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두 측면에 대한 알고찰 

신 범 식. 

1. 들어가는 말 

러시아 사상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결국 

러시아 사상을 살찌워 왔던 주제로서 러시아의 정체성 내지는 러시아 민족의 

독특성에 대한 러시아 철학의 고전적인 언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탐구되어 왔다. 러시아 사상사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추상적 차원에서 ‘러 

시아적 이념 (PyccKaJl H，lleJl)’으로 불리는 사상이 지니는 특성뿐만 아니라 실천 

적인 차원에서 삶 자체로서의 러시아라는 현상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어왔다. 이러한 러시아 사상사를 흐르는 이념과 현 

실에 대한 고민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접 

목되어 나타난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유라시아주의이다. 이런 의미에 

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적 이념이 발전되어 온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1) 그것이 기존의 사상사적 맥 

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념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 

의식을 종합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유라시아주 

의가 가지는 두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과제이다. 

사실， 유라시아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새로 

운 주제는 아니다. 과거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유일한 관제(官制)이데올로기 

에 의한 통제는 러시아인들의 유라시아주의적인 역사인식을 그 의식의 수변 

하에 감추어 버리게 하였으나 이 뿌리깊은 러시아적 이념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다시 정치 · 사회적인 논의의 전면에 둥장하였는데， 이러한 러시아적 

이념에 대한 논의의 부활이라는 상황은 러시아가 위기적 내지는 전환적 상황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강사. 
1) 이러한 러시아적 이념의 발전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졸고를 참조. 신범식， “현대 

러시아의 정치과정에 나타난 서양과 동양의 문제 서울 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제2회 국제학술대회， 199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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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늘 겪어왔던 논쟁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 

치사상의 발전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현재 전환기의 러시아가 겪고 있는 상황 

을 분석해 볼 때에 우리는 러시아 정치가 지니는 사상적 기반과 고민을 이해 

하는 중요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1991년 소련에서 발생했던 불발쿠데타와 

그 뒤를 이은 소련의 붕괴는 구소련지역의 정치과정 전반에 있어서 원심력적 

경향성을 위기적 수위에 이르기까지 증대시켰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결국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운명이란 러시아철학의 고전적 주제에 다시 

천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러시아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러한 러시아의 

운명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관련된 주제는 대민족의 국가로서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위치(성)， 즉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고로부터 연유한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위기상황은 꼭 정치 · 군사적 내지는 경제적인 위협 속 

에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도리어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사유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의식의 위기’ 내지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표 

현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러시아 민족의 자의식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철학의 근본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상사적 논쟁국면은 러시아역 

사를 통하여 계속되었지만 특히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정책을 강행한 대개혁 

이후로 나타났던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전통적인 대립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주의적 전통과 슬라브주의적 전통의 대립점 

은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러시아 역사전개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역사전개에 있어서 이 양대 전통이 역어내는 변증법 

적인 역동성에 대한 자세한 상술은 논문이 지니는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 - 특히， 슬라브주의 - 가 지니는 중 

요성은 러시아의 철학적 전통을 밝히는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왈리츠키가 지 

적하였던 것처럼 러시아적 세계관의 해명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2) 또한， 슬라브주의적 전통을 계숭하고 있는 유라시아주의를 하나의 이데 

올로기로만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도리어 현재 러시아의 정치과정에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해 가고 있는 ‘러시아적 이념’으로서 유라시아주의에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라시아주의가 지니는 세계관적 측 

2) Walicki, Andrzej , The Slavophile Controversy: Histoη 01 a Conservative Utopia 
in Nineteenth-Century Russian Thought, Oxford Univ. Press, 1975,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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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 철학적 계보와 그 문제의식의 발전 그리고 운동으로서 유라시아주의의 

성쇠를 밝히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과정울 추적하기 전에 우리는 ‘유라시아’라는 용어와 연구대상으로 

서 ‘유라시아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먼저 ‘유라시아’라 

는 용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83년 

오스트리아의 지리학자 에른스트 쥬스(3. 3lOcc)가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의 

두 부분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하는데 쓰여지면서 부터이다.3) 그렇지만， 통상 

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던 유라시아라는 용어에 전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바로 1920년대 러시아 망명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유라시아주 

의자들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의 사상가들이 러시아는 유럽도 아 

시아도 아닌 그들로부터 자연적인 속성으로 구분되는 중간자적인 또 하나의 

세계라고 규정했을 때 바로 그 독특한 공간을 유라시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랄산맥이 러시아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통념은 

무의미한 것이며， 유럽-러시아와 아시아-러시아의 구분을 넘어선 하나의 ‘러 

시아-유라시아’가 성립되는 것이다.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중요한 인물로서 지리 및 경제학자인 사비츠키 (n. H. 

CaBHUKHR)는 ‘유라시아’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그는 “구대륙의 서 

쪽， 남쪽， 남동쪽의 경계가 그 해안의 심한 굴곡과 모자이크적인 지역적 파편 

성 그리고 토지기복의 다양한 형태로 특징지워진다면， 이 대륙의 폼통을 이루 

는 러시아-유라시아는 광활한 사막， 스랩 툰드라 삼림의 띠가 자연스럽게 교 

차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유라시아 세계의 자연은 

그곳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삶과 상호작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 

이다. 사비츠키는 장구한 세월동안 이루어진 게르만족(크림의 고트족)과 슬라 

브족으로부터 핀족과 터어키족 그리고 몽고족올 고리로 하여 퉁구스-만주족 

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들의 민족들간의 상호연관과 문화적 융합이라는 뿌리 

가 맺은 결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라시아 세계에 민족들간의 독특한 형 

제애 (õpaTCTBO)의 정신이 깃들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이 형제애는 

이 세계에는 우둥과 열등 인종이 상호 반목하는 일이 없으며， 상호배타성보다 

유인성이 더 강하며， 바로 여기서 공동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의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밝힌다.4) 

3) 용어 의 사용에 대 하여 는 다음을 참고 nepcnKTHBbl eBpa3H1tcKo1t HHTerpaUHH, M. , 

1994, c. 9. 
4) CaBHl1KHI! n. H., CTenb H OCe.1lJlOCTb ν Ha nyTJ1X YTBep:t<,lleHHe eBpa3H1tueB, BepJI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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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간의 형제애라는 주제는 인종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인 트루베츠코이 (H. 

c. Tpy6eUI<oß)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의 민족들에게는 언 

어적 내지 종교적 특성에 따르는 슬라브족 터어키족 모슬렘족 둥과 같은 집 

단에 대한 소속감보다 유라시아적인 형제애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하고 확실 

했다고 한다. 그는 “유라시아 민족들의 형제애는 한 두 가지의 일면적인 특정 

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운명의 공통성에 의한 것이다. 유라시아는 지 

리적， 경제적， 역사적 통일체인 것이다. 유라시아 민족들의 운명은 상호 밀접 

히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얽혀있어 

서， 거대한 집합체로서의 이들 중에서 하나를 분리해내는 것은 오직 자연스러 

움에 반하는 인위적인 강압의 방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뿐더러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한다.5) 

결국 지리학적 용어로 시작된 ‘유라시아’라는 단어는 유라시아주의자들에 

이르러서 역사 • 권역적 인종 · 문화적 그리고 나아가 사회 · 정치적 의미까지 

도 지니는 용어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가 지니는 이러한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역사-문화적인 인식은 유라시아주의와 

결부되면서 현실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6)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라시아’는 일반적으로 유라시아주의자 

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제정 러시아 및 구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통 

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유라시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두 대상을 지칭한 

다. 첫째는 1920년대 러시아 망명자들에 의한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유 

라시아주의이고， 둘째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신러시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나 

타난 러시아 현실정치의 경향성이 지향하는 이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유 

라시아주의이다. 논의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고전적) 유라시아주 

의’라고 부르며， 후자를 ‘신유라시아주의’라고 부른다.7) 비록 양자가 시간적 차 

1922, KH. 2. 
5) Tpy6el.\K얘 H. c., 0611leeBpa3때CK때 Hal.\HOHa.JIH 3M // EBpa3HRcKaJl xpoHHKa, 1927, BblIT. 

9. 
6)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러시아인들의 영토인식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 대 

해 서 는 다음 논문을 참고 Bassin， Mark, “Russia between Europe and Asia: The 

ldeological Contribution of Geographical Space", Slavic Review, 50(1), (Spring 

1991), pp. 1-17. 
7) 이러한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 구밀료프의 위치에 대하여 고려할 때， 그를 어느 한 
편으로 분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유라시아주의의 선구로서， 또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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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니고 있지만， 통일한 역사적 인식을 지니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 

념들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그 시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 

은 20세기초 러시아 망명 지식인 사이에서 나타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기 

원과 전개， 그 주요한 개념적 체계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될 것이다. 

2. 유라시아주의의 형성과 전개 

(1)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형성 

유라시아주의의 형성을 밝히는데 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 

이 지니고 있었던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다. 1920년대의 러시아 망명 지식인들 

은 1905년 혁명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면서 시작된 일 

련의 세기적인 사건들에 압도되어 있었다. 2월 혁명이 가져온 희망의 좌절과 

1차 세계대전의 비극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변화는 러시아 지식인들 

에게 있어서 단순히 ‘러시아적 이념’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 

아의 구성 자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추방과 자발적 이민 

내지 망명의 경로를 통하여 ‘죽어 가는’ 러시아를 떠나게 된다. 민족적 자의식 

과 민족적 토대의 상실을 우려한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들은 ‘위대한 러시아’의 

운명이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자신들이야말로 세계를 휩 

쓰는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러시아적 문화를 지켜낼 임무를 띠고 ‘내몰려진’ 

사명자들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망명 지식인들의 정서는 러시아 

문화의 보존을 위한 투쟁을 사명으로 하는 젊은 학자들을 연합시키는 운동의 

모티프가 되었고， 유라시아주의는 이러한 운동과 연관되었다.8) 

유라시 아주의 자들이 1921년 자신들의 주장을 처 음으로 공론화한 논문집 ‘동 

전 유라시아주의와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밀료프를 고전적 유라시 

아주의의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8) 사비쪼키는 유라시아주의의 목적을 “러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음미하고 젊은 세대 

에게 행동의 목표와 방법을 가르철 수 있는 러시아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민지식인들의 분위기가 유라시아주의의 형성에 미친 영향 

에 대 하여 륙스의 논문을 참고: 끼eOH뻐 ~KC ， EBpa3HRcTBO // POCCHß Me~ 3arr~OM 

H BoCTOKOM / Hay'l. pelI. M. C. KHCeJleBa, M., MoCKOBCK때 빼J10COBCKHR φOHl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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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출발. 그 예감과 실현.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명제 (Hcxoll K BOCTOKy. npell-

4yBCTBHR H CBepmeHHR. YTBep*lleHHe eBpa3HnQeB)’를 발표하였을 때 이 는 다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문집에는 운동의 주도자이며 스트루베 (n. 5. 

CTpYBe)의 제자인 경제학자 사비츠키 (n. H. CaBHQKHn) , 예술학자 습친스키 (n. n. 

CYB4HHCKHn), 철학자 플로롭스키 (r. B. φJ10pOBCKHn) ， 위대한 언어학자 트루베츠 

코이 (H. C. TpyóeQKOn) 등 4명의 학자가 집필한 107ß 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들 

의 사상은 운동으로서의 유라시아주의의 기초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 

아의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자성이라는 명제를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러시아 

망명인들에 의한 사회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 이러한 유라시아주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베르나드스키 (r. B. BepHall

CKHn) , 카르사빈(지. n. KapcaB“H), 알렉세 예프(H. H. AJIeKceeB) , 프란크(C. 지. 

φpaHK) ， 비찔리 (n. M. 5HQHJlJlH) 둥과 같은 학자들이 가세하였고， 밀류코프(n. H. 

싸JIIOKOB) , 베 르자예 프(H. A. 5epllReB), 키 제 베 테 르(A. A. KH3eBeTTep) 등과 같은 

반대자들도 있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망명지식인들 중 거의 모든 이들 

이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유라시아주의가 당시 얼 

마나 열띤 논쟁의 화두가 되었는가를 짐작케 해주는 증거이다. 

