로 한 푸틴체제에 대한 강력한 견제·압박의 계기로 작용
- 하지만 2020년 7.1 개헌 국민투표와 이번 9.19 총선을 통해 푸틴과 러시아의 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건재와 상황 관리 능력을 입증
o 특히 푸틴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 4기 잔여임기 동안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정치적
운신의 공간을 더욱 확장
33) “Navalny Says Fight For Democratic Russia Is ‘Long Marathon,” The Moscow Times, 2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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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재야를 불법화하고 비판 세력을 위협·투옥·
추방함으로써 러시아 합법적 정치무대에서 사실상 축출

※ 이와 관련하여, 정치학자 안젤라 스텐트는 크렘린이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
이 설 자리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34)

- 러시아 저항(비판) 세력의 철저한 ‘주변화’(周邊化) 상태를 고려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 집권 4기 잔여
임기 동안 푸틴과 現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현재 푸틴은 2024년 이후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후계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을 통해 선택을 위한 운신의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
o 다만, 이번 총선에서 통합러시아의 압승은 상당 부분 민심을 ‘왜곡’한 결과로서 중장기적으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 직전까지 통합러시아는 대체로 3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선거 결
과 천체 의석의 72%를 차지함으로써 전형적인 ‘과대대표’의 모습을 현시
- 실제로 이번 총선은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선거로 평가되며, 정치공학 수준을 넘어 단언
컨대 관권·금권 선거에 의해 민심의 심각한 ‘왜곡’ 또는 ‘조작’으로까지 평가가 가능35)
- 이번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現체제에 대한 능동적 지지라기보다는 ‘수동적 순응주의’의 표현으로써
2011~12년 대규모 反정부시위 국면처럼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분출할 가능성도 존
재36)
o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인 선거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체제의 건강한 역동성의 발현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대의민주주의 운용에 있어 선거는 통치권자와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사회 구성원에 대
한 책임을 구현하는 공식적 정치과정
-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전자의 의미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민심의 표출과 반영이
라는 후자의 의미를 철저히 무시
- 점차 러시아에서 선거는 권력을 교체하거나 의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역할로부터 소외되고 있으
며, 실질적인 대안 선택지의 부재 속에서 정해진 답안을 추인하는 공간으로 전락
- 이는 체제의 경직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차원의 경제구조 변화
라는 외부 변수에 러시아의 능동적 적응력·대응력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음
o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제8대 국가두마(하원)도 아래로부터의 민심을 대변하고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현재 러시아에서 의회는 대중을 대표한다기보다 오히려 특정 엘리트 집단과 정치세력을 대표
- 이번 총선을 통해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이 새롭게 의회에 진출했지만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37)
34) “Expert Survey: Will the Outcome of Russia’s Elections Impact Its Foreign Policy?,” Russia Matters, September 24,
2021.
35) Anton Troianovski, “In Russia Election Results, Online Votes Sweep Putin Opponents Aside,”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2021.
36) 실제로 총선 직후 푸틴을 비롯한 現체제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통합러시아의 압도적 승리에 대해 조심스런 자세를 취함.
푸틴은 2011, 2016년 총선 때와 달리 직접 여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 통합러시아 당대표인
메드베데프, 연방 비례명부 1, 2번 후보였던 쇼이구와 라브로프도 총선 직후 당사에 방문해 축하인사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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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국가두마는 3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보다는 위
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입법 요구에 철저히 부응할 것으로 판단
o 총선 이후 러시아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내에서는 여당 통합러시아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짐
- 여당의 지지율 정체·하락이 지속하는 가운데 크렘린 내부에서는 통합러시아의 재강화 또는 대체재의
마련 필요성을 매개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짐38)
-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당의 재편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체제의 모색이 이뤄질 가
능성에 주목 필요
- 유사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당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후 현행 혼합선
거제를 지역구선거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39)
o 이번 총선을 계기로 러시아의 對미/서방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 노선의 관
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크렘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외부의 적’, ‘제5열’(Пятая колонна)로 표현되는 외세와 부역자들과의
싸움을 강조
- 또한 이번 총선은 러시아 내정에 대한 외부 간섭 문제를 환기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이를 비판
세력에 대한 억압과 대중의 충성 유인의 도구로 활용
- 크렘린의 재야와 언론에 대한 억압, 해외 IT 플랫폼에 대한 압박 등을 고려할 때 서구와의 대립·갈등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37) Андрей Перцев,“Ток-шоу с элементами бюрократии. Каким будет перс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овой Думы,”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9.07.2021.
38)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Партия преткновения. Какой будет судьба «Единой России» после выборов,”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15.09.2021.
39) Дарья Гармоненко, “Мажоритарные выборы остаются запасным вариантом Кремля,”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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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금융산업의 산업연관표 분석
민지영 (한국외대)

금융부문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효율적인 금융부문
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비용과 위험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1)
금융부문은 저축률을 높이고, 저축을 동원 및 통합하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
을 촉진 및 장려하고, 자본할당을 최적화함으로써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금
융시스템이 발달된 국가가 장기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위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와 생산성을 높
여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SME)에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2)
한편, 러시아 금융산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
융산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발전 초기 러시아의 금융산업은 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정부의 미흡한 규제정책으로 부실은행이 생겨났고 종종 부패 정치인이나 경제인과 연루되었다. 다수의 국
민은 광범위한 영토로 인해 지방 지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당국이 금융산업 개혁의 필요
성을 절감함에 따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금융산업에 대
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2000년대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수출 확대에 기대어 이루어진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다시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와 같이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의 발달 정도 또는 금융산업과 타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가정을 세
워보았다. 이러한 생각 하에 필자는 우선 현재 러시아 금융산업이 타 산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객

1) Richard J. Herring & Anthony M. Santomero(1991),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Economic Performance," Center
for Financial Institutions Working Papers 95-08, Wharton School Center for Financ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Financial development,”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fdr/gfdr-2016/background/financial-development (검색일:
20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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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산업연관표(I-O table)를 활용하여 전후방효과
를 분석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과 산업간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며, 러시아 출신 학자 레온티예
프가 1936년 이 분석을 활용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3) 그리고 최근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구조 분석, 최종수요와 생산과의 관계 분석 등을 벗어나 거시예측모형과 결합
되어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 국제간 분석으로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4) 특히 이 방법론
은 특정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러시아는 같은 산업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화라면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재화로
간주하여 수입을 처리하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최근 들어 과거 산업연관표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관된 형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 데이터가 통계청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나,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되도록 최근이면서 98개의 생산품 항목으로
소분류된 2011년과 2016년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5) 이를 러시아 경제활동분류코드(ОКВЭД)와
생산품분류(ОКПД)를 참고하여 16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다(표 1 참고).
표 1. 러시아 산업분류 및 제품분류
농림축산업
수산업
채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공급
건설업
도소매업
호텔·요식업
교통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행정, 군사안보, 사회보장
교육
보건
기타 서비스
가계활동
국외영토활동

산업분류(ОКВЭ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생산품분류(ОКПД)
1~2
5
10~14
15~37
40~41
45
50~52
55
60~64
65~67
70~74
75
80
85
90~93
95~97
99

자료: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классификатор вид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К 029-2007와 Коды
ОКПД 2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이 연구에서 도출할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방연쇄효과는 모든 산업부
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특정산업의 생산이 받는 영향으로서, 특정산업의
3) Wassily W. Leontief(1936)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Aug., 1936, Vol. 18, No. 3 (Aug., 1936), pp. 105-125
4) 권태현. 2004.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청람. pp. 93-94.
5) 러시아 통계청 산업연관표, https://rosstat.gov.ru/accounts (검색일:20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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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연쇄효과 정보는 전산업 평균인 1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 감응도계수로 표시한다. 여타 산업
의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여타 산업에 대한 생산지원 정보를 나타내는 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후방연쇄효과는 특정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산업 생산활동에 미
치는 영향으로서, 특정산업의 후방연쇄효과 정도는 전산업 평균 1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영향력계
수로 표시한다. 중간투입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여타 산업의 생산유발정도를 나타내는 후방연쇄효과가 크
게 나타난다.6)
표 2. 러시아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
코드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2011

2016

2011

2016

A

0.57921

0.55199

1.00851

0.98395

B

0.14818

0.14267

0.90948

0.96113

C

0.98639

1.08266

1.12190

1.12590

D

2.83014

2.85720

1.01088

1.00893

E

1.98315

1.80919

1.28565

1.26425

F

0.74469

0.60469

0.95514

0.96768

G

1.50912

1.30097

1.13261

1.12571

H

0.19414

0.18947

1.03041

1.02404

I

1.97060

1.96232

1.09238

1.08460

J

1.07969

1.06925

1.18616

1.17078

K

2.87378

3.41202

1.09257

1.08747

L

0.28265

0.18742

0.98448

1.00088

M

0.15947

0.15874

1.03815

1.03811

N

0.15165

0.15062

0.94175

0.95383

O

0.37888

0.39634

1.08165

1.07830

P

0.12828

0.12444

0.12828

0.12444

주: 이 연구에서 사용한 러시아 산업연관표에는 Q에 대한 수치가 없어 위의 표에서는 생략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러시아 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주요 산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업
(A)의 경우 전후방연쇄효과가 감소하는 추세는 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전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컸으나, 2016년에는 소폭 줄어들었다. 채굴업(C)의 경우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증가했으며, 2016
년에는 전후방연쇄효과가 평균치인 1을 넘어섰다. 즉, 채굴업의 생산물이 중간재로 비교적 널리 쓰이며,
중간투입률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D)의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매우 크며, 2016년 후방연쇄효과
는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품이 중간재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간투입률은 다소 줄어들어 생산유발효과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J)의 경
우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1을 넘으므로 생산유발효과가 전반적으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2011년에 비해 2016년의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소폭 감소했다. 이는 금융보험업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
한다거나 금융보험업 서비스에 대한 중간투입률이 모두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6) 신현열‧김보성(2007),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금융산업의 구조 및 경제기여도 변화,”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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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의 전후방연쇄효과가 커지기 마련인데, 이 기간 동안 러시아 금융보험업은 이와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표 3. 러시아 금융산업 전후방연쇄효과
코드

산업

J
65
66
67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2011

2016

2011

2016

금융‧보험

1.07969

1.06925

1.18616

1.17078

금융 서비스

2.55159

2.13530

0.79925

0.75829

보험 서비스

0.96452

0.82596

0.97797

0.99236

0.75220

0.72233

0.83218

0.84274

금융 지원 서비스

주 1: 코드는 러시아 산업분류를 따른 것임; (Центр Регистрации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Бизнеса,
https://www. regfile.ru/okved2.html (검색일:2021.9.23.)
주 2: 65: 은행의 대출서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금융서비스, 66: 보험 서비스, 67: 파생상품, 기타 보험
등 기타 금융서비스는 K 코드 아래 하부 산업분류 코드임.
산업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3 참고). 주로 은행대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융 서비스의 경우 전방연쇄효과
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은행대출 서비스의 활용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활용도
가 소폭 감소했다. 금융 서비스의 후방연쇄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대상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점차 금융 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 서비스와 파생상품, 금융지원상품
등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방연쇄효과는 줄어든 반면, 후방연쇄효과는 증가했다. 이는 보
험 서비스와 금융 지원 서비스의 전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2011년에 비해서 2016년 금융보험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서비스 세
부부문의 전후방연쇄효과 변화를 살펴볼 때, 최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경기둔화 현상으로 인해 은
행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금융 서비스 부문이 다소 위축되고, 대신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중에서도 전후방연쇄효과 분석만을 다루었다. 추후 금융보험업에 대한 더
심도있는 분석과 해석을 위해, 그리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꼽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생산유발분석, 부가
가치유발분석 등 더 확대된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풍부한 내용을 위해서 러시아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나 유럽 국가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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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금개혁 정책효과 분석
이정민 (한국외대)

주요어: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체제전환, 사회보장제도, 연금개혁

Ⅰ. 서론
이 연구는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정부가 단행한 연금개혁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세기
말엽에 대부분 국가는 인구노령화, 경제성장 둔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980년 칠레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전체 혹
은 부분 적립방식1)인 사적연금으로 대체했다. 이는 1994년 세계은행이 연금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노령화 위기에서 탈출: 노후보장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에 노동
자계급 권익을 대변하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는 연금민영화는 위험을 부추기는 고위험 전략이라고 비판
했다. 2005년 이후 세계은행 내에서도 세계은행식 3층 연금구조모델을 개발했던 학자와 당시 부총재도 연
금민영화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연금민영화를 도입했던 남미국가 중에는 다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도 했
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소비에트연방국은 체제전환 이후 연금민영화 추세에 맞춰 연금개혁이 불가피했다.
러시아 푸틴정부는 세계은행 다층연금체계 권고에 따랐으며 스웨덴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을 참고하여 2002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소비에트연방국
과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 북한 연금개혁 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 연금은 연금재정운용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연금
지불총액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현재 일하는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퇴직자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노동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퇴직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방식이다. 적립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면서 민간연금 용어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도 사회보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계좌에
적립된 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후자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이성기 외, 2019, 172-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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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분석틀
1. 연금민영화를 둘러싼 쟁점과 비판
1990년대 이후 세계은행은 연금민영화2)를 찬성했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이를 반대하
면서 ‘진영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국제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은행은 기존 부과방식은 현재 노인세대
에게 유리, 다음세대에게 재정부담, 소득 역진적, 인플레 연동 불가, 정치적 위험 상존, 재정적자 등을 비
판했다. 세계은행이 강조한 3층 연금보험제도 장점은 다음과 같다. 1층(법정사회연금)은 지급대상을 제한
하여 국가재정을 절감할 것이다. 2층(법정 민간연금)은 실현 불가능한 급여를 약속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부자 세대로 소득이전을 막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국내저축률을 제고할
것이다. 3층(임의 개인저축계정)은 추가적으로 노후대책을 원하는 자만 보장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제안
한 3층 연금보험제도에서 핵심은 2층 법정 민간연금이고, 저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3)
이에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연금민영화는 ‘고위험 전략’이라며 비판했
다. 연금이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자본축적에 장애가 되며 정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세계은행 주장에 스웨덴과 미국에서 노인노동자 취업률을 비교하여 반박했다. 적립방식
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세계은행 주장에 맞서 노령화는 재정방식에 상관없이 부양률을
증가시키고 연금수급기간을 늘려 재정압박을 한다고 주장했다. 적립방식으로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는 주장에 적립방식을 처음 도입한 칠레 저축률이 낮으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으며 저개발 국가는
주식, 기업채권보다는 은행대출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인플레
에 취약함을 강조했다.4) 그밖에도 투자정보와 수수료, 감독관리, 저임금노동자,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
이행 비용 등을 두고 반박했다.

2. 분석틀: Gilbert & Terrell(1998) 분석틀
사회복지분야에서 길버트와 스펙트(1974)는 사회복지정책 분석방법은 산물(product)분석, 과정(process)
분석, 성과(performance)분석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해당하는 다양한 쟁점을, 과
정분석은 정책결정과정 단계를 분석하며 성과분석은 정책집행결과를 서술·평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분석’을 개발했다.5) 길버트와 테렐(1998)은 산출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당 기반, 사회적 급여 형태, 사회적 급여 전달을 위한 전략,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2) 연금개혁방식은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NDC개혁(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한다. 모수개혁은 현행 연금제도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연금수급연령, 수급조건 조정, 기여율과 기여조건 조정, 급여
인덱스와 급여산식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현행 제도 틀을 바꾸는 개혁이며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을 말한다. 전자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후자는 연금급여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NDC개혁은
명목확정기여방식이고, 두 연금개혁방식이 갖는 강점만을 혼합하여 도입했다. 장기적 재정안정과 안정적인 연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평가가 있다(양재진, 2002, 66-71쪽).
3) 원석조,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 칠레, 아르헨티나 국가사례 비교연구,” 서울: 사회공공연구원, 2016,
28-29쪽.
4) 이재훈, (개정4판) 「사회보장론」 파주: 양서원, 2017, 306-309쪽.
5) 박병현, (개정5판)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파주: 정민사, 2019,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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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마련 등 네 가지 선택 차원을 제시했다.6) 해당 분석틀은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있어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7) 이 연구는 지면상 길버트와 테렐이 제
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할당(대상), 재정(관리 포함)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금보험제도 정책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표 1> 러시아 연금보험제도 정책효과 분석틀
분석항목

세부기준

분석지표

자료출처

대상 포괄성

수급자 현황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수급자(가입자 포함)
현황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적연금 가입자, 수급자 현황

러시아통계청
국제노동기구

재정 효율성

지출 규모

GDP 대비 공적연금 적자 규모(%)

I. Terentieva

Ⅲ. 러시아 연금개혁 진행과정과 관리운영
1. 러시아 연금개혁과정
체제전환 이후 옐친정부는 연금가치 하락과 대중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1991년에 『신연금법』을 제정
하여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경제위기로 실패했다. 옐친정부는 ‘러시아연금공단(Pension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PFR)’ 설립과 더불어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 8월 푸틴대통령은 재무장관으로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를 임명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했고,
2001년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세계은행은 8억 달러 차관을 조건으로 러시아정부가 혼합연금방식
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했다. 2002년 푸틴정부는 세계은행식 다층연금제도와 스웨덴 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명
목확정기여연금’을 도입했다. 2005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회급여를 현물방식에서 현금화하고, 공적연금
법정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제안했으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두 제도 이행은 실패했다. 전
자는 2005년 당시에 현물과 현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후자는 2019년 1월 1일자로 상향조정했다.