유라시아주의운동이 태동되게 된 계기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세계적 종말 

이나 위기에 대한 의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동으로의 출구’ 서문에는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나온 사건틀을 관조해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 

명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동방을 점령하였던 사건 내지는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사건이 가져온 문화의 대혁명과 비교될 수 있는 대격 

변의 와중에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0) 이러한 재앙에 관한 느낌이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 논쟁의 모든 부분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망명지식인들 

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압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숨막힐 것 

같은 압도적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했고， 유라시아주의 운동은 바로 이 

9) 러시아 이민 지식인들의 논쟁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 B nOHCK8.X nyTH PyCCK8.J/ 

HHTeJ1J1HreHUHJ/ H cYl1b6b1 POCCHH / COCT. , SCTyll. CT., K。뻐eHT. H. C. I1caesa, M. , Pyc 

CKaJl KHHra, 1992. 이사예프에 따르면 ‘동으로의 출발(l1cXOLI K BOCTOKY, 1921)’은 ‘향 
방표식 (BeXH ， 1909)’, ‘심연에서 (113 r .ny!5HHhI, 1918)’, ‘향방표식의 전환(CMeHa sex, 

1921)’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이민 인텔리겐차의 논쟁에 나타난 세계관의 발전에 있 

어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HCXOI1 K BOCTOK~ 1ψel1'l}'BCTBHJ/ H CBepmeHHJ/. YTBep)((,l]eHHe eBp8. 3Hi1ueB, COiþHJI , 1921,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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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구에 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동으로의 출발’이라 

는 제목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제목은 동방 기독교적인 문화의 전 

통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양식의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성이란 측면에서 

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으로의 복귀， 삶에의 소망， 자신의 

뿌리로부터 이탈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들의 운동의 신조를 삼았다. 그렇지 

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자기 문화의 보호자로서 지식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행동의 지침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 

구는 젊은 유라시아주의자들로 하여금 환상 속에서 논쟁하는 것을 그치고 ‘소 

비에트 러시아’라는 정권과 그 내부적 변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탐구하게 하였 

다. 국가성 (rocynapcTBeHHOCTb)이란 견지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평가하고， 이것 

올 기초로 하여 자신들의 실천적 행동의 전략과 전술을 정하려 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이론적인 면을 넘어선 실천적인 방향성과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로의 회귀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혁명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과거의 체제가 종결되는 동시에 새롭게 태동하는 

체제가 시작되는 표식이었던 것이다. 1917년에 러시아의 역사는 종결되었다고 

사고하는 인텔리겐차 구세대의 복고주의적 환상에 대항하여 유라시아주의자 

들은 혁명의 완성과 볼셰비키 정당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 립된 소비에트 정권 

의 수립을 인정하였다.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베르자예 

프는 “유라시아주의는 이민사회에서 등장한 유일하고도 매우 생명력 있는 혁 

명 이념적 운동이다. ‘좌’든 ‘우’든 모든 여타의 운동들은 전(前)혁명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그 실천적 활동이나 미래에 대한 의미가 허무하게 거세되 

었던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평범한 ‘좌파’나 ‘우파’의 경계를 넘어서 있 

었다라고 적고 있다11)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이란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유럽화 과정 

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적인 경혐의 틀로 

부터 이탈함으로써 새로운 러시아의 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혁명은 그 파괴적인 힘올 통하여 러시아 문화발전의 토양을 정화(律 

化)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인 과정에의 참여가 유라시아주의의 주 

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민 러시아인들의 러시아 

적 근대성에 관한 사고에 있어서 환상과 착각들을 의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 

11) 5eplVles H. A. , ESpa3HRUhI. / / f1YTb, nap뼈， 1925, No. 1, c.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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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믿었 

는데， 이때 삶의 현실이란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와 그 속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첫 논문집에 이어서 1922년에는 두 번째 저술 뻐 nyT~X. YTBep~eHHe 

eBpa3때ueB’와 세 권의 연간 져술집 ‘EBpa3뻐CK뼈 BpeMeHHHK’를 발간하였다. 그 

리고 1926년에는 운동의 강령과 주요 개념을 서술한 ‘EBpa3HRcTBO. On~T CHC

TeMaTHGeCKOrO H3nO*eHH~’를 출간하였으며 1931년에는 파리에서 운동의 10년 

을 결산하는 기 념 논문집 ‘Tp때aT~e ro며’를 출간하기 도 했다. 또한， 1925년부 

터 1937년에 이르는 기간에 12권의 ‘EBpa3뼈CKa~ XpOHHKa(유라시아 연보)’를 

발간하면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선전적 정치활동에 관한 평가와 보고를 수행 

하였고， 이론적인 성격의 글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에 대한 세심한 분석의 글들도 게재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출판부의 지원 아 

래 유라시아주의에 동조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술서들이 출판되었다. 유라시아 

주의 운동의 주요한 출판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Hcxoa K BOCTOKy. npeaqyBcTB~ H CBepmeHH~. YTBep~eHHe eBpa3HRueB, Co빼~， 

1921. 

* Ha nyT~X. YTBep*aeHHe eBpa3HRueB, COIþH~ ， 1922. 
* EBpa3뼈CKHR BpeMeHHHK, KH. 3, BepJlHH, 1923. 
* EBpa3HRcKHR BpeMeHHHK, KH. 4, BepJlHH, 1925. 
* EBpa3HRcKHR BpeMeHHHK, KH. 5, napH*, 1927. 
* EBpa3HRcTBO. On~T CHCTeMaTHGeCKOrO H3no*eHH~ ， BepnHH, 1926. 
* EBpa3HRcKa~ xpOHHKa, B~n. 1-4, npara, 1925. 

* EBpa3HRcKa~ xpOHHKa, B~. 5-6, napH*, 1926. 

* EBpa3HRcKa~ xpOHHKa, B~n. 7-9, napH*, 1927. 
* EBpa3HRcKa~ xpOHHKa, B~n. 10, napH*, 1928. 

* EBpa3HRcKa~ xpOHHKa, B~n. 11-12, napH*, 1931. 

* TpHHaauaTμe r。뻐. YTBep~eHHe eBpa3HRueB, napH*, 1931. 

* EBpa3H~: E*eHeaenbHHK no BonpocaM KynbTyp~ H nonHTHKH, napH*, C HO~ÕP~ 

1928 r. aO Iþeõpa~ 1929 r. 

* EBpa3HRcKHe TeTpa띠， napH*,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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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분열 

이처럼 폭발적인 출판활동올 통해서 융성해 가던 유라시아주의가 20년대 

후반에 가서 분열과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 

라시아주의 운동과 소비에트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 

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있었다. 우선， 비찔리 (n. M. DHl\H.IIJIß)와 플로롭스키 (r. 

B. φJIOpOBCKH인)는 자기 비 판적 인 논문으로 ‘유라시 아주의 의 두 얼굴’12)과 ‘유라 

시아적 유혹’13)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유라시아주의 운동과의 결별을 선언했 

다.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철학적인 기초를 다듬고 발전시킨 두 이론가의 탈퇴 

는 운동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운동이 

이때까지 지탱해 오던 ‘러시아학(pOCCHeBelleHHe)’의 이론적 탐구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작 

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개념화의 작업은 카르사빈(지. n. KapCaBHH)과 알렉세예 

프(H. H. AJIeKCeeB)의 몫이 되었고 그들은 ‘관념적 국가’와 ‘통치계층의 선택’ 

이라는 이론화 작업을 통하여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운동의 분열을 가시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라시아주의 파리학파의 

결성이었다. 기존의 유라시아주의 운동이 프라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고전적이며 러시아학적인 요소를 강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분파는 파리를 중 

심으로 운동의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하는 카르사빈 스바토폴크-미르스키 (ll. n. 
CB5ITOnOJIK -MHPCKHR) , 습친스키 (n. n. CyB째HCKHR) ， 에프론(C. K 3IþPOH) 퉁이 중 

심이 되어 1928년 파리에서 주보형식의 잡지 ‘예브라지야 (EBpa3H5I)’를 발간하 

면서 그 차별성을 강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비에트 정권과의 유대를 

강조면서 볼셰비키들과의 협력을 지향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의도는 “우리 시 

대의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운명을 지배한다. 러시아 - 대륙의 6번째 부 

분으로서의 유라시아 - 는 새로운 세계문화의 매듭이며 시작이다라는 표제 

인용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14) 잡지 ‘예브라지야’는 러시아 혁명을 전 인류에게 

선을 가져온 국제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고， 유라시아운동을 그 내부에 10월 

혁명의 전통을 내포하는 운동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볼셰비키 

12) BHUHJ\J\H n. 1.1., llBa J1HKa eBpa3HllcTBa // COBpeMeHHble 3a.nHCKH, No. 31 , 1927. 
13) φJ10pOBCK때 r. B. , EBpa3HllcKHII coIJJla3H / / CBpeMeHHble 3a.nHCKH, No. 34, 1928. 
14) EBpa3H5I, 1928, 31 lIeKa IJP5l,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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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인 강령에 동의하게 된다. 운동의 방향성을 노골적 

으로 보여주는 다음의 문구는 그러한 운동의 친소비에트적인 성향을 잘 드러 

내 준다. 

“국내정치 분야에서 유라시아주의는 [볼셰비키 - 필자] 정당적인 소비에 

트 국가 체제의 완성을 지지하며， 여타의 모든 의회-민주주의적인 원칙은 

부르주아-자본주의적인 체제로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배격한 
다 "15) 

이와 같은 친볼셰비키적인 파리중심의 유라시아주의 분파가 형성될 조짐은 

이미 1926년 정치선동적인 활동의 시작과 함께 예견되었던 것이다. 1926년 가 

을부터 파리에서는 프라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르사빈의 지도아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첫 세미나의 주제는 고전적인 “러시아와 유럽”이라는 주제였다. 

그렇지만 이듬해 봄부터 주제발표의 내용은 변화해 갔다. “사회주의의 변형으 

로서 유라시아주의"(지. n. KapCaBHH) , “러시아 국제관계의 미 래 "(T. r. Illl<mlpOB), 

“러시아 지배계층의 형성 "(K. E. PO.ll3eBH'I) “러시아에 있어서 신지배계층의 유 

형에 관하여 "(n. n. CyB째HC I<Hß) 둥과 같은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친볼셰비키적인 현실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유라시아 

주의자들로 하여금 잡지 ‘예브라지야’의 출현을 운동의 좌파세력이 조직화되 

어 가는 증거로 파악하게 하였고 고전적 프라하 중심의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가지게 하였다. 볼셰비키와의 연대에 대한 파리파 

(napH*C I<Hß ueHTp eBpa3HßCTBa)의 직접적인 호소는 러시아 이민사회를 긴장시 

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트루베츠코이는 이미 1929년 1월 ‘예브라지야’ 7호에 실린 편지를 통해 자 

신이 잡지의 편집자 명단에서 빠질 것을 밝히면서， 출간된 7권의 잡지의 내용 

이 보여주는 바 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없음을 공표하게 된다. 

이어서 사비츠키， 일린， 알렉세예프가 트루베츠코이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 

하고， 잡지로부터 탈퇴하였다.16) 이들의 탈퇴는 공동펀집인 명의로 발표된 

15) EBpa3뼈， 1929, No. 35, c. 3. 
16) ‘예브라지야’誌의 편집인들의 행동은 이들로 하여금 파리학파에 대한 신랄한 비판 
과 그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하는 특별한 문집을 발간하게 하는데， 그 문집은 다음 
과 같다 CM.: AJJe I< CeeB H. H. , HJJbHH B. H., CaBHllI<Hl! n. H. , 0 ra3eTe “'EBpa3HJ/': ra-

3eTa “'EBpa3HJ/' He eCTb eBpa3HitcKHit opraH, napH:t<,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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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정권”이라는 글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변호하며， 새로운 러시아의 

사건들과 변화과정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낸 사실과 연관된다 17) ‘예브 

라지야’지의 이러한 성격에 대하여 알렉세예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논 

문들의 문체나 그 주제선별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 

다. 잡지에는 그러한 독특한 입장이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 

. 나는 이것을 유라시아주의의 내적인 자기빈곤화에 다름 아니라고 부를 수 

있겠다 "18) 

유라시아주의 운동 내부에서 보인 시각분열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중의 하 

나는 이 잡지를 중심으로 하는 파리학파가 기존의 프라하학파가 지향하는 이 

론적 러시아학이 우(右)편향으로 경도(順倒)될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데 있었다. 러시아의 역사철학적인 문제의 탐구에 

상당한 노력 을 기 울여 온 프라하파(np8Jl(CK째 ueHTp eBpa3HßCTBa)는 이 러 한 평 

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다. 프라하학파는 파리학파의 러시아학에 대한 부 

정을 유라시아주의의 고전적인 문화 및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를 왜곡하 

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항’ 현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문화적 니힐리즘’과 연관시켰다.19) 이러한 상황은 잡지의 끝에 

대한 예측을 불러왔다. 

이러한 운동의 분열은 유라시아주의운동의 물결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실제 

로 1929년 2월에 발행된 것이 ‘예브라지야’지의 마지막호가 발행되었고， 잡지 

의 종말은 곧 유라시아주의운동 전체의 종말과 연관되었다. 1931년에 마지막 

유라시 아주의 논문집 ‘TpHllUaTble rOllμ. YTBep*lleHHe eBpa3때ueB’이 발간되 었으 

나， 이미 그 ‘주장’은 그 신선함의 마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 뒤에 나온 두 

편의 간행물 ‘EBpa3HßCKHß Xp。뻐K’와 ‘EBpa3HßCKHe TeTpallH’는 운동을 재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유라시아주의 운동은 망명사회， 

특히， 젊은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자극의 원천으로서 적지 않은 논문집의 발간 

을 통해 사상의 축적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실로 유라 

시아주의는 볼셰비키 정권이든 타국을 떠도는 집없는 유랑민이든 그 어느 누 

구도 러시아 지식인의 분열된 시각이 그 무한한 문화적 가치들을 파괴한 자 

유분방하고 구속되지 않은 가공스러운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17) TaM lI<e, C. 23. 
18) TaM lI<e, C. 13. 
19) MHp POCCHH - Eøpa3HJI: AHT0J10rHJI / COCT. JI. H. HOBHI<OBa, H. H. CH3eMC l< a5l, M., B뻐. 

mK., 1995, 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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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유라시아주의의 내적인 위기는 유라시아 

주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무산시켰고， 그 운동 자체를 분열시켰다. 물론， 한 

편으로는 개별 학자들이 이 사상에 영향올 받아 자신의 연구에 많은 유라시 

아적 요소들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사회활동을 시 

도하기도 했다. 1932년 유라시아 조직의 1차 대회가 열리고， ‘유라시아주의 선 

언’과 ‘테제들’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것은 모두 현실과 거리가 있었고， 행동 

의 강령이라기 보다는 원망의 표현에 가까웠다. 게다가 1920년대 후반에서 30 
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스탈린의 집권과 그에 따른 

또 다른 격변으로 대변되는 사건들은 소비에트정권과 유라시아 좌파의 상호 

교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잠재워버렸다. 