6) Gilbert, N & Terrell, P.,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 차원」 고양: 지식공동체, 2020, 203쪽.
7)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009, 78쪽. 최서연,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논문, 2015, 26쪽.

사회과학 분과C (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 러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연구의 새로운 길 1 ∙ 431

2. 러시아 연금제도 관리운영
푸틴정부가 추진한 2002년 연금개혁 이후 연금보험제도 구성과 관리운영체계는 아래 <그림 1>
<그림 1> 2002년 러시아 연금개혁 이후 연금보험제도 구성과 관리운영체계8)

자료: 러시아 연금보험제도 구성-Kiss, G(2011), 러시아 연금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이성기 외(재인용, 2013)
과 같다. 1층은 사회연금이다. 지역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한 연금을 보충하는 기초연금이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수급자격이 있다. 보험료율은 임금에서 6%이며 주로 고령자와 장애인이 수급한다. 2층
은 명목확정기여연금이다. 2019년 1월, 법정수급연령은 남자 60세에서 65세,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확대했
다. 3층은 자발적 개인저축연금이다. 완전적립방식이며 1967년 이후 출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개인
계정에 적립되고, 적립금은 국채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가입자는 국가펀드와 민간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 러시아 연금제도 관리방식은 기업에서 노동자연금 보험료와 정부 사회연금 재정을 징수하고, 이를 기초연
금, NDC, 개인계정 등 연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복잡한 관리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연금을 비롯하여 연
금은 은행(68%), 우편(28%), 기타(4%)9)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Ⅳ.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효과
1. 대상 포괄성
연금민영화 찬성론자는 사적연금이 기여와 급여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가입동기를 자극하고, 기여회피 감
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연금제도 적용범위는 연금개혁 전·후 2001년
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아래 <표 2>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제 수급자(가입자 포함)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수급자 수는 증
가하고 있다. 러시아 사적연금은 연금개혁 전·후로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했을 때, <표 3>과 같이
가입자가 두 배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적용범위는 농업이나 비공
식부문이 클수록 적용률은 낮게 된다.
8) Kiss, G., Market Dependency and Financial Buffers in Russia, of (ad., Farkas, B.)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e. Szeged of Hungary: JATEPress at University of Szeged, 2011, p.69. 이성기·원석조(재인용),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3권 제1호, 2013, 496쪽.
9) 러시아연금공단(ПФР), “Годовой отчет за 2020 год,”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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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러시아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천명
년도

1981

1991

1996

2001

2006

2010

2014

2018

2020

경제활동인구

73,700

71,667

63,984

65,476

68,339

70,595

71,780

70,859

68,643

수급자*

27,417

32,848

37,083

38,411

38,313

39,094

41,019

43,504

43,546

%

37.2

45.8

58.0

58.7

56.1

55.4

57.2

61.4

66.4

항목

주 : 러시아통계청 통계자료는 연금수급자 내에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제노동기구(https://www.ilo.org), 러시아통계청(https://www.gks.ru)
<표 3> 러시아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적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
단위: 천명
년도

2000

2010

2014

2018

2019

경제활동인구

65,474

70,595

71,780

70,859

70,036

가입자

33,752

66,340

60,078

61,316

61,864

수급자

2,819

13,619

-

15,261

15,785

항목

자료: 국제노동기구(https://www.ilo.org), 러시아통계청(https://www.gks.ru)

2. 재정 효율성
연금민영화 옹호론자는 사적연금이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시장에서 민간관리회사 간 경쟁 촉진, 낮은 관리비
용, 수익률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에 연금민영화 반대론자는 고위험 연금인 사적연금은 관리위험, 투자위험, 시
장위험 등이 따른다며 비판했다. 러시아연방정부가 2002년에 적립방식(사적연금)을 도입하여 부과방식(공적연
금)과 병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 공적연금 정부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연금개혁 이후
연금적자가 약 26%~39%까지 나타났으며 GDP 대비 1.7%~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러시아연방정부에
서 러시아연금공단에 예산 지급할 때 이전비용이 2016년을 시작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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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러시아연방정부 공적연금 적자 규모10)
(단위: %)
년도
항목
연금 기여비(억 루블)

2014

2015

2,944

3,661

2016
3,862

2017
4,130

연금 지급비(억 루블)

4,833

4,977

5,782

6,050

연금 적자(억 루블)

-1,889

-1,316

-1,920

-1,920

연금 적자(%)

39.09

26.44

33.20

31.74

GDP 대비 %

2.6

1.7

2.3

2.2

2,847

2,413

3,092

3,355

3.9

3.0

3.7

3.9

러시아연금공단에 이전비용
(억 루블)
GDP 대비 %

자료: I. Terentieva(2019)

Ⅴ. 결론
이 연구는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정부가 단행한 연금개혁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대상 포괄성과 재정 효율
성 차원을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연방정부가 단행한 연금개혁 정책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포
괄성 차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제 수급자(가입자 포함)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사적연금은 연금개혁 전·후로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면 가입자가 두 배 증가했
으며 2014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수급
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 효율성 차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금개혁 이후 러시아연방정부 공적연금 정
부지원은 적자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변수
를 한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러시아 사적연금 추이를 포함하고, 분석변수를 확대하여 급여 충
분성과 전달체계(관리운영) 효율성도 추가·분석하고자 한다.

10) Terentieva. I, Pension Models: Comparative Analysis and Prospects of Application in Russia,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IOP Publishing, 201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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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간 갈등에 있어서 ‘후견-피후견’ 국가 간
인식 차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발칸(1908~1914)의 사례를 중심으로이영수 (한신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논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전쟁의 발발 원인을 독일의 서쪽 국가들, 특히 영국
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871년 독일 통일 이래 지속된 독일의 국력 상승과 투사는
영국에게는 패권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두 강대국간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
명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특히 세계대전 발발 이전 10년 동안 이어진 양국간 외교갈등-독일의
세계정책,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양대 외교진영의 수립, 모로코를 둘러싼 두 차례의 위기, 바그다드
철도문제, 영국·독일 간 건함경쟁등-의 흐름을 본다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영국-독일간의 관계에서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는 설명은 해당 사안을 폭넓게 조망하는 데는 한
계를 지닌다. 전쟁이 발발한 1914년은 분명하게도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였다. 건함경쟁은 영국
의 해군력 우위에 독일이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잦아들었다. 독일의 중동 진출로 발생한 긴
장 역시 바그다드 철도 계획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면서 바야흐로 두 강대국의 관계는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Sir Edward Grey)를가 지향하던 “두 개의 외교진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이 곧 대립을 의
미하지는 않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었다. 때문에 세계대전의 원인을 영국-독일관계에 한정해서 찾으려 한
다면, 불가능한 시기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설과 직면하게 된다.
전쟁의 발발이라는 큰 그림은 독일의 서쪽만큼이나 동쪽에 대해서도 시야를 확장했을 때, 이해될 수 있
다. 세계대전의 발발에 있어 전쟁의 직접적인 불을 댕긴 것은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세르비아간 갈등에서
유발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Archduke Franz Ferdinand)의 암살이었다. 암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전쟁인 20세기 세 번째 발칸전쟁을 불러왔고, 여기에 그들의 후견국인 러시아와 독일을 연루됨으로
서 전쟁은 중부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의 양면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벨기에를 경유하는 프랑스 침공을 결정했을 때, 전쟁의 성격은 영국을 향한 독일의 패권도전으로 규정되
어 영국의 참전을 불러왔다. 영국-독일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모델은 전쟁의 원인(原因)에 대한 설명력을 지
닐 수 있지만 근인(近因)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적인 샘이다.
그렇다면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갈등이 독일과
러시아, 나아가서는 대륙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위,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라는 발칸 국가들의 층위,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라는 그들의 후견국 층위에서 당시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

사회과학 분과C (학문후속세대 특별세션) : 러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연구의 새로운 길 1 ∙ 435

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두 지역국가 간 민족주의의 충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으로 여겨져왔다.
꽤 오랫동안 합스부르크 가문의 제국은 유럽에 보편제국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후보로 여겨졌고,
18세기 이래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질서를 결정하는 5대 강국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19세기 중반 이후, 합스부르크 제국은 쇠락을 경험하고 있었
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1866년 형제전쟁,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의 패배였다. 오스트리아는 전쟁
의 패배 결과로 각각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전쟁은 제국의 대외영향력을 감소시킨 것
과 동시에 내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오스트리아는 근대적인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는 게르만계와 대타협이후 이중제국을 구성한 헝가리 계를 합쳐도 제
국 전체 인구의 50%에 조금 못 미쳤다. 천년 가까이 오스트리아를 유지시킨 것은 제국의 구성원들의 언어
적, 문화적, 민족적 공통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합스부르크가문의 통치하에서 가장 행복하
다”는 신념이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제국이 인접한 민족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심지
어 그 국가들이 제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자, 이 신념은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치게 되었다.1) 폴란드, 보
헤미아, 갈리치아, 티롤 등 제국 내 비독일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
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제국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발칸의 남슬라브민족들이의 흥기였다. 같은 시기 오스트리아
와 인접해 발칸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쇠락해 가자, 남슬라브민족들은 독립을 주장했고, 러시아를 비
롯한 유럽 세력의 개입으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등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합스부르
크제국은 전체인구의 40%가량을 남 슬라브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신생 발칸 민족국가들이 주장
하는 그들 고유의 영토와 영역이 겹쳤다. 제국의 지배층들은 발칸의 민족주의 물결이 오스만에 이어 오스
트리아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낼 수 없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 엘리트들은 소수민족들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제국에 연방적인 성격
을 부여하는 동시에 ‘오스트리아 민족’를 만들고자 했다. 동시대의 다른 많은 제국주의국가들이 그랬던 것
처럼, 만약 합스부르크제국의 쇠락을 멈추고 대외적인 대승을 거둬낸다면 그것이 기점이 되어 새로운 오
스트리아 민족을 주조해 낼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들은 오스만제국이 후퇴하고 있는 발칸을 그러한 승리
를 거둘 전장으로 전망했다.2) 그런 의미에서 오스만의 쇠락은 제국에게 있어 기회이자, 위기인 양가적 대
상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기대 앞에는 장애물이 존재했다. 오스만의 쇠락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었다. 발칸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고, 특히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해있고,
러시아를 후견국으로 두고 있다는 면에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장래 계획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이
었다.
1914년 사라예보 암살사건으로 귀결된 이후의 역사적 경로를 고려한다면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
리 관계는 대체적으로 험악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독립이 오스만의 통제에서 벗
1) Geoffrey Wawro, A Mad Catastrophe: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nd the Collapse of the Habsburg Empire, Basic
Books, 2014, p2
2) Margaret MacMillan, The War That Ended Peace: The Road to 1914, Random House, 2013,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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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자유롭게 국외-주로 오스트리아-로 가축을 수출하길 원한 목장주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건국 이후 제
도 및 법률을 인접한 오스트리아로부터 배워 들여왔던 만큼, 양국의 초기관계는 나쁘지만은 않았다.3)
하지만 세르비아라는 국가의 성장과 함께 양국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우
선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탄생과 성장이었다. 대부분의 신흥독립국이 그러하듯 세르비아 역시 영토의 주
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편성하기 위한 서사와 기호를 필요로 했다. 세르비아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과거 발칸반도를 지배했던 14세기 듀산(Stefan Uroš IV Dušan)의 세르비아제국을 민족의 황금기로 호명하
며, 그 시기 영토 회복을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듀산의 영토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영토와 겹쳐졌고, 세르
비아로부터 “빌려온 깃털로 치장한 새”인 오스트리아의 타도는 ‘고토회복’의 필연적 귀결이었다.4) 물론
이것은 양국간의 뚜렷한 국력차로 인해 세르비아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민
족주의운동과 제국내 세르비아인들의 호응은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은 오스트리아가 억압적이고 위헌적이었던 오브레노비치(Obrenović) 왕조의 치세를
옹호하는 것으로 세르비아인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세르비아의 통치권을 두고 경쟁하던 가문중 하
나인 오브레노비치가문은 19세기중반 이후 왕좌를 장악했지만 빠르게 서구화되어가는 국내분위기에 역행
하는 권위적이고, 반 헌법적인 통치인데다가 친 오스트리아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
다.5) 반면 합스부르크제국은 다른 발칸의 슬라브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세르비아 국내의 격렬
한 민족주의 여론을 억누르는데 효과적인 오브레노비치가의 통치를 선호했다. 그러나 오브레노비치 왕조
는 1903년, 군부내 민족주의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실각하게 되고, 오브레노비치가의 오랜 라이벌인 카라
조르제비치(Karađorđevići)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6) 세르비아의 새 왕가는 합스부르크제국에게 우호
적일 수 없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는 회복되어야할 고토를 장악한 도둑이자, 숙청된 폭군의 옹호자로 세
르비아 민족에게 타도의 대상으로 각인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세르비아의 태도를 길들여 보기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신정권에 대해 유화
적 접근도 취해보고 이른바 ‘돼지 전쟁’이라 불리는 세르비아 주 수출품인 가축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해도
보았지만 세르비아를 길들이기는커녕 대체 수출로와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7)
1908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준동에 쐐기를 박고, 에게해를 향한 남진의 길을 트기 위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Bosnia and Herzegovina)합병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세르비아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2-13년에 걸친 2차례의 발칸전쟁은 오스트리아가 받아들이는 세르비아의 위협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세르비아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가 두 배로 늘었고, 인구는 5백만에 근접했다.8) 심지어 전쟁
중 아드리아해변을 향해 점령지를 확대해 나아가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완충지대로서 알바니아 독립을 꺼내들어야 했다. 오스트리아의 지도층 사이에서는 점차적으로
세르비아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러시아의 피후
견국인 만큼 모종의 조치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묵인 혹은 그들의 후견국인 독일의 지지가 오스트리아에겐
필요했다.

3)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W. W. Norton & Co Inc, 2000,
pp.170-172
4) Geoffrey Wawro, A Mad Catastrophe, p52
5) 김철민, 『갈라진 민족, 발칸 유럽 남슬라브족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 2020,155쪽
6) Richard Evans, The Pursuit of Power: Europe 1815-1914, Viking, 2016, p691
7) Misha Glenny, History of the Balkans, Penguin Putnam Inc, 2000, p281
8) Geoffrey Wawro, A Mad Catastrophe,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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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독일: 강대국간 ‘대전략적 두려움’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 없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후견국인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기에
독일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발칸을 둘러싼 두 국가 간의 갈등은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라는 배경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었다. 그리고 1914년 이전 독일·러시아 관계를 지배한 핵심어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었다.
독일은 꽤 오랫동안 러시아를 두려워했다. 독일제국의 초대 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러
시아가 프랑스와 함께 양면에서 포위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면, 그 후계자들은 러시아가 지닌 잠재력도
두려워했다. 러시아의 막대한 인구, 경제 성장률, 철도 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봉인되어온 시베리아 내륙
지대자원에 접근하게 되면서 가질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프랑스 자본에 힘입어 가속화
되고 독일에 적대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독일 지도자들을 짓누르는 악몽이었다. 베스만 홀베크(Theobald
von Bethmann-Hollweg) 재상이나 헬무트 몰트케(Helmuth von Moltke) 육군 참모총장 같은 독일의 정책결
정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과 러시아의 국력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장래의 불안감을 토로했다.9)10)
러시아도 독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다. 프랑스와 러시아에 의한 포위 가능성이 비스마
르크가 러시아와의 제휴를 맺게 한 동인이었다면, 러시아 외무장관 고르차코프(Alexander Mikhailovich
Gorchakov)와 그 후임자들에게는 오스트리아와의 갈등때문에 독일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다.
러시아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군수산업 능력, 경제성장률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1871년 프로
이센-프랑스전쟁에서 과시된 효율적인 전쟁수행능력은 1873년 러시아 참모본부가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
래 독일의 침공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하게 했다.1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위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고조시키고, 어떤 경
로를 부여한 사건이었다. 1908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그들의 고토라고 주장하는 오스만 영토인 보스
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을 합병하며 러시아의 승인을 요구했다. 대신 승인의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보스포
루스-다르다넬스(Bosporus-Dardanelles) 해협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주기
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합병발표 이후 국제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대한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독일에게 지지를 요구했다. 유일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가 이 사안에서 충분한 지지
를 받지 못해 이탈할 것을 염려한 독일은 전에 없이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
도록 러시아를 압박했다. 러일전쟁의 피해를 채 복구하지 못했던 러시아는 압박에 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외교적 쓰시마’로 불리며 독일-오스트리아의 범 게르만 세력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정
서가 대세를 이루었다.12) 반면 독일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스트리아를 위해 지나치게 러시아를
압박한 결과, 러시아가 전쟁과 혁명의 피해에서 회복되면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독일 지도자들을
엄습했다. 외무장관 폰 뷜로우(Bernhard von Bülow)가 퇴임하며 남긴 ‘절대 보스니아위기를 반복하지마
라’는 독일 외교가의 금언이 되었고, 이후 독일은 러시아와의 데땅뜨를 외교적 기조로 삼았다.13)
이와 같이 쌍방의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지배하게 되면, 착시와 오판이 상황을 주도하게 될 여
지가 생긴다. 모든 위협, 모든 위기는 지구상 어디에서 벌어지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강대국이 만든 전
략의 일부이며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14) 안병진은 냉전기 미국
9) Dominic Lieven, Towards the Flame, Penguin , 2016, p60
10) Jörn Leonhard, Pandora’s Box: A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Belknap Press, 2020, p80
11) Sean McMeekin, The Russian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Belknap Press, 2013, p10
12) Margaret MacMillan, The War That Ended Peace, pp421-433
13) A.J.P. Taylor, The Struggle for Mastery in Europe: 1848-1918, Oxford University Press, p483
14) Moshe Efrat and Jacob Bercovitch(eds), Superpowers and Client States in the Middle East: The Imbalance of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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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가 이러한 착시와 오판에 빠져있던 사례로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케네디는 흐루쇼프의 쿠바 미사
일 배치 목적이 미국과 소련 간 대결의 사활적인 전장인 베를린을 장악하는, 더 큰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
단했다. 또한 맥나마라는 호치민이 추구한 베트남 민족 해방을 중국 등 공산주의 진영이 추구한 대전략의
하위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15) 공산진영의 대전략이라는 케네디와 맥나마라의 이러한 착
시와 오판은 발칸을 바라보던 독일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들은 서로의 피후견
국을 포함해, 연루된 갈등을 상대가 구상하는 대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1913년말부터 14년초까지 이어진 리만 폰 잔더스 사건은 이런 ‘대전략적 두려움’을 부추기는데 공헌했
다. 1913년 11월, 독일의 리만 폰 잔더스(Otto Liman von Sanders) 장군이 터키의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
해협 방위사령관으로 초빙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막대한 이해가 걸린 해협에서 독일이 적대적 조
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한 항의를 표했다.16) 결국 잔더스의 초빙
은 유지하되, 직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절충되었지만, 러시아는 독일이 해협에 대해 모종의 기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독일은 이미 다른 열강들이 터키의 군사고문단을 상주시키고, 무기를
판매하는데, 유독 잔더스의 파견에만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한 것에 불만과 의구심을 가졌다. 잔더스 사건
이후 독일은 러시아가 발칸과 근동에서 독일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특히
빌헬름2세는 러시아가 세르비아나 몬테네그로를 장기말로 사용해 오스트리아를 적대하고 독일을 유럽전
면전에 빠뜨리려 한다고까지 생각했다.