3. 유라시아주의의 주요 개념 

우리는 이제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 사회 · 정치사상의 근본질문의 제 측면 

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순서에 도달했다. 이것은 

결국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주 

의의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라시아주의가 그 주요 

한 개념들을 유라시아주의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 

한 운동 강령을 구성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역사-문 

화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이 

때에 주요한 개념으로 동장하는 것으로는 유라시아 민족주의， 문화적 · 지정학 

적 공간으로서의 유라시아의 중간자성， 몽고지배의 영향， 문화와 종교의 문제， 

이 념 통치 국가(HneOKpaTHGeCKOe rocynapCTBO)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이 

다. 

(1) 유라시아주의의 역사-문화적 및 종교-문화적 개념 

유라시아-러시아가 지니는 역사적 발전경로와 전실된 민족주의 

유라시아주의의 교설의 기저에는 러시아에는 독특한 역사적인 길과 자신의 

사명이 예정되어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자신을 슬라브주의자들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미래의 운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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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라시아적 사유가 지니는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러시아적 문제에 대 

한 제기와 해결에 있어서 특징적인 유형을 형성한 두 방향 - 즉 한편으로는 

‘슬라브주의’와 ‘인민주의’의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주의’의 방향 - 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점올 파악하고 있었다.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의 태도는 그 주장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유라시아주의자들 

은， 한편으로 슬라브주의 - 특히， 호야코프(A. c. XOMJIKOB)의 슬라브주의적 주 

장 - 에 대한 동조의 입장올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주의에 반박하 

면서 자신들의 주장의 독창성을 강조하는데， 이 독창성이란 것은 러시아 문화 

가 지니는 정교신앙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나타난다찌 

슬라브주의와 유라시아주의의 차이점은 유라시아주의가 지니는 법과 국가 

성에 대한 높은 선호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슬라브주의가 러시아라 

는 현상이 지니는 역사， 문화 및 종교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에 주력하였다면， 

유라시아주의는 역사적이며 국가-법적인 조직에 대한 체계적 언술을 지향했 

다. 또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적 이념’을 인종적 슬라브성으로부터 용해시 

킴으로써 ‘러시아 민족성’을 슬라브민족에게 환원시키는 슬라브주의적인 편협 

성을 거부하고， 그 민족성 (HapOJlHOCTb)의 형성에 있어서 터어키족과 위그루

핀족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슬라브 

족과 함께 동일한 ‘발생지 (MeCTopa3 BHTHe)’를 지녔올 뿐만 아니라 슬라브족과 

끊임없는 상호작용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주의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종족과 공유하고 있는 발생지적 기원과 상호작용의 경험 

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들을 하나의 유라시아적인 ‘다인종 민 

족(MHorOHapOZlHa.sl HaUH.sI)’으로 통합함으로써 ‘러시아 민족’이 형성된 것이며， 

유라시아는 하나의 국가 곧 ‘러시아-유라시아’가 된 것이다. 트루베츠쿄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 러시아 제국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소련이라고 불리는 이 국가의 민 

족적 기반은 이 국가를 계숭하며 독특한 하나의 다인종 민족으로 파악됨으 

로써 자신의 민족주의를 소유하게 된 모든 구성 민족들의 총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민족을 우리는 유라시아민족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영 

토를 유라시아라고 부르며， 그들의 민족주의를 유라시아주의라고 부른다."21) 

20) 이 에 대 한 자세 한 논의 는 다음을 참고 CHH OOM CHK, Hl1eH “'EBpaJHJtCTBa" H COBpe

MeHHWJt pocCHRcKHR κaeRHO-nO.RHTH'IeCKHR npuecc, KaHllHllaTCKa.!l llHCCepTauH.!I, MrHMO 

빼1.ll Pφ， μOCKsa， 1997, c.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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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라시아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단지 공통의 ‘발생지’를 통 

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全)유라시아적인 민족적 자의식을 통합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진실된 전유라시아적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허위 민족주 

의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민족’이라는 대국-패권주의적인 쇼비니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이나 서양 어느 쪽의 위대함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민 

족들의 노예근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루베츠코이는 허위 

적 민족주의의 절박한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 민족이 지닌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전혀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올 심심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국가적 

독특성을 획득하기보다는 오직 자국에 속한 모든 종족들올 완전히 복속시킴 

으로써 ‘위대한 민족’ 또는 ‘패권국’으로 불리며 그 모든 행위양태에 있어서 

소위 여타의 ‘위대한 민족들’을 본받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에 있어서 민족적 자의식이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민족주의 

자들은 ‘독자적’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반대로 삶의 지배자로서의 ‘여타 민 

족들’과 같이 강력해지기만을 희망한다 "22) 

허위 민족주의의 특별한 형태에 관하여 트루베츠쿄이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민족문화를 일종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형태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문화는 젊은이들을 문화적으로 비활 

동적이며， 피동적으로 만들어 ‘젊은 세대’를 ‘기성세대’에 대한 희생물로 만드 

는데， 이는 문화가 지니는 생동적인 원천과 자기발전의 능력 그리고 타문화와 

의 대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주장을 러시아 

역사에 적용하면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진정한 민족주의는 표트르 대제 이후 

의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부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주의 

자들은 ‘모스크바 - 제3의 로마’에 대한 문화-종교적인 사상은 제국의 정치 

적인 이념으로 변화하였다고 파악한다. 유라시아로서 러시아의 민족과 국가의 

유라시아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표트르 대제의 개혁과 그 

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강제적인 유럽화로 인하여 단절되고 왜곡 

되었다. 평화적이며 자연스러운 동방으로의 진출과 이민에 의한 식민지의 개 

21) TpK5eUKo꺼 H. c., 0511\eespaJHßcKHß HaUHOHaJIHJM / / EBpa3HitcKaJl xpoHHKa, BbIlI. 9, napHlI<, 
1927, c. 3. 

22) CM.: Tpy5eUK얘 H. C., 05 HC깨HHOM H nOll<HOM HaUHOHaRHJMe ν Hcxop K BOCTOK~ Jψep

'1yBCTBHJI H CBep18eHHJI. YTBep)/(peHHe eBpa3Hitl(eB, COIþH5I, 1921, 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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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은 힘의 우위에 입각한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의 적 유럽과의 예상치 못한 연합’을 통해 아시아 

에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뭇한다. 바로 이 과정은 러시아에서 지배층의 문 

화가 이질적인 유럽적 문화에 용해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 

한 과청을 통하여 러시아는 그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자기발전의 경로를 상 

실하였고， ‘유럽성 (EBpone때CKOCTb)’이 곧 일반적인 문화와 동의어가 되고 또한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유라시아의 자 

기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그 독자성의 원천을 

고전적인 러시아의 발생지 이론으로부터 찾으려고 시도하게 된다. 

유라시아-러시아 역사적 발생지의 중간자성 

러 시 아 독자적 인 사명 에 대 한 이 념 은 그 ‘발생 지 (MeCTopa3 BHTHe)'의 중간자 

성에 대한 이론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세계’의 여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인은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들이 지니는 지리학적 및 인종학적 일 

체성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일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을 ‘유라시아인’이라 

고 불렀다. 

“러시아는 그 스스로가 하나의 독특한 세계이다. 이 세계의 운명은 기본 

적으로 서방의 국가들(유럽)의 그것과 다르며， 남방이나 동방의 국가들(아시 

아)의 그것과 다르다. 이 독특한 세계는 유라시아라고 불린다. 이 세계의 경 

계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사람들은 상호이해의 높은 수준과 형제얘적인 공생 

의 형태를 이루는데 익숙한데 이러한 것은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의 민족들 

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23) 

따라서， 서구주의적인 범주와 동시에 슬라브주의적인 대안을 부정하면서 유 

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독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중간자적’ 입지를 강 

조한다. 

“러시아의 문화는 유럽적 문화나 아시아적 문화중의 하나가 아니다 또한， 

전자나 후자가 지니는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결합한 것이나 그 총합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문화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중간자적인 유라시 

23) EBpa31깨CTBO (φOPMYJUlpOBKa 1927 r.) / / ESP43HJtCTK4J1 XpOHHK4 , BWTI. 9, naplI)J(, 1927,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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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화로서 대조된다 "24J 

이러한 독자적 유라시아에 대한 지향성은 유라시아주의자들로 하여금 러시 

아를 유럽의 문화적 변방이라는 견지에서 그 궤적올 뒤늦게 따라가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수세기 동안 그 거처를 유라시아 서 

방의 평지와 구릉에 펼치고 있던 문화의 여신이 동방으로 떠났다”는 신념은 

유라시아주의자들을 한데 묶었다.잃)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운동의 과제는 과거 

러시아에서 지성적 사유의 방향성을 규정한， 서구로부터 유입된 사회적 관념 

들의 우상을 타파하는데 있었다. 카톨릭신앙과 개신교신앙으로 대별되는 유럽 

의 문화는 이런 의미에서 유라시아주의의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이들 유럽의 종교가 가지는 범인류적 성격의 결여에 대해서 트루베츠 

코이는 “유럽 문명은 범인류적인 문화가 아니라 특정한 인종적 지류， 로만-게 

르만족들의 문화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이 문화는 필수적인 것이겠지만”이라 

고 적고 있다.잃)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필수적인 범인 

류적인 문화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라시아주의의 문화-문 

명론은 다닐랩스키 이래로 내려오고 있는 다중심주의적 문명론 및 모자이크 

적 세계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럽의 문 

화가 인류를 궁지에 몰아 넣으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지나간 전쟁이 보여준 참상과 본질적으로 유럽에서 태어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혁명의 파괴적인 힘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유렵문명에 대한 비판은 유라시아주의가 다닐웹스키 이후에 발 

전된 러시아적 이념의 전통을 계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 

럽문명을 거부하고 새롭게 자기문명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로 유라시아주의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역사를 유라시아의 역사의 틀에서 

조망하면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 역사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특정 공간 내에서의 문화의 발전에 

관한 언설이다. 즉， 발생지는 민족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귀속된 

다는 주장인데， 현재와 미래의 유라시아 문화가 지니는 독특한 성격은 역사의 

여러 국면에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구현할 수 있는 

24) EBp83HRcTBO (Onμ'T CHCTeM8TH</eCKoro H3J1o:#reHHJI), napHlIC, EBpa3HllcTKoe H3,!1aTeJIb

CTBO, 1926, c. 32. 
25) CaBHUKHII n. H., nOBOpOT K BOCTOKY, c. 3. 
26) Tpy6eUK얘 H. C., 06 HCTHHHOM H JIOllCHOM HaUHOHaJIH3Me ν HCXOtI K BOCTOKY, 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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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문화의 구체화 과정에 있어서의 주체(主體)는 유라시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며， 그 가운데에서 러시아 민족은 그 문화와 생활방식 덕분에 중간적 

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러시아의 운명과 

그 역사-문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아시아적 요소， 즉 대양과 대륙의 감각을 지 

니게 해 주는 광활한 스랩 평원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유라시아주의의 중요 

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만연되어 있는 무조건적인 진실 

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새로운 견지에서 의심하는 방법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사유의 방법을 몽고지배에 대한 사유에도 적용시킬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몽고적인 요소는 러시아 문화의 깊은 저변에 한 요소로 자리 

잡아， 오늘날 그 문화의 질적 차원에서 순수한 ‘타타르적’ 요소와 ‘러시아적’ 

요소의 구분은 이미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사에 대한 타타르 통치와 몽고적 요소의 영향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발생지 이론에 입각하여 유럽 문명의 변경지대로서의 

러시아를 부정하고 그 독특한 진로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유한 것은 이미 전 

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신서구주의자들의 유럽에 대한 이념적인 굴종을 부 

정하면서도， 러시아 민족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슬라브종족의 기원을 물신화 

했던 고전 슬라브주의자들과 달리，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동양적， ‘우랄-알타이 

적’ 요소와 유라시아적 문화권이 처음으로 하나의 전체로 통합되어진 칭기즈 

칸 제국의 유산이 러시아적 생활양식에 미친 심대한 영향에 대하여 인정하였 

다.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르면， 몽고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가 요 

구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하였고， 이 광대한 대양-대륙의 통일성의 시원 

(始原)을 이 룩하였으며 그 국가적 인 구성 의 기 초를 닦았다는 것 이 다. 유라시 

아주의와 슬라브주의， 또한 유라시아주의와 서구주의의 경계를 가르는 이 개 

념이야말로 유라시아주의자들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르면 몽고적 요소의 직접적인 상속자는 새로운 국가 

체로서의 모스크바 대공국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사비츠키의 “몽고통 

치가 없었다면 러시아도 없었을 것이다”낌)라는 주장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이다. ‘신의 형벌’로 이해되던 ‘몽고에 의한 지배’는 러시아 민족의 존재와 

'2:7) CaBHUK때 n. H., CTenb H OCel11l0CTb ν Ha 1ηTJIX. YTBepMeHHe eBpaJHRlleB, KH. 2, 
MOCKBa-BepJlHH, 1922, 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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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 그리고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사회의 조직과 국가의 구성 

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몽고에 의한 지배’의 경험은 모든 

신들을 수용함으로써 러시아 민족 자신의 신앙과 정신적 면모를 상실하지 않 

으면서도 어떠한 문화도 허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문화적 기재로서 작동하였 

다. 그렇지만， 그것은 러시아 민족이 지녔던 창조력의 순수성을 흐리지는 못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비츠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부적인 분열의 힘에 의하여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타타르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실로 루시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 러시아는 위대한 칸들의 후계자이며，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업의 계승자이 

며， 심화된 문화적 전통의 통합자이다. 러시아 안에서 역사적인 정착민과 대 

초원의 자연이 하나로 합쳐졌다잃)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트루베츠코이는 러시아 국가의 기초자는 키예프 

의 공후들이 아니라 몽고 칸들의 대부가 되었던 모스크바 공국의 대공들이었 

다고 주장하였다. 모스크바 대공국도 초기에는 그 영토가 항상 위험에 노출 

된， 그렇지만 모스크바의 공후들이 최선을 다하여 개척한 유목민촌들의 집합 

에 불과했다. 타타르의 압제가 약화되면서 칸 지배체제는 실질적으로 사라이 

에서 모스크바로 이전되었고， 진정 강력한 모스크바 국가의 등장은 강력한 무 

기와 외교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카잔과 아스트라한 그리고 시베리아를 정복 

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컵차크 한국(30lJOTaR OpJla)이 쇠멸해 가면서， 

새로운 형 태의 모스크바 대공국이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유라시아의 통일과 달리， 그 이후 대공들과 짜르들 

에 의한 이차적인 통일은 강력한 정신적 연관성 속에서만 가능한 작업이었다. 