17)

사라예보 암살사건과 7월 위기: 두 층위 간 인식의 어긋남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청
년 가브릴로 프린치프(Gavrilo Princip)에게 암살당했다. 암살의 배후는 세르비아군 정보부 장교인 드라구
틴 드미트리예비치(Dragutin Dimitrijević)가 이끄는 민족주의 비밀결사인 검은손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드라구틴과 그의 동지들은 암살을 통해 합스부르크제국내 슬라브인들을 궐기시키고 그들이 보기엔 지나치
게 이중제국에게 저자세인 세르비아정부에게 행동을 촉구한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목적을 추구했다. 전
쟁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18)

유럽 5대 열강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후계자 암살은 분명, 유럽을 충격에 빠뜨릴만한 소식이었다. 하
지만 이 암살이 전쟁, 그것도 유럽 강대국들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 사람은 드물었다. 영국
외무장관 그레이는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지원 없이 전쟁을 각오할 수 없고, 독일은 전면전을 치룰 의향이
없으니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전망하며 여름휴가를 떠났다. 그러나 그레이는 독일과 러시아가
빠져있던 대전략적 두려움과,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가 서로에게 느끼던 존재적 위협을 감안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는 분명하게 전쟁을 원했다. 그들은 세르비아를 병합하진 않을지라도 세르비아가 가하는 존
재론적 위협을 청산하고 싶었다.19)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아직 충분히 러일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않아
1991, 1.Superpowers and Client States
15) 안병진, 『예정된 위기 -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모던아카이브, 2018, 25-26쪽
16) Norman Rich, Great Power Diplomacy: 1814-1914, McGraw-Hill, 1992, pp433-434
17) Sean McMeekin, The Russian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p50
18) Manfried Rauchensteiner, The First World War and End of Habsburg Monarchy, Bohlau Verlag, 2014, p87
19)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한축을 이루는 헝가리 수상 티소(István Tisza)는 세르비아병합으로 제국내에 남슬라브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John Keegan, The First World War, Hutchinson, 1998
조행복 역, 『1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9,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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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혹은 군주제적 연대감으로 세르비아에 대한 처벌에서 눈을 돌리길 원했다.20)
독일 역시 전쟁을 원했다. 그들에게 오스트리아는 나약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다.21)22) 그런 오스트리아가 황태자암살의 보복에 나서는데 독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
한다면 동맹을 이탈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독일은 그들의 ‘대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오스
트리아의 전쟁을 이용하고자했다. 독일은 러시아가 세르비아문제를 두고 개입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력성장에 두려움을 느끼던 독일은 이 전쟁을 기회로 “너무 늦기 전에” 점증하는 러시아의 기
세와 위협을 꺾길 원했다.23)
독일은 러시아가 채 반응을 하기도 전에 오스트리아가 재빨리 행동하길 원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서둘러 움직일 수 없는 그들만의 계산이 있었기에 독일의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로가 이 위기에 대해
서 인식하는 것도 목적하는 것도 다른 만큼 어긋남은 지속됐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최후통첩을
전달하자, 세르비아는 한두 가지 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독일은 이것을
물리적 충돌 없이도 러시아를 패배시킨 ‘도덕적 승리’로 인식했고 여기서 멈추기를 원했지만, 오스트리아
는 세르비아에 대한 물리적 처벌을 간절히 원했기에 멈추지 않았다.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빠져나오
겠다는 독일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주도하에 상황에 끌려들어갔다.
당연하게도 러시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처벌 앞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미 보스니아-헤르체
코비나 위기 당시 세르비아를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발
칸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알바니아 독립을 승인해 세르비아가 원하던 아드리아해로의 접근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것 역시 또 다른 부담이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러시아가 세르비아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
지 못한다면, 발칸 남슬라브민족들을 포함해 슬라브민족의 보호자라는 지위가 상처 입을 것이었다. 로마노
프가는 합스부르크가에게 같은 군주정으로서 일말의 연대감이나 동정을 품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러시아의 지위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어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 양측을 향해 움직였다. 유럽은 연쇄적으로 전쟁에
돌입했다.

20)
21)
22)
23)

Richard F. Hamilton and. Holger H. Herwig(eds), The Origins of World War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221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208쪽
Margaret MacMillan, The War That Ended Peace, p214
Richard F. Hamilton and. Holger H. Herwig(eds), The Origins of World War I,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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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 분석:
푸틴의 외교인식을 중심으로
이주연 (안양대)

Ⅰ. 서론
본 연구는 러시아가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과 2013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문제 개입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자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의 갈등의
뿌리는 아브하지아와 남오세티아 지역의 분리-독립 혹은 러시아로의 편입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2004년 장미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샤카슈빌리 정부 수립으로 갈등은 심화
되었다. 왜냐하면, 샤카슈빌리 정권 수립 이후 남오세티아 대통령 코콜리티는 조지아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 그리고 이와 같은 양국의 갈등은 2008년 8월 8일 남오세티아
전쟁으로 폭발했다. 조지아의 남오세티아 침공에 대해 러시아는 독립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군사
를 개입했고, 전쟁 개시 5일만인 8월 12일 러시아 측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우
크라이나 정부의 EU 협정 체결 중단에 대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러시아는 동년 3월 2일 크림자치 공화
국 의회, 정부청사, 공항 등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2) 그리고 동년 3월 16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80% 투표 참여 중 약 96.6%의 찬성으로 크림지역은 21일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3)
두 사건은 지역 내 독립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개입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분쟁의 개
입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에 있어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
이다. 남코카서스의 경우 ‘전략적 뒤뜰’로써 러시아의 군사, 경제, 정치적 안보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4)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이 있다. 특히 크
림반도는 동유럽을 비롯하여 흑해와 발칸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5)
1) Mohammad Saiiadur Rahman, “Geogia and Russia: What Caused the August War?”, Identity, Culture & Politics: An
Afro-Asian Dialogue. Volume 10, Number 1 (2009), pp. 133-134.
2) 채원영,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 KIRI Weekly, (2014), 11-13쪽.
3) 이용권, 한혜진,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 가능성”,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014), 7쪽.
4) 현승수, “러시아의 남코카서스 정책 : 군사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9권 2호 (2014), 349쪽.