바로 그러한 정신적 연관성의 역할을 한 것이 정교신앙과 비잔틴적인 국가성 

이었다. 타타르적인 환경이 러시아적인 국가성으로 전환된 기적의 배후에는 

종교적 감성의 긴장된 변화가 있었고 몽고압제의 기간에 러시아를 휘어잡은 

정교신앙의 종교적인 부홍이 있었다. 바로 이리하여 ‘동으로의 출발’은 러시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인 상황 및 그 역사적인 발전의 논리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를 예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28) TaM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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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악적 인격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 

유라시아주의에 있어서 러시아적 구세주의(救世主義)는 유라시아주의의 문 

화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유라시아주의의 학설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치적 강령에 있어서 ‘교향악적 인격 (Cß빼。Hß''IeCKaji JIßq

HOCTb)’으로서의 문화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철학적으로 카 

르사빈(JI. n. KapCaBßH)에 의하여 다듬어 졌다. 이 학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한 전제는 인격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적인 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 

아주의는 인격을 ‘살아있고 유기적인 다중체’로 규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격 

이란 그 구성과 개별적인 현상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서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보르(co6op)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조화적이며， 합창적이고， 교향악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때의 ‘인격’은 

경험적인 개인들의 위계적인 통일체를 구성하는데 이 개념은 자기 충족적인 

원자로서의 천부적인 특성과 권리를 지니는 개인으로서의 인격으로 이해되어 

지는 유럽적인 ‘인격’의 개념에는 배치되는 것이다쩌 유라시아주의적인 인격 

개념에 따르면， 분리된 인격은 불완전한 것이며， 개별적인 동기가 지니는 개 

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통일성 속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격의 개 

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ßHllßB뻐)이 인격 (JIßqHOCTb)이 되는 것은 특 

정한 전체 - 가령 가족， 계층， 계급， 민족， 인류 둥 - 에 접목될 때에만 가 

능하다는 것이다. 열거된 이러한 조직은 그 본질상 교향악적이며 사보르적인 

인격 자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보르노스찌 (C060pHOCTb)30l의 범위라는 기준 

29) 러시아 사상사에서 나타나는 인격과 사회의 충돌， 인격과 세계조화와의 충돌에 대 
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베르자예프에 따르면， 서구주의적 성향을 

띤 벨린스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조화적 인격에 대하여 반항했다. 하지만， 유라시 

아주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격에 대한 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다. 러시아의 인격과 사회에 과한 논쟁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 H. A. Bep.lVIeB, 
PyCCKa$l 1I1Ie$l. OCHOBHble 매。CíJIe뻐 pyCCKO꺼 뻐CJIII XIX BeKa 11 HaqaJIa XX BeKa / / 

뻐CJ1HTe.RH pycCKoro 3apy6e)/(bJl, CnCí., HayKa, 1992, C. 99-111. 
30) 사보르노스찌에 대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을 찾기는 힘들다. 대체로 이 개념은 초 

대 교부시대에 분열되어 가는 교회의 일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각 종교분파의 대표 

들이 종교회의로 모였던 회의체적 본질과 그 정신을 일걷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호야코프는 이러한 사보르노스찌야말로 러시아적인 이념과 전통을 규정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요소로서 러시아적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 에 대 하여 다음을 참고: A. C. XO야야애‘‘M‘4짜{ 

H뻐u뻐11싸뻐11뻐Ha 0 3analll뻐H바iI없OIX Bep。얘IIcno애BellaH뻐II$lX no no애B。띠lIY CípomlOphl rocnOllllHa JIopeHcH, noπ c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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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에 그 위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사보르노스찌 

의 수준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바로 문화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이때 문화 

는 교향악적 인격의 객관화로서 둥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문화는 개인들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 개인들 각 

자는 교향악적 인격으로 화(化)하는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요소의 우연적인 총합이 아니며， 그러한 총합일 수도 없 

다. 문화는 유기적이며 구체적인 통일체로서 생명력 있는 조직이다. 문화는 

항상 스스로를 그 문화의 내부에서 구현해 내는 주체의 존재와 독특한 교향 

악적인 인격을 제공한다. 이 문화의 주체(문화-인격， KYAbTYPO-nHqHOCTb)는 

여타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생성하고 발전하며 사멸한다 "31) 

교향악적 인격의 발전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 문화의 비대칭적 

이며 일반적인 진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이런 혹은 

저런 문화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 

르면， 유라시아적 문화는 그 종교적인 궁핍화라는 대가로 자신의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성과에 대해 값을 치렀다. 러시아 문화의 형성과정은 그 완성된 문 

화적 진수를 교회에서 달성하였다. 따라서， 정교회는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교 

회로 화(化)한 러시아 문화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문화의 정 

수(精廳)로서 러시아 교회는 그 문화의 목표이며， 동시에 그 문화적 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문화의 보존 또한 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정교회 

의 본질은 사보르노스찌 (COÕOpHOCTb)와 교회의 보편성 (BCeJJeHCKOCTb) 즉 모든 

교회가 하나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세상에 대한 보호 즉 신앙과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것에 대한 이해로 귀착된다. 따라서 교향악적 인격으 

로서 문화의 기초는 정교회의 기반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바， 그 목표는 자 

아(ceÕjj)를 완성 하는 것과 그 자아를 통해 하나님 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교회와 보편교회의 문제 

그런데， 정교회와 보편교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유라시아주의자들 

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베르차예프와 다른 반대자들이 지적했다.32) 유라 

CO 'l., npara, 1867, C. 174-223. 
31) Espa3HRcTSO: OnblT CHCTeMaTHl/eCKOrO H3J10 :f(eHHJI, 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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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주의자들은 정교회가 러시아 문화의 정수(精廳)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정교 

신앙올 언급하지 않는 내륙의 민속신앙올 비롯하여 모슬램 문화 및 불교 문 

화를 내포하는 복잡한 모자이크적 양상올 띠는 유라시아 문화의 정수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충적인 경험적 사실에 직면하여 유라시아 

주의자들에게는 정교신앙이야말로 참된 보편적인 종교이며， 동시에 유일한 진 

리로서 타락하지 않은 기독교의 표현임을 강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 

다. 정교회의 밖에서는 모두가 미신이거나， 이단이거나， 분열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교신앙은 이교도들에게 둥올 돌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라시 

아주의 식으로 말하자면， 정교회란 “모든 세상이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정교적 

이 되는 것”올 바라는 신앙인 것이다.잃) 바로 유라시아 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기반에 대한 현실적인 차별성을 범유라시아적 민족과 문화라는 개념조작을 

통하여 단지 외면함으로써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교회라는 보호막 

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엄) 

보편교회가 형성되는 도정(道程)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장애물은 

다름 아니라 의식적으로 분열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지니는 기독교적 이설 

(異說)- 정교회의 입장에서 규정되는 바대로의 -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에 있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라틴주의 

(JIanIHCTBO)’를 들며， 그 직접적인 산물들로 ‘계몽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동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계몽주의와 

실증주의 그리고 무신론으로부터 발생한 허위종교로 파악되는 것이다. 더구 

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공산주의는 허위적일 뿐만 아니라 

해악적인 신앙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이상을 가장 혹독한 강요의 방법 

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교향악적 인격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의 학설과 

직접적인 연관올 가진다. 즉 유라시아주의적인 문화관은 유럽적인 자유주의 

32) Bep.lVles H. A. , Espa3뼈l뻐 // IψTb， 1925, No. 1. 
33) Espa3HRcTsO (OnblT CHCTeMaTH'leCKOrO H3J10:KeHHJI), C. 19. 
34) 물론， 필자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유라시아 공간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과 종 
족들이 지니는 언어적， 인종학적， 민속학적 공통성과 유관성 및 상보성을 밝히려는 

학문적인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으 

로 검증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음올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작업의 결과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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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다. 유라시아주의적 강령에 

의하면， 개별적인 개인이나 그들 전체가 표현한 의사의 공식적인 표현 - 굳 

이 말하자면， 유럽적 민주주의 - 은 그 어느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대들을 포괄하는 민족의 진실된 이해(利害)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한 진실 

된 이해의 반영이란 문화 속에서만 성취되는 것으로 이 문화와의 관계 속에 

서 개체적인 개인들의 의지와 자유는 외부적 세계속에서 자기실현의 과정을 

거치는 교향악적인 전체의 개인화라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러 

한 유라시아주의적인 주장은 후에 소련의 역사 속에서 밝혀지게 될 뼈아픈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속에는 적잖이 위험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이다.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문화개념 속에서 조화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유 

라시아주의적인 방법은 적어도 소련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결코 실현되기 어 

려운 이상이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하나의 허위 이데올로기의 독점이라는 

현상을 다른 이데올로기로 극복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 의해 진실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정교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여타의 기독교 신앙을 포함하는 

모든 여타의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35) 유라시아주의 

자들은 종교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 유럽적 전통에서 국가의 특권으로 되 

어있는 - 정치적인 기능을 정교신앙에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라 

시아적 이상으로부터 출발한 유라시아적 이데올로기가 현실정치에 대해서 관 

념하는 바를 몇 가지 주요한 개념을 통하여 추적하여 보자. 

(2) 유라시아주의의 정치적 개념 

‘관념 통 치 국가(HneOkpaTHQeCkOe rocynapCTBO)’0\1 대 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지향한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학설에서 정치적 이론의 전 

개를 위하여 모퉁이돌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국가론이었다. 이러 

한 작업은 카르사빈(J1. n. KapCaBHH)36)을 비롯하여 법학자이면서 역사철학의 

35) 5eplVleB H. A. / / nyTb, 1925, No. 1. 
36) 카르사빈의 정치관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 KapcaBHH JI. n., BOCTOκ 3 a.na.o H PYC

CKa.JI HoeJl, npara, 1922; YpoKH OTpe'leHHOR Bepbl / / EBpa.3HitCKHit BpeMeHHHκ 1925, 
KH. 4; OCHOBbI nOJJHTH뼈 / / EBpa. 3HitCKHit BpeMeHHHK, 1927, KH. 5; OTBeT Ha CTaTblO H 

A. 5eplVleBa 0 eBpa3HRl1ax / / nYTb, 1926, No. 2; φeHOMeHOJJOrH~ peBOJJlOl1HH // EBPa.-

3HitCKHit BpeMeHHHK, 1927, KH. 5; UepKoBb, JJH'IHOCTb H rOCYllapCTBO // nyTb,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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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알렉세예프(H. H. A.neKceeBy)37)의 몫이었다. 이들의 주장을 추적하여 

보자. 

유라시아적 문화는 비교회적인 유라시아 세계의 모든 영역의 통일적인 전 

체성을 구현해냉으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출하였다. 그들은 이것 

을 문화가 구현한 인격적 존재의 이차적 형태라고 부른다. 국가는 ‘최소 교 

회’，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속적이며 자의적인 전제정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죄악의 현실이라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가 

죄없는 정결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길이란 없다. 그렇지만 죄악과 회개 

가 순환되는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해 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비활동’이라는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죄와 동 

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가영역이란 기본적으로 힘과 강제의 영역이 

다. 바로 여기에서 소극적으로는 감상적인 이상주의가 대두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정부상태의 출현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화와 민족이 건전 

하면 건전할수록 그 국가는 더 강력한 권력과 강인함으로 특정지워진다는 사 

실을 확신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꾀하였다. 

정신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을 추상화하면서 동시에 유라시아 

주의자들은 사회적 삶의 영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능을 이상화하고 절대화하 

였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국가관에 따르면， 국가는 그 통일성의 성취라는 측 

면에서 볼 때 문화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사회 생활의 모 

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국가의 비대화에 따른 

사회영역의 국가영역으로 함몰이라는 주제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유라시아주 

의자들이 그리고 있는 국가 및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들 

은 결정적인 의미를 국가의 몫으로 할당하였는데， 이때 국가는 그가 포괄하는 

No.9; φ1IJ10C때1IJ1 11 BKn: nO nOBO.ay CTaTbll KO:t<eBIIHKOBa / / Espa3HJI, 1929, No. 20‘ 

37) 알렉세예프의 정치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JleKCeeB H. H., EBpa311AUbl 11 rocy

tlapCTBO / / Espa3HltcKaJl xpoHHKa, 1927, Bbln. 9; Ha nyTJlx K 6YIIYID.elt POCCHH: CoseT

CK쩌 CTpolt H ero no.nHTH'leCKHe S03MO:KHOCTH, nap뼈， 1927; COBeTCKIIA ~etlepaJlll3M 

// Espa3째CKHIt speMeHHHK, KH. 5; Co6CTseHHOCTb H COL(Ha.nH3M: OnblT o60cHosaHHJI 

COL(Ha.nbHO-3KOHOMH'leCKolt nporpa없1bI espa3째CTsa， napll:t<, 1928; EBpa31깨CTBO 11 MapKC-

113M / / Espa3HltcKHIt C60pHHK, npara, 1929, KH. 6; 0 6y.aym.eM rocytlapCTBeHH얘 CTpoe 

POCCIIII // Hos뼈 rpa.a, 1938,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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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 대하여 통제와 계획 그리고 조직화와 과제부과 

동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사회의 최고 지배자라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 부과된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강력 

한 권력을 소유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민중과 긴밀한 관 

련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이념을 민중에게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의가 권력을 ‘민주적 통치층’으로 규정하였을 때， 이 

통치층(npaBjI뻐언 CJlO꺼)은 진정한 민족적 이해와 이념을 반영하는데 적절한 하 

나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민중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민중으로부터 ‘선택 

(oT6op)’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민중성(JleMOTH'lHOCT) 내 

지 인민성 (HapOJlHOCTb)은 대중 인민과 통치층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며， 통치층은 한편으로는 권력구조를 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인텔리겐차를 그 구조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통치층의 민중성과 인민성을 인정하는 자신들의 주장 속에서， 설사 통치층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일 지라도 

결국 그것은 모두 민중의식의 개성화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 이 

민중적 권력은 정권의 이런 저런 대표들에게 던져지는 투표수에 대한 형식적 

다수원칙에 기반 하는 유럽적 민주주의와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러한 유럽적 형식성 (lþopMaJlbHOCTb)이야말로 권력의 민 

중과의 관련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통계적 

및 형식적 다수도 민중의 정신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민중의 정신 

은 동시대인들의 기도(企圖)와， 선시대인들이 실현하거나 실현치 못한 행위들 

그리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가능성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한다. 민중들의 

의지와 이해 그리고 희망을 반영하고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 

로 결합되어진 민중으로부터 ‘선택’된 ‘통치층’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바로 유라시아주의자들이 규정하는 ‘관념통치 국가’인 것이다. 

카르사빈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 [관념통치 국가 - 필자] 안에서 

는 통치층의 유일한 문화적-국가적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힘과 통일성에 연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없이는 국가의 힘과 통일성이 없으며， 또 

한 이러한 국가의 힘과 통일성이 없이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도 없는 것이다"잃) 

38) Kapca뻐H J1. n., OCHOBbI nOJ1HTHKκ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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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충의 선택에 대하여 

민중의 깊은 내부로부터 선택된 통치층은 그 정권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하 

여 불가피하게 인민대중과 자신을 대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대중 

은 자연발생적이며 파괴적인 행위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치층의 과제는 대중의 파괴적 행위들을 봉쇄함으로써 분열된 대중의 정서를 

통합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은 통치층에게 행위의 통일성과 강제력 

에 의한 무조건적인 조정올 요구한다. 통치층의 ‘선택 (OTóopa)’의 독특한 유형 

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그 구성원들을 결합시키는 기초는 세 

계관의 공통성이다. 사실 모든 사회생활과 국가정책의 기초에는 절대의 수준 

으로 고양된， 그래서 비판과 이론(異論)을 허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존재 

한다. 

바로 이점은 이런 형태의 국가 내에 어째서 다당제의 형성을 위한 객관적 

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유럽적 의미의 정당은 

이런 조건에서는 출현할 수 없다. 이상적인 관념통치의 성립은 강력한 정권， 

즉 민중에 근접해 있는 통치층을 요구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선거의 실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조직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 

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회적 조직과 노동단체의 참여는 국가통치에 있어서 이 

들을 국가화(orocy~apcTBneHHe)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논지로 볼 때 우리는 국가 건설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의 주장은 이 

상화하고 변용된 소련의 국가 및 정당 건설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 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볼셰비키 정당 속에서는 공산주의에 의 

해 ‘타락한’ 유라시아적 통치층의 본보기와 민주적 정당의 새로운 유형을 찾 

아내었고， 또한 소비에트 속에서는 통치층에 의해 부과된 운동방향에 따라 대 

중의 무의식적인 경향성을 씻어 내버렬 수 있는 권력의 대의기관의 모범을 

찾아냈다. 이러한 정치적 개념들을 알렉세예프는 트루베츠코이와 함께 발전시 

켰는데， 그는 다민족 국가건설에 대한 소비에트적 모댈이야말로 유라시아 세 

계의 다민족 관계에 대한 개념을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 

다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유라시아주의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유라시아적 

다민족 정치체의 구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정권이 수행 

하고 있는 현실정치의 전개과정을 이상화하였고， 그것은 희망적 사고에 의해 

소비에트 정권에 접근한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 

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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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관계 

1922년 자신들의 첫 논문집을 출간하면서 러시아의 공산주의적 볼셰비즘이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이념과 러시아 의회주의의 싹을 짓밟은데 대하여 맹렬 

한 비판을 가한데 비해， 유라시아주의자들이 1926년 자신들의 운동강령적 성 

격을 띤 “유라시아주의”라는 문서를 준비할 무렵에는 소련 정권의 견고성을 

깨닫고서 러시아적 삶의 조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맹아”가 그 속에 존재하는 

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다. 혁명과 그 격동 그리고 파괴적인 힘 속에서 유 

라시아주의자들은 표트르 대제에게서 시작되어 러시아 제국이 발전되면서 함 

께 성장해 온 러시아에게 강요된 유럽화를 극복해 내는 심오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파괴적인 힘으로 혁명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토 

대를 정지(整地)하였다. 혁명의 정치적 결과는 러시아에서 정권의 풍부화가 

공산주의 정당의 수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 당 

을 조직화되어지고 굳게 결속되었으며 엄격히 훈련된 정치집단으로 평가하였 

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정권이 도래하면서 러시아-유라시아 

의 상황에 통일되기 시작했다.39) 

그러나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당의 권력을 악마적이라고 불렀는 

데， 그것은 이 정권이 무신론을 지향하며 경제의 조직화에 무능했기 때문이 

다. 또한， 강력한 정권은 민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유라시아주의자들 

에게 있어서 민중적 이해란 신(神)관념을 떠나서는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었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일한 통치정당의 역할과 준비된 볼셰비키 

적 구조의 사용의 권리를 자신들이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민족적 합의와 

관련하여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유라시아 경계 내에서의 민족들간의 형 

제관계의 성취라는 테제를 고수하였으나， 그러한 형제관계의 실현을 위한 수 

단으로서는 소비에트연방의 연방주의 체제를 인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주장으 

로 인해 망명지식인들은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적성(*'性)은 약하게 보기도 하 

였고， 때때로 그들을 정교주의적 볼셰비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소련 내에서 형성된 새로운 공산 볼셰비키 통치층은 인민대중으 

로부터 성장하였다. 유일한 ‘이념 지배자(ßne~-npaBßTenbHßua) ’40)에 대한 무조 

건적인 충성이야말로 그들의 성장 조건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성육화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념 지배 

39) EBpa3HhcTBO (φOpM}'JIHpoBKa 1927 r.). C. 4. 
40)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물신적으로 파악하여 “이념-지배자 

(Hne~-rrpaBHTeRbH뻐a)"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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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공산주의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외생적이었다는 사실이 러시아 

민중에게는 재난이었다고 평했다. 상술한 바 있듯이 공산주의는 유럽적 이데 

올로기의 무기고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계몽주의’와 ‘라틴주의’에까지 그 기원 

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볼셰비키는 러시아 정신에 대해 이방적인 이 

이념에 적당한 ‘교리문답(KaTeXH3HC)’의 형태를 부여하였고， 이는 당면한 대중 

의 이해에 부합했던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과거의 구세대 인텔리겐차들 

이 민중에게 이질적이며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유럽적 교의를 전파하고 

서 거만하게 ‘카타콤’으로 사라졌기에 기만당한 민중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 

니는 서방성(西方性)과 무신성(無神性) 그리고 반민중성에 극히 부정적인 입 

장을 지닌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후에 볼셰비즘과 공산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했 

다. 결국 그들은 이 과제의 절대적 필요성 내지 그 위대성을 깨닫기 시작했 

고， 그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볼셰비키가 

공산주의자인 한， 그들이 그 해악적인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부정 

하도록 그들을 강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볼셰비즘은 혁명 전까지 러시아에 존재해 왔던 서구문화 및 그 

모든 형태의 전복자로서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수용된다. 그러나 유라시아주 

의와 볼셰비즘의 문화에 대한 입장의 차별성은 부정할 수 없다. 볼셰비키는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계급적인 원칙을 제시하였고，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민족 

적 원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유사성에 대해서 플 

로롭스키 (r. B. φJ10POBCKHR)는 일 의 적 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볼셰비키 강령이 역사적 삶의 실제적 요구에 대해 얼마나 일치하느냐라 

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사로잡았던 영감의 정확생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부수 

고 다시 창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1) 

얼마 뒤에 트루베츠코이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이런 저런 정치적 형태를 배척했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 

라 혁명시기까지 러시아에서 존재하였고， 현재 서구의 로만-게르만 국가들 

41) φnopOBCK뼈 r. B., 0 naTpHOTH3Me npaBe,llHOM H rpeXOBHOM ν Ho. nyTJlX. YTBepMeHHe 

eBpo.3H.때eB， C.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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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존속하고 있는 모든 문화를 배척하고 이 모든 문화의 근원적인 재 

창조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도 볼셰비즘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유라시아 

주의는 식민제국에 의해 예속화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들의 해방을 요 

구하였다는 점에서도 볼셰비즘과 유사성을 지난다."42l 

신경제정책 (H3n)의 시작과 유럽 부르주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볼 

셰비키의 노력은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불어넣었다. 심지어 유 

럽의 부르주아마저도 볼셰비키적 러시아와 관련을 맺으려 한다는 것은 그들 

이 이것을 범인류애적인 고려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 

과 장기적인 이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판단하였다. 물 

론， 이러한 판단이 러시아가 어떤 강대국에 완전히 예속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위대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그들은 예상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모든 피압 

박 민족들의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 러시아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예기치 못한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적 구세주의의 이념 

은 민족해방과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 

러한 주장은 볼셰비키 현실정책과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과제가 외생 

적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몰아내고 유라시아주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체작업은 이미 준비되어진 볼셰비 

키적 구조， 특히 유일한 통치 정당을 그들이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는 

바， 그 역할올 그들이 수행하기를 원했으며， 소비에트는 인민 대중과 통치층 

의 형식적이며 치장적인 관계의 형태로 이해하려 했다. 이점에서 독재정당에 

의한 소비에트의 유명무실화라는 과정은 유라시아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예견 

된 사실이었다. 

자신들의 정치 강령을 발표하고 난 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무소부재한 능 

력을 행사하면서 시시때때로 비슷한 게임을 공작해 오던 소련의 내무인민위 

원회(뻐BZI)와의 위험한 정치게임의 행로에 나선다. 이 정치게임은 외견적으로 

는 유라시아주의가 소비에트 정권에 대해 공식적인 통로를 가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 덜미를 잡혀 운동이 완 

전히 와해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이 따라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딜레 

42) Tpy6eU I<oA H. c., MhI H .lIpyrHe / / EBpa3HJtcKHJt BpeMeHHHK, KH. 4, BepJlHH, 1925, C. 

76-77. TaI<HM o15pa3얘 때e~ MeCCHOHH3Ma HanOJlHHJlaCb HOBhIM CO.llep*aH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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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그들의 보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공개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것 

인가 사이에서의 갈동 - 에 처하게 된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제 3의 길을 

태하게 된다. 내무인민위원회를 따돌리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 럼 비극적으로 나타났다. 1없5년 프라하가 함락되고 소 

련군이 진주한 직후 유라시아주의운동을 주도한 사비츠키는 체포되어 10년간 

수용생활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12년간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형을 살았다. 

그렇지만， 유라시아 운동의 창시자들을 누르고， 공개적인 친볼셰비키 잡지 ‘예 

브라지야’를 창간했던 운동 좌파의 입장은 훨씬 더 비극적인 것으로 끝이 났 

다. 잡지의 편집인 중 세 명 - 스바토폴크-미르스키， 에프론， 카르사빈 - 은 

루비얀카의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에 

트 정권과 접촉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의 다수가 목숨으로 그 환상에 대한 값 

올 치렀다. 소비에트 정권과 관련을 맺올 수는 있었지만， 그 관계는 유라시아 

주의자들이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갱) 

4.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주의운동은 비극적인 막을 내렸다. 상술한 유라시아주 

의 운동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장은 운동의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유라시아주의가 세계관적인 구조와 자신 

의 철학적 기원올 가진 이론적 개념으로 출발했으면서도 그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화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했던 현실 이데올로기로 변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았다. 