사회과학 분과D (신진연구자 특별세션) : 러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연구의 새로운 길 2 ∙ 443

둘째, 친서방 정권의 수립과 이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 문제 발생이다. 즉, 미어샤이머
(Mearsheimer)의 주장과 같이 색채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과 친서방 정권의 NATO 가입 등의 문
제는 러시아에 안보 불안을 높이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NATO에 가입해서 러시아와 NATO의 국경이
맞닿아진다면, 러시아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러시아의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카라기아니스
는 남오세티야와 크림 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코소보 사례를 통해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NATO의 동진을 억제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구자는 두 사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지역적으로 러시
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했다고 주장한다.7) 마찬가지로 찌간코프는 NATO의 동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지아 전쟁에 개입하고, 크림병합을 추진했다고 분석했고, 램퍼트는 전망이론을 통해 나토의
동진을 비롯한 러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하락은 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지아 전쟁,
크림병합 등에 개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8) 개입요인만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연구로 우평균은 두 사건에 대한 러시아 개입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이후 두 사례는 공통으로 영토
확장의 목적보다는 소지역에서의 패권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9)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두 사건이 NATO의 동진을 저지하고, 러시아 주변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는 러시아의 입장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대체로 분석수준이 국제체제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들은 두 사건에 대한 논리적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안보 문제에서 나타나는 결정은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 요인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체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결정의 환경적 요인들”의 관점으로 논리를 전개한다.10) 다시 말해 NATO
요인이 푸틴의 외교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푸틴의 외교 인식을
VICS(Verbs In Context System)을 통해 계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양적 방법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5) 강정일,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권 2호 (2019),
160쪽.
6)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2007년 2월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나토의 확장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 우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ichard Weitz, “Illlusive Visions and Practical Realities :
Russia, NATO and Missile Defense”, Survival, Vol.52, No.1 (2010), p.104.
7) Emmanuel Karagiannis, “The Russian Interventions in South Ossetia and Crimea Compared: Military Performance,
Legitimacy and Goal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35, No.3 (2014), pp.400-420.
8) Andrei P. Tsygankov, “The Sources of Russia’s Fear of NAT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51, No.2
(2018), pp.101-111.; Brian Lampert, “Putin’s Prospects: Vladimir Putin’s Decision-Making Through the Lens of Prospect
T
h
e
o
r
y
”
,
https://smallwarsjournal.com/jrnl/art/putin%e2%80%99s-prospectsꠓvladimir-putin%e2%80%99s-decision-making-throug
h-the-lens-of-prospect-theory (검색일 : 2021.10.06.)
9) 우평균, “유라시아 분쟁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정치연구』, 17권 2호 (2014),
90쪽.
10) 박건영, 『외교정책결정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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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운영코드와 VICS 기법
운영코드는 정치심리학적 접근법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들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방법이다. 운영코드 분석은 레이츠의 소련 엘리트들의 정치적 신념 분석을 시작
했다. 그리고 이후 조지는 구체적인 운영코드 모델을 적립했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의 신념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협상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지의 운영코드 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고의적 왜곡과 분석가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11) 따라서 후속 연구자인 홀스티와 워커는 조지의 운영코드 분류를 바탕으로 정
책결정자의 정치 신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자의 특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
발했다.12)
[그림 1] 운영코드 분석 단계

운영코드 분석에 있어서 VICS(Verbs in Context System) 기법의 도입은 분석 대상의 특징을 분석·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신념체계를 계량할 수 있게 만들었다. VICS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1
단계로 분석 대상의 연설문, 기고문, 기자회견문, 인터뷰 내용에서 동사의 주체를 자신과 타인으로

11) 상게서, 242-271쪽.
12) Stephen G. Walker,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Code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11, No.2 (1990),
pp.4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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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2단계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정의한다. 그리고 동사를 ‘호소, 지지, 약속,
반대, 저항, 위협, 보상, 처벌’의 영역으로 범주화한다. 이때 동사는 동사의 주어가 자신인지 타인인지
구분되어 총 12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된다. 그리고 분류된 동사들은 위와 같이 –3부터 +3까지 측정한
다. 이후 3단계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영역으로 식별하고, 문장의 맥락 속에서 목표와 장소를 파악한
다.13)
연구자에 따라 분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동사의 범주를 기준을 살펴보면, 긍정적 동사의 범
주에서 ‘호소/지지’ 영역의 동사는 현재에 대한 행동 인식과 미래 행동의 희망을 의미하는 ‘긍정적
의견, 승인, 협의, 긍정적 정보 요청, 제의, 협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약속’ 영역의 동사는 자신의
미래행위 표명으로 ‘긍정적 의도, 조건부 제안, 보장, 동의’ 등을 수반하고, ‘보상’ 영역의 동사는 항
복, 위협, 제재 등과 같은 부정적 행위의 ‘종식, 군사력 감축, 협정의 이행, 보상, 관계의 증진’ 등과
관련되어 분류된다. 부정적 동사의 범주에서 ‘반대/저항’은 현재에 대한 행동 인식과 미래 행동의 ‘부
정적 의견, 부정, 비난, 타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 요구, 항의, 부정적 요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
고 ‘위협’ 영역의 동사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미래행위 표명으로 ‘위협, 경고, 부정적 미래정책 설
명’ 등이 포함되고, ‘처벌’은 ‘무력 사용, 무력시위, 적대국 지원, 관계의 축소, 추방, 전복, 군사력 증
강’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14)
VICS 기법은 개인의 신념을 계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정책 연구 분야를 양적 연구 분야로 확
대하고, 실증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모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동사를 계량하는 것은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최근 프로파일러플러스(ProfilerPlus) 홈페이지15)에서 제공하
는 자동 계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동사를 코딩할 수 있다.16)
계량된 동사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정치적 신념 5가지와 자신의 행동 특징을 기초
로 하는 6가지 분석지표로 만들어진다. 정치적 신념부터 살펴보면, ‘정치적 세계관의 본질’을 의미하
는 P-1은 긍정적인 타자 행동(%)에서 부정적인 타자 행동(%)17)을 뺀 값으로 –1.0부터 +1.0까지 측정
되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우호적이다. ‘정치적
가치 실현’을 의미하는 P-2는 상대방 행동의 동사들을 척도화시켜 그 강도를 측정한 평균의 값으로
–1.0부터 +1.0까지 측정되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가치 실현에 대해 비관주의적이고, 플러스에 가
까울수록 긍정적이다. ‘정치적 미래의 예측성’을 나타내는 P-3은 1에서 타인 범주 동사의 질적변수지
표(IQV)를 뺀 값으로 0에 가까우면 예측성이 낮고, 1에 가까우면 예측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역사발
전통제’ P-4는 자기 귀인을 (자기귀인+타자귀인)으로 나누고, 0에 가까울수록 통제력이 낮고, 1에 가
까울수록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우연의 역할’ P-5는 1에서 (P-3 × P-4)를 뺀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우연의 역할이크고, 0에 가까울수록 우연의 역할이 낮다고 인식한다.
도구적 신념으로 ‘전략의 방향’ I-1은 전략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자신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자
신의 행동(%)을 뺀 값으로 –1.0부터 +1.0까지 측정되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적대적이고 플러스
에 가까울수록 협력적이다. ‘전략의 강도’ I-2는 자신의 행동 동사들을 척도화시켜 그 강도를 측정한
평균의 값으로 –1.0부터 +1.0까지 측정되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갈등적이고, 플러스에 가까울수
13) Stephen G. Walker, Mark Schafer, Michael D. Young, “Systematic Procedures for Operational Code Analysis: Measuring
and Modeling Jimmy Carter’s Operational Co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2 (1998), p.183.
14) 박대광, 송화섭,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북한정권의 작동코드
신념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안보 2020-4417 (2020), 51-53쪽.
15) https://profilerplus.org/
16) Nick Levine, Michael Young, “Leadership Trait Analysis and Threat Assessment with Profiler Plus”, Proceedings of ILC
2014 on 8th International Lisp Conference , (2014), pp.50-59.
17) 여기서 행동이란 그림 1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상과 처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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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협력적이다. ‘위험 지향’ I-3은 1에서 자신의 범주 동사의 질적변수지표(IQV)를 뺀 값으로 0에 가
까우면 위험을 회피하고, 1에 가까우면 위험을 추구하는 인식이 있다. ‘전략의 유연성’ I-4a는 1에서
(긍정적 자기속성 %-부정적 자기속성%)의 절대 값을 빼고, I-4b는 1에서 (말 % - 행동%)의 절대값을
빼서 계산한다. I-4a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협력과 갈등의 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I-4b의 경우
1에 가까울 경우 말과 행동의 전략 사이의 변화에 유연하다. 마지막으로 I-5는 자신의 행동 동사들의
분산 값으로 계산한다. 이때 0.32 이상은 매우 높게, 0.24는 높게, 0.16은 중간으로, 0.8은 낮게, 0.0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당 행동들이 유용하다고 인식한다.18)

2. 데이터의 성격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다. 푸틴 대통령을 주요 분석 대상을 뽑은
이유는 러시아는 초대통령제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푸틴이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VICS 분석 방법이 수작업을 통한 코딩 방식이 아니고, 프로파일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한 자동계량 방법을 사용한다. 프로파일러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문 스크립트가
필요하다. 현재 푸틴의 영문 스크립트 자료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크레믈린 사이트19)에 게시
하기 때문에 푸틴의 영문 스크립트 자료는 크레믈린 사이트를 통해 취합했다.
분석의 기간은 조지아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로 설정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했다. 이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메드베
데프 시기는 제외했다. 이처럼 연구 시기를 설정한 이유는 매해 시계열 분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토 요인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동 기간의 나토에 대한 푸틴의 스크립트 자료도 취합했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연구에 적합한 문서를 취합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했다. 예
를 들어서 스크립트에는 푸틴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의 대화 내용, 혹은 공동기자회견 장소에서 상
대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운영코드 분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삭제한다. 그리고 현재 프로파일러 소프트웨어는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에
의존하여 자신(Self) 영역의 동사를 코딩한다. 예를 들어 주어가 Russia, Moscow 등이 주어가 될 경
우 자신의 영역이 아닌 타자(Other) 영역의 동사로 코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미하는 주어를 모두 찾아 ‘나는’, ‘우리는’ 등으로 변경했다.
조지아와 관련된 스크립트 자료는 총 31개였고, 해당 문서들에서 투입된 단어는 13,744개였고, 이
중 472개의 단어가 코딩되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스크립트 자료는 총 60개였고, 소프트웨어에 투
입된 단어는 34,072개였다. 이 중 1,051개의 단어가 코딩되었다. 마지막으로 나토와 관련되어 취합한
스크립트 문서는 총 80개였다. 그리고 투입된 단어는 25,838개였고, 이 중 792개의 단어가 코딩되었다.

18) 운영코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Stephen G. Walker, Mark Schafer and Michael D. Young, “Profiling the
Operational Codes of Political Leaders”, in Jerrold M. Post(eds.),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olitical Leaders :
With Profiles of Saddam Hussein and Bill Clint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pp.215-245.을 참조.
19) kremi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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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입 문서, 단어 그리고 코딩 단어의 수
조지아

우크라이나

나토

투입 문서

31개

60

80

투입 단어

13,744

34,072

25,838

코딩 단어

472

1,051

792

Ⅲ. 분석결과
1. 운영코드 분석 결과
푸틴의 도구적 신념을 살펴보면, 전략의 방향(I-1)이 0.64로 확실한 수준으로 우호적이고, 협력적
전략(I-2)은 0.27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은 조지아에 있어서
위험 회피 성향(I-3)은 0.41로 중간수준에 가깝게 위험을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협력과 갈
등 전략의 유연성(I-4a)은 0.35로 다소 낮았지만, 말과 행동 전략의 유연성(I-4b)은 0.54로 중간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용한 외교수단(I-5)은 ‘호소’가 0.66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
용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뒤이어 ‘반대’와 ‘보상’은 0.11로 낮은 수준으로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푸틴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지아와 비교하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1은
0.79로 매우 높게 협력적인 외교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2는 0.38로 확실에 가깝
게 협력적 전술이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I-3의 경우 0.17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전략의 유연성을 살펴보면, I-4a의 경우 0.2로 협력과 갈등 사이의 유연성은 낮았
지만, I-4b의 경우 0.55로 말과 행동 사이의 유연성은 중간수준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조지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I-5 항목 중 ‘호소’를 0.62로 가장 유용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뒤이어 ‘보상’은 0.17로 중간수준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구적 신념
I-1

I-2

I-3

I-4a

I-4b

조지아

0.64

0.27

0.41

0.35

0.54

우크라이나

0.79

0.38

0.17

0.2

0.55

일반적20)

0.66

0.32

0.34

0.31

0.44

조지아 I-5(처벌, 위협, 반대, 호소, 약속 ,보상)
0.03

0.03

0.11

0.66

0.03

0.11

우크라이나 I-5(처벌, 위협, 반대, 호소, 약속 ,보상)
0.04

0

0.04

0.62

0.09

0.17

0.09

0.17

일반적 I-5(처벌, 위협, 반대, 호소, 약속 ,보상)
0.06

0.02

0.10

20) Stephen Benedict Dyson & atthew J. Parent, op.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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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푸틴의 조지아에 대한 도구적 신념은 일반적인 푸틴의 도구적 신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
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인 협력성향은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조지아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첫째,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PNG 수출이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경유한 동유럽
지역으로 천연가스 수출은 ‘브라더후드(Brotherhood)’, ‘사유즈(Soyuz)’ 그리고 ‘프로그레스(Progress)’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21) 물론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2019년 對중국 수출 루트인 ‘시베리아 힘
(Power of Siberia)’, 2020년 터키를 경유하는 ‘터키스트림(Turk Stream)’ 그리고 올해 9월 ‘노드스트
림2(Nord Stream2)’ 가스관 걸설 완료되어 비교적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22) 그러나 여전히 동유럽 지역의 PNG 수출 경유지로의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은 크고,
2013년 당시에 시베리아힘과 터키스트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드스트림2도 2015년에
실질적 실행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높
았을 것이다.
둘째, CIS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필요성이다. 2000년대 바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CIS국가와의 경제블록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를 비롯한 8개 국가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을 체결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우크
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를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
크라이나 위기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CIS 지역 내에서 인구가 2위이고
경제규모가 3위인 우크라이나를 EAEU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해 CIS경제 통합의 효율성
을 반감시킨다.23)
셋째, 흑해의 중요성이다. 흑해는 유라시아 지역을 교차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러시아가
흑해함대를 통해 해당지역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중해, 중동, 코카서스 그리고 유럽 본토까
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흑해 지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카스피해 분지에서 유럽으로 이
어지는 에너지 공급에 관여할 수 있다.24)
한편, [그림 2]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외교전략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이지만, 2004년
과 2013년에는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04년 I-1과 I-2는 각각 0.64, 0.27로 직전 시
기가 0.87, 0.41인 것과 비교하여 확연히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I-1과 I-2가 각각 0.57,
0.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2년 I-1, I-2가 각각 0.75, 0.35인 것을 생각하면, 2004년과 마찬
가지로 급격히 우호적 전략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이다. 해당 시기는 색채혁명의 영향으로 우크라
이나가 친서구·반러시아 정권으로 교체되었다는 시기적 공통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조지아의 ‘장미 혁명’ 이후 푸틴의 우호적 외교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1) http://www.gazpromexport.ru/en/projects/transportation/
22)
http://www.gazpromexport.ru/en/projects/transportation/6/;
http://www.gazpromexport.ru/en/projects/transportation/5/;http://ww w.gazpromexport.ru/en/projects/transportation/3/
23) 오명훈, “러시아,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왜 막는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
View.do?setIdx=244&dataIdx=123998, (검색일 : 2021.10.07.)
24) Byron Chong, “The Role of the Black Sea in Russia’s Strategic Calculus”, https://cimsec.org/role-black-sea-russias-strategi
c-calculus/ (검색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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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크라이나 I-1, I-2의 변화 추세

[그림 3] 조지아 I-1, I-2의 변화 추세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색채혁명에 대해 강경한 태도의 차이는 있지만, 히스테리적으로 색채혁명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25)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는 서구가 NGO 단체를 지원을 통해 색채혁명을 부
추기고, 권위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26) 또한, 색채혁명에
성공한 지도자들이 꼭 반러시아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색채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은 민
주주의 정체성을 통해 친서구적·반러시아적 노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7) 다시 말해 러
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색채혁명은 러시아 권위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발생시키
고, 반러시아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푸틴의 신념체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코드 분석 결과에 따른 철학적 신념을 살펴보면, 푸틴은 정치세계관의 본질(P-1)과 정치적 가
치 실현(P-2)가 각각 0.53, 0.26으로 조지아에 대해 확실하게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조지아 관계에서 미래 예측성(P-3)과 자신의 통제 능력(P-4)을 각각 0.26,
0.35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푸틴은 우연의 역할(P-5)이 크다고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와의 정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P-1지수는 0.62이고, P-2지수는 0.34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미
지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P-3, P-4, P-5 지수는 각각 0.26, 0.4, 0.89
로 조지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미래 예측이 어렵고, 자신의 통제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푸틴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푸틴이 가지고 있는 철
학적 신념과 비교하여 조금 더 높은 우호적 인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동유럽 지역으로 점차 EU와
NATO가 확장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서구와의 완충지대(buffer
zone)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28) 따라서 푸틴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5) В.Д. Соловей, “«ЦВЕТНЫЕ РЕВОЛЮЦИИ» И РОССИЯ”, Comparative Plitics Russia, (2011), p.39.
26) Mohammad, Soltanifar, “US-Russian Rivalry in the Caucasus: Towards a New Cold War?”, Global Dialogue, Vol.7,
No.3/4 (2005), pp.10-12.
27) Irina Kobrinskaya, “Russia-NIS Relations Beyond the Color Revolutions”, PONARS Policy Memo, No.375 (2005), p.54.
28) David Matsaberidze, “Russia vs. EU/US through Georgia and Ukraine”, Connections, Vol.14, No.2 (2015),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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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철학적 신념
P-1

P-2

P-3

P-4

P-5

조지아

0.53

0.26

0.26

0.35

0.91

우크라이나

0.62

0.34

0.26

0.4

0.89

일반적29)