1921년 ‘동으로의 출발’이 출간되었을 때에 이미 러시아 망명 지식인들 사 

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유라시아주의를 둘러싼 10여 년 

의 출판활동을 통한 개념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은 문서들을 

통해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26년 유라시아주의자들 

의 강령적 문서 ‘유라시아주의’가 출판되면서 논쟁의 열기가 높아진 것은 사 

실이다. 특히， 1931년에 유라시아주의 10년 기념논문집 ‘30년대’의 출판은 유 

라시아 논쟁은 유라시아주의의 이념적인 잠재성을 약화시키고， 논쟁의 영역을 

사회-정치적인 분야로부터 한층 더 구체적인 정당-정치적인 부문으로 이전시 

43) MHp POCCHH - ESpaJHJI: AHT0J10rHJI, M., B잉cm. mK., 1995, C. 16-17. 



278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켰다.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은 ‘베히 (BeXH) ’ 

논쟁에서 격렬한 이견과 차이점을 보이던 학자들， 예를 들면 베르자예프(H. A. 

5epWleB) , 밀류코프(n. H. MHJJlOKOB), 키 제 베 테 르(A. A. KH3eBeTTep) , 게 센 (C. H. 

recceH), 스테푼(φ. A. CTenYH), 페도토프(r. n. φellOTOB) 등의 지식인들을 반유 

라시아적 공감대로 연합시켰다는 것이다.45) 또한，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분열 

이후에 반유라시아주의 진영에는 플로롭스키나 비찔리 같은 유라시아주의의 

이론가들도 합류하였다. 우리는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유라시아 

주의에 대해 당시 지식인들이 벌였던 논쟁의 쟁점 속에서 재구성 해보도록 

해보자.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질문 중에서 사장 근본적인 것은 러시아의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비찔리 

의 글 “유라시아주의의 두 얼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6) 비찔리 

의 문제제기는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그가 

유라시아주의자가 아니면서도 그들의 첫 출판에 기고한 학자로서， 또한 당시 

의 유능한 문화사학자로서 그가 제기한 주장은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이론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려 

하여야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비찔리는 유라시아주의의 ‘첫 번째 얼굴’을 유라시아로서 러시아가 지니는 

다민족체의 발생지로서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에서 찾았다. 이 작업을 통하여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이 지니는 기원과 의미를 적절 

히 밝힐 수 있었다. 영국 민족과 문화가 형성된 이후에 해외의 영토를 모아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그래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피지배민들을 융합시킬 수 없었던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의 국가 

성의 발전은 러시아 민족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 민족의 형성과정에서 좀 더 유동적이며 활발한 인종이었던 대러시아 

44) 유라시아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로는 사비츠키의 다음 글을 참고 CaB뻐 

I<Hl! n. H. , B 6opb6e 3a eBpa3Hl!CTBO // TpHl1uaTble rop.κ YTBep*l1eHHe eBpa3HitueB, 
KH. 7, 1931. 

45. ‘베히(향방표식)’ 논쟁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을 참고.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정체: 
1909년 〈향방표식〉 논쟁을 중심으로 이인호 (저)， 러시아 지성사 연구， 지식산업 

사， 1985. 
46) DHI.\HJIJIH n. M. , DBa J1HI<a eBpa3Hl!CTsa // CBpeMeHHble 3anHCKH, napH:I<, 1927, 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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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게 그 이니셔티브가 귀속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 

지 는 않았지 만， 개 척 자-민족(Hapon-nepBonpoxoneu)으로서 의 많은 활동들을 하 

면서 형성된 바로 이 인민성의 인종적 특성들 - 보편성 (oõ~eqeROBeqHOCTb)이 

라든가， 광활성 (WHPOI<OCTb) 그리고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쉬운 거만 

성의 부재 등과 같은 특성들 - 은 러시아 종족성의 강점과 더불어 약점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민족’은 그 인종적 기반 - 대러시아적 인 

종성 - 보다 공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광대하고 다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찔리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바르게 파악한 부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유라시아는 그 속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공동의 집이며 

단일한 공간이다. 그것은 결코 분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떠한 분할도 살아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러시아 

적 영토와 종족들의 연방이라는 개념으로 ‘러시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발생 

지로서의 유라시아’라는 이념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유일하고 나될 수 없는 

러시아’라는 개념에 도전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비찔리 

는 주장한다. 문제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전혀 이상한 쪽으 

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유라시아주의의 ‘유혹적 내지는 혐오적’인 

두 번째 얼굴이 등장한다.깎) 유라시아주의자들을 굴복시킨 ‘유혹’이란 다름 아 

니라 그들이 정권을 추구하거나 볼셰비키로부터 러시아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통치정당을 자신들의 유일적인 정교회-유라시아 정당으로 대 

체함으로써 그 정권의 구비된 구조를 사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정 

교회-유라시아 정당에 의한 독재의 용인은 도리어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상정 

한 단일한 발생지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비찔리는 지적한다.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에 직면하여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지향한 방향은 볼셰비키적 전통 

의 급진적인 파괴와 재건설의 과업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더구 

나， 그 과엽의 기구를 유라시아주의적 이념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 

없는 목표였다. 하지만 유라시아주의의 두 얼굴은 그 운동 스스로를 궤멸시 

킬 유혹 속으로 빠뜨렸던 것이다. 

한편， 베르자예프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평가도 그 비판적 검토에서 빠뜨 

릴 수 없는 대상이다.얘) 러시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 뛰어난 통찰 

47) TaM lI<e. 

48) 베르자예프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 5ep1l5l eB H. A., EBpa3때l뻐 

// lTyTι 1925, No. 1; YTon때eC I<HR 3TaTH3M eBpa3HRueB: “EBpa3HRcTBO. OnWT CHCTe

MaTH'IeC I<Oro H3JlOll<eHH.SI" // lTyTb, 1927,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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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올 보여주었지만 다분히 감성적이고 열광적인 젊은 학자군 유라시아주의자 

들의 업적으로 베르자예프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혁명적 (nopeBOJIIOl.\ßOHH뼈)’ 

이념사조를 형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이 세 

계적 위기의 징후였으며， 유럽이 문화독점주의를 지양할 것이며， 아시아 민족 

들이 세계사의 격류 속에 휘말릴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파악하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대대적 변동들은 모두 역사적 드라마가 연출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에게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같은 심각한 위기의 세계적 특성은 정확히 

이해했으나， 역사가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이 

위기가 ‘신역사의 종말(KOHeu HOBOR ßCTOPßß)’과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보편성의 세기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베르자예프는 이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 동양 

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 유형들이 상호 침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모든 보편주의를 반대하 

거나 유럽으로부터 격리된 민족주의자들로 남아있기를 고집함으로써 도리어 

위대한 두 세계 동양과 서양을 걸쳐 있는 러시아 내에서 전세계의 역사적 두 

흐름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결과적으로는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 

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베르자예프가 유라시아주의에 있어서 가장 해악적인 결과를 가져오 

는 ‘유혹’은 바로 그 볼셰비즘이나 파시즘의 형태를 띤 국가주의에 있다는 사 

실을 꼽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의화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유라 

시아적 ‘이념-지배자(때e~-npaBßTenbHßua) ’ 개념으로 대체하려고 하면서， 유라 

시아주의자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지한 국가적 전체주의를 강화하려하였다. 하 

지만 베르자예프의 지적대로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이러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용은 교회로 하여금 ‘맘몬의 왕국’은 아니지만， ‘케사르의 왕국’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적 교의에 의하여 강화되어진 전체주의적 

관념통치국가는 모든 수준에서의 생활영역과 문화의 조직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영역까지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러시아적인 파시즘으로 발전될 수 있 

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베르자예프의 경고는 오늘날 러시아 위기 상황 속에 

서 심심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적 개발독재론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아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독 

교적 교의로 무장된 전체주의를 자신의 새로운 국가성의 핵심으로 표방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고전 유라시아주의시기로부터 현대의 신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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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을 가한 것은 역시 유라시아주의의 

기초자중의 한 사람이었던 플로롭스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49) 다른 유라시아 

주의자들처럼 플로롭스키는 러시아의 불멸성을 신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러시아는) 무분별과 무례함속에서 난폭한 취기(解氣)와 적의(敵意) 속 

에서， 침묵의 반항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변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살아간다. 악마적 가면무도회의 혐오적 가면 뒤에 창조적인 러시아가 존 

재하고 있으며， 가을의 시험이 준 고난을 통과한다. 러시아에게는 우리의 사 

랑 - 동정의 사랑과 반항의 사랑 그래서 배가되고 강인한 그런 사랑 - 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 "50) 바로 이런 배가된 사랑이 그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러시아에 대해 지니는 관계에 대한 비판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주 

장을 인정하지만， 플로롭스키는 운동의 다른 이념가들과는 달리 그것을 역사 

과정의 진실성에 대한 확증이며 그 숭인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역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역사의 의미에 깊은 천착을 하지 못한 운동의 이 

념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이러한 작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나간 사건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참으로 적으며 

부족하다. 사건이란 ‘망각의 심연’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며， 바로 여기에 그 ‘의 

미’가 있는 것이다.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키메라적인 

형상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51) 

플로롭스키에 따르면，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죄악의 역사의 가능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유럽적 환영(幻影)에 대항하리라는 그들의 

맹세와는 반대로 현실적인 것의 합리성과 합리적인 것의 현실성에 관한 저 

악명 높은 순환적인 ‘뱀의 모순’에 미혹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역사의 불가타 

락성(不可뿔落性)올 신성하게 믿었으며， 역사의 전개를 현실성의 최종적인 증 

거로서 인정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심판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플로롭스키의 입장은 볼셰비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은 허위적이고 악마적인， 

그렇지만 거대한 공산주의 교의 속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는 신염에 근거한다. 

그에 따르면，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볼셰비즘의 해악을 극복하고 현실을 이성적 

49) φ.II0pOSCK때 r. B. , ESpa3뼈CK때 C06.11a3H / / COSpeMeHHble 3 a.nHCK.κ napHlI<, 1928, No 
34 

50) TaM lI<e, C. 313. 
51) TaM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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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사적인 변동에 견주어 불 수 있는 진실된 관 

념-통치자를 대립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유라시 

아주의자들은 정교신앙적 유라시아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를 대체하여 

러시아를 그 올바른 발전도정에 올려놓으리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만족시켰 

던 것이다. 플로롭스키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이러한 환상을 폭로하였다. 유 

라시아주의자들에 의해 공산주의와 치환이 가능하다고 믿어졌던 정교회적 유 

라시아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또한 공산주의처럼 키메라적인 산물이었으며， 결 

국 러시아를 망각의 심연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유라시아 

주의는 그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또한 대답하지 

도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허약성으로 인해 산산이 흩어진 하나의 ‘유 

혹’으로 그렇게 전락해 갔던 것이다. 

그렇지만， 유라시아주의 운동의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플 

로롭스키가 지적하고 있는 유라시아주의의 진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 

요할 것 같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역사적인 의미는 그들이 최초로 ‘창조의 

시기에 제기된 살아있고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알아들은 사람들이란 

사실 이 다. 플로롭스키 는 그의 비 판을 다음과 같은 문구로 결론을 내 렸다. “(그 

들의) 질문은 옳았지만， 해답은 그릇된 것이었다. 문제는 옳았지만， 해결은 그 

릇되었다."52) 그들의 해답은 역사의 문서고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들이 제기 

한 문제는 남아있다. 그 해답을 찾는 문제는 오늘을 사는 러시아 유라시아인 

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해답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 

다. 문제는 역사가 동의할 바른 해답과 해결에 대한 보장이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고전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급한 대답에 대한 유혹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남겨진 과제로서 유라시아주의적인 문제를 소련시 

기에 계속하여 탐구하여 온 석학 구밀료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도 파악해 

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구밀료프야말로 고전 유라시아주의와 오늘날 새롭 

게 부홍하고있는 신유라시아주의의 가교(架橋)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52) TaM :t<e, C.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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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련시기 유라시아주의의 듬불 
- 레프 구밀료프(JI. H. r }'KHJleø) 

운동으로서의 유라시아주의는 이와 같이 소멸하여 갔지만， 그 사상은 남아 

서 새로운 토양 속에서 그 발전의 가능성을 키워갔다. 특히， 오늘날 러시아의 

학계를 풍미하고 있는 ‘최후의 유라시아주의자’ 구밀료프의 사상에 대한 관심 

은 오늘날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역동적이며 중대한 정치-역사과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12년 페테르부르그의 ‘짜르의 마을(UapCKoe CeJlo)’에서 

출생한 구밀료프는 그의 사상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핍박 

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의 생활과 그 이후 

스랩지역의 유랑생활을 통하여 역사학， 민속학， 문화학， 인류학， 지리학， 인종 

학， 언어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연구에 

정신적인 자극을 준 유라시아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구밀료프는 유라시아주 

의적 개념을 자신의 전 생애와 학문적 연구의 전 영역을 꿰뚫는 테제로 삼아 

소비에트학계의 야인으로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구밀료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개념은 ‘영토’ ‘독자적인 다인종 민족체’ 그리고 ‘새로운 러시 

아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개념에 구밀료프는 유라시아주의자들 

의 개념적 작업을 가일층 발전시킨 자신의 독창적 업적을 더하였다. 

유라시아주의자들 - 특히 사비츠키 - 은 러시아의 영토를 “다른 어떤 곳 

에도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이면서 지리적인 개체성”이란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빌료프는 이러한 사비츠키의 개념을 특정 인종에게 항상 주어 

지는， 그렇지만 상이한 “양육 지형 (KOPM.sI뻐A J1aHJlIIIaIþT )"과 “수용(收容) 지형 

(BMemalO뻐까 J1aHJlIIIaIþT )"에 대한 학설로써 발전시켰다. 가령 러시아인종에게는 

이 것 이 하천 골짜기 (petIHhle .llOJlßHhI)였고 위 그르-핀족에 게 는 하수(河水)로 분 

열된 공간이었으며， 터어키 및 몽고족에게는 스템지대였다. “삼림과 스랩이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삼림족과 스랩족이 서로 투쟁하여 왔다 

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인종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 

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랩족들은 삼림의 물자를， 삼림족 

들은 스랩의 물자를 펼요로 하기 때문이다."53) 이처럼 구밀료프의 모든 연구 

들은 이 양자의 공생이 겪어온 변전(變轉)의 불가피성 및 자연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53) ry뻐J1es J1. H. , PHT뻐 Espa3뻐 / / Ha/JI COBpeMeHHHK, 1992, No. 10, c. 4. 



284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사비츠키가 구밀료프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물론， 당신이 옳습니다. ‘다양한 천혜성(天惠性)의 혼합(cotleTaHHe 

pa3HOO따peHHR) ’， 혹은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둘 혹은 그 이상의 지형의 혼합 

은 발전을 강화시키고 가속화시컵니다. 이러한 당신의 사고에는 내 사고에 대 

한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베르나드스키의 사고와도 모순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1920-30년대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天惠性의 혼합’이 역 

사적인 발전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 당신은 
실로 정교하게 이 ‘다양한 天惠性의 혼합’이 인종적 기원에 대해 지니는 의미 

를 밝혀내었습니다 "54) 물론， 사비츠키에게는 ‘수용 지형 (BMema~mHR RaHnma~T) ’ 

이란 구밀료프의 용어를 맘에 들지 않아 했고， 그 대신 ‘발생지 (MeCTopa3BH

깨e)’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는데， 그 이유는 발생지라는 용어가 지니는 역동성 

에 대한 애착과 독일용어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닮) 구밀료프가 최근의 자신의 한 논문56)에서 이 용어를 수용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사비츠키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역사적 및 방법론적인 결론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구밀료프는 “인종기원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 곧 열정성 (naCCHOHapHOCTb)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57) 그렇지만 그것은 당 

연한 일이었다. 유라시아주의적 원칙이 역사와 지리 그리고 지정학의 종합으 

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구밀료프의 학셜은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결론올 기반 

하고 있지만 역사와 지리 그리고 자연과학의 종합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 

다. 구밀료프에 따르면 바로 이 열정의 충동력이 유라시아의 리듬과 역사의 

상이한 시기의 힘들에 대한 지배 그리고 하나의 전체로서 유라시아의 형성과 

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하나의 전체는 나머지 다른 세계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라시 

아주의가 기원하고 있는 일반 방법론적인 전제는 바로 다중심주의 (nORHl.\eHT

pH3M)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밀료프가 이야기하는 유라시아는 저명한 

영국의 지정학계의 거장 매킨더 (x. MaKKHH.Ilep; 1861-1947)58)가 말하고 있는 것 

54) nHCbMa n. H. CaBHl.\KOrO 1\. H. r }'MHJIeBy / / r }'MHJIeB 1\. H. , PHTMbI EBpa3HH: 3nOXH H 

l!HBH.RH3al!HH, M., 1993. [H3 nHCbμa 1 JlHBapJl 1957 r.] 
55) TaM )((e. [H3 nHCbMa 17 .lleKaf5pJl 1965 r .1 
56) r }'MHJIeB 1\. H., 1992, c. 3. 
57) Hall1 COBpeMeHHHK, 1991, No. 1, c. 132. 
58) 매킨더 (Halford Mackinder)의 지정학적 이론에 대하여는 그의 다음 논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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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 (heart-l때d)으로서의 어떤 신화적 중심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심들 중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권역을 의미한다. “유라 

시아주의적인 다중심주의는 중심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올 상정한다. 유 

럽이 세계의 중심이듯이， 팔레스틴도 이베리아도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59) 유 

라시아주의자들이 인종의 독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싸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코 협소한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트루베츠코이는 “인 

간이 이기적인 심리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상정 

하며， 따라서 이 인간이 속하는 모든 자연스런 집단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가 

장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하였다. 구밀료프는 이에 더하여 “자신 

의 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모든 ‘간(間)민족적 단체 (Me)[(

HaUHOHaJ\bH뼈 J1HK)’ 즉 초민족(cynep3THOC)에 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임을 지 

적하였다.6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트루베츠쿄이는 인류 보편적인 문화 -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 란 불가능함을 확언하였다. 구밀료프가 

생의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1992년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최소한 때년 정도 유럽에 비해 젊다는 점올 감안할 때， 우리는 

유럽적 경험을 배우지 못하였고， 따라서 유럽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되어있는 

풍요와 윤리를 따라 잡기는 어렵다. 우리의 연령과 열정성 (naCCHOHapHOCTb) 

의 수준은 전혀 상이한 행동의 명령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것 

이 애당초 남의 것을 부정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타자의 경험 

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는 사 

실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61) 

구밀료프가 그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유라시아주의에 도달하게 된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러시아의 진로 그리고 여타의 민족들과 함께 러시아인들이 

걸어온 독특한 - 하지만 고립된 것은 아닌 - 길에 대한 깊은 인식은 그의 

운명으로 하여금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그렇지만 창조적인 그래서 결국 행복 

했던 이 길로 뛰어들게 하였다. 구밀료프가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 것 

은 타타르-몽고지배와 고래의 유목민족과의 불화에 관한 유럽 중심적인 관념 

에 반대하여 터어키-몽고 역사의 독특성을 변호하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 

“Geographuca1 Pivot of History", Geograpmcal Journal, No. 2, 1904. 
59) COUHJIM, 1992, No. 9, c. 81. 
60) Hßme HßCJ1eI1He, 1991, No. 3, c. 21. 
61) r }'MIIJleB JI. H., OT FψCH K POCCHH, JI. , 1992, c.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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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30년대 타지키스탄에서 방역정찰대로서 일하면서 유목민족들과의 접 

촉을 시작한 이후에 러시아가 이웃하고 있는 민족들의 본질과 그들과의 사이 

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학문적인 작업의 주제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 특히，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기 원하며 또한 타종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유 

목민 생활의 공생양식에 대한 인상은 그의 인종학적 문화연구에 있어서 중요 

한 기 초로 자리 잡는다.62) 

사실 유라시아주의자들과 구밀료프에 의한 몽고 및 유목민족에 대한 연구 

는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50년대까지 

구밀료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저작도 레닌그라드나 수용소에 도 

달될 수 없었기에 그도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저작을 읽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는 거의 유사하였다. 30년대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비츠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루시는 12-4세기 사이에 무고 

자르로부터 서쪽[루시의 영토 - 역자]으로 함락된， 과거 몽고인들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타타르-몽고족의 소귀족들과 공후들이 그 친족들과 가속들을 이 

끌고 러시아에 봉사하게 되는 과정은 14세기와 그 이후에 계속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러시아 국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대러 

시아족의 귀족연합체는 30-40% 혹은 그 이상이 이러한 소귀족과 공후 및 그 
가속들로 구성되었다 "63) 이에 관하여 또 다른 유라시아주의자 트루베츠코이 

는 그의 저 술 “HaCJIe.llHe 4HHrHcxaHa" (1925)에 서 러 시 아-유라시 아의 국가성 의 

건설은 러시아인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으며， 칭기즈칸 제국에 까지 기원을 가지는 유산이 수행하 

였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비츠키의 주장은 구밀료프가 연 

구한 모스크바공국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저술의 결론과 일치하고 있다.없) 이 

와 같은 구밀료프의 주장은 현재 러시아의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밀료프는 “어떤 한 민족에게 영구히 소속된 땅이나 영토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인종이 지니는 영토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제한되 

어 있고， 그 시기를 지나면 그것은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많) 결국， 러시 

62) H3BeCTHJI, 13 anpeJUI 1988 r. 

63) CM.: nHCbMO n. CaSHI.IKOrO 2-3 anpeJUI 1964 r., UHT. no C. B. J1asposy, π H. rYMHJleS 

H Espa3HlIcTsO // PHTMbI EBpa3HH: 3DOXH H I<HBHJ/H3aI<HJI, M., 3Konpoc, 1993, C. 7-19 
64) 모스크바공국의 성장에 관한 구밀료프의 인종사적 연구를 종합하여 출간된 저작으 
로는 다음을 참고 OT pyCH 110 poCCHH: O'lepKH 3THH'leCKOfl HCTOpHH, M. , TaHaHC llH

llH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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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라시아에서 형성된 국가성이란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에게 배타적으로 속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 

되었다는 사실은 이 유라시아라는 사회-문화적 공간 내에서 형성된 공동의 

기반 그것은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라시아 문화’라고 불렀다 위에 형 

성된 것이며， 이는 ‘다인종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다. 

구밀료프의 생애에서 유라시아주의자 사비츠키와의 접촉은 그에게 고전 유 

라시아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사비츠키가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구밀료프와 만날 기회는 없었다.66) 하지만 이들은 레닌그라드 종합대학의 저 

명한 언어학자 구롭스키 (M. ryKOBCKH꺼) 교수의 도움으로 간접적인 만남을 가 

질 수 있었고， 편지를 통한 이들의 친분은 독자적인 구밀료프의 세계가 고전 

유라시아주의와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67)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간 

난의 세월을 보낸 구밀료프는 사비츠키의 처지를 잘 이해했고， 특히 자신의 

신념에 따른 자기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들로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 

다. 정 치 적 으로는 양자 모두 국가주의 자들(rocy~apcTBeHHHKH)로서 그 삶의 경 

험을 통하여 러시아와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획득한 사람들이었다.68) 

서구에서 마지막 유라시아주의자로 남아 있던 사비츠키와 베르나드스키는 

구밀료프의 저술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의 개념적인 업적에 대해 높이 평 

가했다. 그리고 서신과 연구에 대한 평을 보내기도 하였다，69) 사실， 사비츠키 

65) COI03 , 1991, No. 18. 
66) 이들이 모스크바 수용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하 

여 는 Col5oJleB A. B., nOJllOca eBpa3HlIcTBa // HOBblll MHp, 1992, No. 1올 참고. 

67) CM.: nHC뻐。1< JI. r )'MHJleBy, 11 anpeJlll 1965 r., UHT. no C. E. JIaBpoBy, JI. H. r )'MHJleB 

H EBpa3HlIcTBO // PHTMbI EBpa3HH: 3nOXH H UHBHJ1H3aUHJl, M., 3Konpoc, 1993, C. 7-19. 
68) 1927년 트루베츠코이는 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국가적인 의지가 현재 소련의 모든 부분들을 몰아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지니는 공통점이야말로 강력한 통합의 요소로 기능할 것이 

다 그 활동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볼 때， 트루베츠코이의 이와 같은 언급은 유 

라시아주의자들이 지니는 국가주의자들로서의 감각이 볼셰비키 러시아에서 진행되 

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 관찰력과 직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놀랄만하 

게 보여 준다 CM.: EBpa3H1lcKaJl xpoHHKa, Bbln. 7, napH:IC, 1927. 
69) 사비츠키는 서신을 통해 구밀료프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당신의 위대 

한 업적은 학문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에 대한 연구를 그토록 광범위하고 정학 

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식견은 당신 이전에 아 

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르나드스키는 사비츠키의 편지 

를 통하여 구밀료프가 쓴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을 보냈다. “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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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판운동을 벌이는 동안， 또한 베르나드스키가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연구 

하면서 저술활동을 벌이는 동안 구밀료프는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세 번의 짧지 않은 수감생활과 그의 저술에 대한 금서조치 둥은 그의 연구를 

힘든 작업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감시하에 놓여진 그의 연구활동은 구밀 

료프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하였고， 그 

는 역사적인 작업에 깊이 몰두하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국가의 쇠망이라는 현실에 대하여 깊 

이 고민하였으며， 그러한 고민들의 축적이 표현된 것은 ‘루시로부터 러시아로’ 

의 마지막 절에 나타난 자신의 견해에서였다. 그것은 위대한 학자로서 구밀료 

프가 남긴 유언이기도 했다. 그의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BIlITb ca뻐뻐 coõoß)" 

는 요청은 이미 고전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모토이기도 했다. 1990년 트루베츠 

코이의 선집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구밀료프는 “그가 인간으로서， 또한 인종 

(3THOC)으로서 삶의 목적으로 자의식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 사 

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었다. 하 

지만， 그 말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델피의 신전에 쓰여진 구절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러시아 민족이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자 

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경주한 노력은 영속적인 것이며 당위적인 것이라는 

그의 숨겨진 주장은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정치를 염두고 두고 생각해 볼 때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언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밀료프는 ‘러시아’70) 

의 이데올로기를 직설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고전 유라시아주의의 종말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 

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유라시아주의가 이데올로기로 

서 현실정치에 관여되는데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도리어 그가 

바랐던 유라시아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은 정서적이며 간접적인 영향 

력을 지니는 그렇지만 좀 더 깊은 사상을 내포하는 민족적 자의식으로서 획 

료프가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새로운 가능 

성을 인문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평면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1966) CM.: nHCbμo n. CaBHUKoro 30 뻐IUI 1963 r. , 1씨T. no C. B. 끼aBpoBY， JJ. H. 

ryMHJleB H EBpa3뼈CTBO / / PHTMbI EBp43HH: 3nOXH H l!HBHJ1H34l!HJI, M., 3Konpoc, 1993, 

C. 7-19. 
70) 구밀료프는 그의 저작 “루시로부터 러시아로”에서 인종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었던 루시와는 달리 러시아는 인종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초민족(cynep3THOC)’의 

개념올 통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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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브로프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구밀료프의 이러한 방법과 숨은 의도에 대 