0.48

0.27

0.18

0.34

0.94

그림 4.와 같이 푸틴이 조지아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인식이 낮았던 시기는 조지아 전쟁 발생 전해
인 2007년으로 해당 시기의 P-1지수와 P-2 지수는 각각 0.2, 0.06이었다. 반면, P-4지수 2007년에
0.44로 통제의식이 가장 높았다. 즉, 조지아 전쟁 전년도부터 푸틴은 조지아에 대한 통제력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조지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낙관적인 태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이것은 고상두
의 의견과 같이 2007년 이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결과로 러시아가 경제와 군사 능력의 복원에
따른 푸틴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30) 결국, 2008년 조지아의 남오세티야 침공에 대한 적극적이
고, 신속한 군사 개입은 이와 같은 신념체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그림 5과 같이 우크라이나도 크림 병합 전년도의 P-1와 P-2는 각각 0.46, 0.21로 평균보다 낮
은 수준으로 우호적인 인식과 낙관적인 태도가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P-4는 0.36으로 평균보다 낮았
다. 즉,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했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정책 결정 관계에 관한 연구자인 브레쳐는 외교정책이 국제관계, 지역관계,
군사력, 경제, 등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로 구성된 작동환경(Operational Environment)이 정책결정자
들의 태도 프리즘과 엘리트 이미지와 같은 심리적 환경(Psychological Environment)을 통해 결정된다
고 주장했다.31) 즉, 작동환경이 심리적 환경을 거치면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지아 전쟁과 크림병합 전년도
에 보이는 푸틴의 외교 신념체계 하락은 비교적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
용했을 수 있다.

그림 4. 2007년 對조지아 철학적 신념 특징

그림 5. 2013년 對우크라이나 철학적 신념 특징

29) 2000~2016년까지 다이슨과 패런트가 분석한 운영코드를 참조하였다. 해당 연구자들은 미국, 나토, 유럽, 중국, 중앙아시아
등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된 문서를 취합하여 1,057,709개의 단어를 코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푸틴은 주류 지도자들과
비슷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회주의자적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Stephen Benedict Dyson & atthew J. Parent,
“The Operational code approach to profiling political leaders : understanding Vladimir Puti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m33, No.1 (2018), p.89.
30) 고상두,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슬라브학보』 제26권 1호 (2010), 142쪽.
31) 이숙자,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 Michael Brecher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4호
(1996), 546-54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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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틴 신념체계에서의 나토의 역할
본 절에서는 푸틴 신념체계에서 나토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크립
트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한 운영코드 값(변수1)와 변수 1에 나토와 관련된 스크립트를 분석한 운영코
드의 결과값 평균값(변수2) 사이의 차이를 SPSSv24를 이용해 분석했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2000년부
터 2007년까지 총 8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했고, 우크라이나는 메드베데프 시기를 제외한 2000년
부터 2013년까지 총 1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
석을 위해 변수 1을 사전 점수로 가정했고, 변수 2를 사후 점수로 선정했다.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
을 통해 평균을 비교했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수 2의 평균이 높아진다면, NATO
요인은 푸틴의 신념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수 2의 평균이 낮아진다면, NATO 요인은 푸틴의 신념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지아 사례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했을 때 NATO 요인이 푸틴의 신념체계
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지아에 대한 철학적 신념은 나토 요인이 포함되
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도 나토 요인이 포함되어도 전반적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변하지 않았다. 다만, I-4a는 유의수준 0.05 미만으로 나토 요인은 유의미한 요
인으로 작용했고, 마찬가지로 나토 요인은 I-5의 ‘처벌’에 유의수준 0.15 미만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었다.
따라서 푸틴은 조지아 문제에 있어서 나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력과 갈등 사이의 전략을 유연하
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만약 현재 러시아가 조지아가 협력적인 상황에 놓여있고, 나토
문제가 발생한다면, 푸틴은 협력적인 전략 노선에서 갈등적인 전략 노선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만약 현재 러시아가 나토 요인으로 인해 조지아와 갈등적인 상황에서 나토 문제가 해결된다
면, 협력적인 전략 노선으로 러시아가 조지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토 문제가 포함될
경우 I-5 ‘처벌’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만약 나토 문제가 조지아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조지아에 ‘처벌’ 수단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살펴보면, 조지아와 다르게 전반적인 외교 신념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학적 신념의 경우 5개 영역 모두에서 나토 요인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
는 것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1과 P-2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 수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아 만약, 우크라이나에 나토 요인이 포함하게 된다면, 우크라
이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경우
두 국가의 외교 전략을 예측하기 어렵고, 외교 관계에서 자신의 통제 능력이 감소한다고 인식할 것이
다. 결국,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 정권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러시아 엘리트들은 나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쉡초바의 주장32)과 같이 푸틴에게도 나토는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요인 포함은 푸틴의 도구적 신념의 우호성향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
됐다. I-1의 경우 푸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우호적인 협력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나토 요인이 포함될 경우 다른 국가들 수준까지 협력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2는
하락의 폭이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I-4a 지수가 조
32) Lilla Shevtsova, Lonely Power : Why Russia Has Failed to Become the West and the West is Weary of Russia,
(Washington, DC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0),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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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만약, 나토 요인이 우크라이나에 포함된다면, 조지아
와 마찬가지로 협력과 갈등적 전략을 유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구적 신념의 변화에 있어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I-3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본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위험성을 낮추는 특
징을 보였다. 그러나 나토 요인이 포함될 경우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상승했다. 이것은 램퍼트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망이론 관점33)에서 푸틴은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러시아의 영향력 하락은
손실로 인식할 것이고,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위험추구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게
다가 나토 요인을 포함할 경우 I-5 ‘처벌’과 ‘반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아 손실 회피
를 위한 위험추구전략은 다소 공세적인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4. 운영코드 평균 값과 대응표본 분석 결과34)
조지아

조지아+나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나토

P-1

0.53

0.53

0.62

0.56*

P-2

0.26

0.26

0.34

0.28*

P-3

0.26

0.23

0.26

0.22**

P-4

0.35

0.33

0.4

0.35**

P-5

0.91

0.92

0.89

0.91**

I-1

0.64

0.56

0.79

0.62**

I-2

0.27

0.22

0.38

0.27**

I-3

0.41

0.33

0.17

0.24*

I-4 a

0.35

0.48**

0.2

0.38**

I-4 b

0.54

0.6

0.61

0.63

처벌

0.03

0.08*

0.04

0.09*

위협

0.03

0.02

0.00

0.01

반대

0.11

0.1

0.04

0.08*

호소

0.66

0.59

0.62

0.57

약속

0.03

0.05

0.09

0.07

보상

0.11

0.13

0.17

0.16

I-5

Ⅳ. 결론
본 연구는 푸틴의 운영코드를 VICS 기법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운영코드를 바탕으로 조지아 전
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의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00부터 2007년까지의 조지아와 2000부
터 2013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외교 신념체계는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크
라이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푸틴의 대외 인식과 비교하여도 압도적인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수치
33) 전망이론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앞서 선택에 앞서 발생한 상황이 이익 혹은 손실이냐에 따라서 이익의 영역에서는
위험회피적 선택을 그리고 손실의 영역에서는 위험추구적 선택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논지로 한다.(;홍훈, 『홍훈교수의
행동경제학 강의』 (서해문집 2016) 84-99쪽)
34) 유의수준이 P≤0.1인 경우 *을 표시했고, 유의수준이 P<0.05의 경우 **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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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조지아 전쟁과 크림병합 이전부터 이미 조지아와 우크라
이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낮아지고 있었다. 이 결과의 시사점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기 전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적 환경에 전조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외 요인에 따른 개인 신념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색채혁명이 발생
한 시기에 협력적 외교 성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색채혁명의 영향으
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러시아적 성향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토 요인은 조지
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나토 요인이 통계적 유의
미성이 나타난다고 분석된 것을 미루어 보아 나토 요인은 푸틴의 공세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
러지기 때문에 나토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푸틴의 외교정책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메드베데
프가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조지아 전쟁과 같은 강경 수단을 동
원35)할 수 있음을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키신저의 주장36)과 같이 우크
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토가입을 선택37)하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푸틴은 나
토 동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이에 강경한 대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요인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기존
의 주장들을 검증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방법론적 한계로 푸
틴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거나, 푸틴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연설문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푸틴의 진정한 신념체계를 분석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둘째, 매해
푸틴의 스크립트의 양이 같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시계열 분석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내 요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의존 국
가 특징으로 에너지 가격에 따른 국내경제와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로 국내·외 요인들과 푸틴의 신념체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유철종, “2008년 러-조지아 전쟁이 나토 확장 막아”, https://www.yna.co.kr/view/AKR20111121194 200080, (검색일 :
2021.10.08.)
36) 키신저는 우크라이나가 경제 및 정치 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나토가입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Henry A. Kissinger, “How the Ukraine crisis ends”, HWA, (2014), p.3.
37) 강지수,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희망... ‘전쟁 끝내는 유일한 방법’”,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05R3 8EL
(검색일 : 2021.10.08.)

454 ∙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수소 경제의 부상과 러시아의 북극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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