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구밀료프의 방법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 

그의 저서 ‘루시로부터 러시아로’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오래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책의 여기저기에서는 문득 오늘의 언어가 들려온 

다. 거친 불일치나 인기주의가 아니다. 구밀료프에게 있어서 그것은 언제나 

합당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고 조직적으로 구술된다."71) 결국， 구밀료프는 유라 

시아적 이데올로기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현실적인 정치와 

연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밀료프의 후학들은 고전유라 

시아주의의 사상적 후계자로서 그의 사상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적 측면에 대해서 구밀료프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입장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격리될 수 없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이상， 유라시아주의와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실천의 문제와 결부될 것이 

고， 이 때 실천의 방향성올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질문은 매우 논쟁적이며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러시아 정치계와 학 

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유라시아주의 논쟁은 그 기원으로부터 논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 유라시아주의의 두 측면 

본래 모든 역사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사상과 실 

천’의 문제이다. 사상과 실천은 인간의 집단적인 삶의 양식으로서의 정치를 

규정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만일 역사가 발전한다면 그것은 이 두 측면이 시공을 통하여 역어내는 

변증법적인 과정의 외화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 

리는 지금까지 운동으로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논의를 사상의 측면과 실천 

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해 봄으로써 유라시아주의의 역동성의 내부적인 

요인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우선 유라시아주의가 지니는 세계관적 측면은 역사적 현상으로서 ‘러시아’ 

71) J1aBpoB C. 5., 3aBem.aHHe BeJlHI<OrO eBpa3.깨ua ν OT pyCH K POCCHH, 1.1., 3I<OllPOC , 

1992, 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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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니는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러시아 사상의 전통적인 문 

제의식을 계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에서 유라시아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적 조망으로 러시아의 역사와 민족적 자의식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주의는 다중심주의적 내지는 모자아크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하나의 중심으로서 유라시아 세계를 상정하고， 그 행위자 

로서 유라시아 민족 내지는 초민족을 내세워 이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발전의 

경로를 옹호하였다. 유라시아주의의 이러한 세계관적 측면은 유라시아주의의 

‘러시아적 이념 (pOCCHßCKa~ H~e~)’으로서의 기능을 확증해 주는 면모이다. 

하지만 유라시아주의가 지니는 현실적인 측면은 러시아 민족의 발전과 그 

전략이라는 실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유라시아주의는 그 이념의 

정치적인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러시아적 국가성 (pOCCH때CKa~ 

rocy~apcTBeHHOCTb)’의 구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유라시아주의에 의하면， 

러시아 국가성은 유럽의 그것과 달리 ‘관념통치’를 수행하는 ‘이념 통치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국가성의 배후에는 정교신앙적 

유라시아주의라는 최고의 이념에 의해 통제되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로 묘사 

될 수 있는 실천의지가 놓여있는 것이며 바로 이점으로 인하여 유라시아주의 

자들은 볼셰비키적 방법에 의한 지배에 대해 유라시아주의적전략과의 친화성 

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라시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두 측면은 사회-철학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유라시아주의가 그다지 길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 정치화되어지면서 

결국 자신의 행동 강령을 갖춘 정치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유라시아주의 자체의 변화과정 또한 유라시아 

주의에 내재된 이중성， 내지 다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러시아-유라시아’라는 독자적인 지 

정학적 공간을 상정하면서 이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공간이 지니는 독특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이념적 정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이념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유라시아라는 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그 

내적인 다양성과 영토적 광활성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이 유라시아주의가 지 

향하는 바는 강력한 국가성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이념의 구현은 

폭력적 수단을 독점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존재 하에서만 가능한 것 

이다찌 따라서 유라시아주의는 목표지향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념적인 측면과 

72) 이러한 국가는 절대주의 시기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근대 말기에 완성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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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 구현수단에서 나타나는 현실 정치적 측면을 내포하는 이념으로서， 

1920년대 러시아 이주민에 의한 역사적 운동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는 사상체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식 

의 현실적 적실성은 도리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식적인 국가 이데올로 

기로서 사라져 버린 구소련의 공간 속에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쟁 

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또다른 자기구현의 방법올 모색해 가고 있는 신유라시 

아주의 논쟁73)의 뜨거움 속에서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는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개념으로 잘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라시아 

주의의 본질과 한계는 근대민족국가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견해로 

는 서구적 이염형을 지니는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넘어서는 독특성올 구현하려 

는 유라시아주의적 정치체제는 결국 폭력성의 독점이라는 전형적인 국민국가적 성 

격을 우회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유라시아주의의 정치적 전략이 결국 독특한가 

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논의되는 유라시아주의 논 

의도 결국 베르자예프가 지적했던 ‘이상주의적 국가주의자’라는 규정이나 비찔리가 

지적한 ‘유라시아주의의 두 얼굴’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다. 

73) 신유라시아주의 논쟁에 관하여는 다음의 졸고를 참고: 신범식， “현대 러시아의 정 
치과정에 나타난 ‘서양과 동양’의 문제러시아에 있어서 동과 서의 문제~， 1997 
년 11월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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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IO .. е 

Евразий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е о двух аспектах 

классического евразийства 

СИН Бом СИК 

это идейное течение внутри русской эмигрантской интел-

лигенции, пережившей разочар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поражение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чаяний в революции 1905 г., эйфорию надежды, связанной с Февральской ре

волюцией, трагедию, вызванную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ой, обвал большевистско

го переворота, крушение не только идеалов, но и самих YCloeB Россин, го

речь изгнания или добровольной эмиграции. Евразийство заявило о себе вы 

пуском сборника, сразу обратившего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необычностью пущен 

наго в обиход понятия, нетрадиционным анализом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облем. Сбор

ник назывался "Исход к Востоку. Предчувствия и свершения. Утверждение ев 

разийцев"; вышел в Софии в августе 1921 г., включил вступление и десять 

статей четырех авторов экономиста П. Н. Савицкого, возглавившего новое 

дви:t::ение, в ПРОШ!IQМ одного ИЗ Л'у·чших учеников п. Б. Струве, ИСКУСl воведа, 

П. П. Сувчинского, философа Г. В. Флоровского, вскоре принывшего священство 

и ставшего видным богословом, блестящего лингвоста и этнографа Н. С. Тру 

бецкого. Эти авторы и стояли у истоков евразийства как движения и как 

особой концепции о месте Россин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идеи которой 

оказали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мысли русского 

зарубежья. ИХ начинание J1ривело как МНОГОЧИС1€ННЫХ стороникав и сочувст

вующих _. Г. В. Вернадский, Л. п. Карсавин, Н. Н. Алексеев, С. Л. ФРДНI<. П. М. 

Бицилли и др., так и оппонентов - П. Н. Милюков. Н. А. Бердяев, А. А. Киз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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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p H IIp. 

nHTaTeRbHoA noqBoA eBpa3HAcTBa 6~a aTMOC~epa KaTaCTpO~HqeCKOrO MHpO 

om.ym.eHHjj H KpH3HCa. EBpa3HAl.\bI Bblpa)i(aRH HaCTpOeHHe ToA qaCTH 3MHrpal.\HH, 
KOTOpajj nOHjjRa, qTO K npOmROMY B03BpaTa HeT, qTO pyccKajj peBOÆOl.\Hjj eCTb 

npO l.\eCC - “ 3HaK" He TORbKO KOH l.\a cTapoA, HO H pO)i(lleHHjj HOBOA POCCHH. 

PeCTaBpaTopCKHM H~3HjjM CTapmerO nOKOReHHjj pyccKoA 3MHrpal.\HH, CqHTaBme

ro , qTO HCTOpHjj OCTaHOBHRaCb B 1917 r. , eBpa3HA l.\bI npOTHBonOCTaBHRH npH 

3HaHHe ~aKTa COBepmHBmeAcjj peBORIDl.\HH H CTaBmeA COBeTCKoA BRaCTH BO rRa

Be C 60RbmeBHCTCKOA napTHeA. 

OllHaKO, HeCMOTpjj Ha 6ypHoro H311aTeRbCKYID llejjTeRbHOCTb, nponaraHllHCKO 

nORHTHqeCKYID aKTHBHOCTb H onpelleReHHbIe ycnexH Ha 3TOM nonpHm.e , llaHHoe 

llBH)i(eHHe y*e K KOH l.\y 20-x rOllOB BCTynHRO B ~a3y KpH3Hca H paKORa. B03HHK 

HyB KaK COl.\H~bHO-빼ROCO~CKoe HanpaBReHHe, eBpa31깨CTBO B KOH l.\e CBoero 

HellORroro HCTOpHqeCKOrO nyTH nORHTH3HpOBaROCb HaCTORbKO, qTO CTaRO BOC

npHHHMaTbCjj KaK nORHTHqeCKOe llBH)i(eHHe CO cBoeA nporpaMMoA. CRellOBaTeRbHO 

OT eBpa3HAcTBa OTomRH n. M. DH l.\HRRH, r. B. φROpOBCKHA ， BbIcTynHBmHA B 1928 

r. C caMOKpHTHqHOA CTaTbeA “EBpa3H까CKHA c06Ra3H". BIαOll H3 llBH)i(eHHjj n. M. 

DHl.\HRRH, r. B. φROpOBCKoro - Tex, KOMY eBpa3HAcTBO 6~0 06jj3aHO pa3pa-

60TKOR ~HROCO~CKHX OCHOB, - HMeRO TparHqeCKHR CMblCR. 3TO 03HaqaRO llRjj 

llBH)i(eHHjj nepeXOll B HOBoe KaqeCTBO , B KOTOpOM TeOpeTHqeCKHe H3 b1CKaHHjj, B 

qaCTHOCTH “pOCCHeBelleHHe", Ha qeM llep)i(aROCb KRaCCHqeCKOe eBpa3HAcTBO, OT

cTynHRH Ha 3allHHA nRaH. MeCTO HCTOpHqeCKHX KOH l.\en l.\HR 3aHjjRH CTaTbH JI. n. 

KapcaBHHa H H. H. AneKceeBa C yqeHHeM 06 HlleOKpaTHqeCKOM rocYllapcTBe, OT-

60pe npaBjjm.ero CROjj H np. CMem.eHHe aK l.\eHTOB He3aMe llRHTeRbHO CKa3aROCb Ha 

BceM llBH)i(eHHH - B HeM pe3KO yCHRHRCjj HlleOROrHqeCKH꺼 acneKT. 

CaMb뻐 cepbe3HblM CBHlleTeRbCTBOM paCKORa eBpa3H꺼CKoro llBH)i(eHHjj CTaJl。

06pa30BaHHe napH)i(CKOrO l.\eHTpa eBpa3짜tCTBa H H311aHHe B napH)i(e npH aKTHB

HOM yqaCTHH JI. n. KapcaBHHa, KpaCHoro KHjj3a n. n. CBjjTOnORK-MHpcKoro, Me

l.\eHaHTa n. n. CyBl쩌HCKoro ， H C. 51. 혜pOHa e )i(eHelleRbHoA ra3eTbI “EBpa3Hjj", 
opHeHTHpOBaHHoA Ha HlleAHo-nORHTHqeCKOe C6RH)i(eHHe C COBeTCKoA BRaCTbID H 

Ha COTpYllHHqeCTBO C 60RbmeBHKaMH. 0 cepbe3HOCTH H llaRbHOBHllHOCTH ee Ha

MepeHHA CBHlleTeRbCTBOBaR npHHjjTbIA 3nHrpa~ “POCCHjj Hamero BpeMeHH BepmHT 

CYllb60A EBponbl H A3뻐. OHa - meC Tajj qaCTb CBeTa - EBPA311꺼 - y3eR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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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JlO HOBOR MHpOBOR KYJlbTYPbl". 

nOcJle paCKOJla Ha"laJJCj! Cnall eBpa3HRcKOR BOJlHbl. lleRcTBHTeJlbHo, nOCJlellHHR 

HOMep “EBpa3깨" BbllHeJl B 1929 r. H KOHeu ra3eTbI nOCJ!Y)\(HJI Ha"laJlOM KOHua H 

eBpa3HRcKoro llBH)\(eHHj! B ueJlOM. B 1931 r. BbllHe Jl nocJlellH뼈 eBpa3HRcKHR cõop

HHK “TpHllUa TbIe rOll꾀. YTBep)\(lleHHe eBpa3HRueB". Ho “YTBep)\(lleHHe" y*e yTpaTH

J1H MarHlO HOBH3HbI. EBpa3HRcKHR COÕJla3H paccej!J1aCb. BblmeJllllHe no)\(e llBa BbI

nycKa “EBpa3H언CKoR XPOHHKH" H “EBpa3HRcKHe TeTpallH" y*e He MOrJIH peaHH

뻐pOBaTb llBH)\(eHHj!. Ho B Ha뻐J1e 20-x rOllOB eBpa3HRcTBO õYllopa)\(HJla MbICJlb , 
coõpaJlo HeMaJlO CTOpOHHHKOB H HMeJla O"leBHllHblR ycnex B 3빠frpaHTCKHX KPY

rax, OCOÕeHHO CpellH MOJlOlle)\(H. Bellb eBpa3HRcTBO CBHlleTeJlbCTBOBaJlO, "ITO “HH 

õOJlbmeBHCTCKHR pe)\(HM, C OllHOR CTOpOHbI, HH Õe3110뻐l>Ie CKHTaHHj! Ha "IY*ÕHHe 

- C llPyroR, He nOMemaJIH pa3bellHHeHHI>IM npellCTaBJleHHj!M pyccKoR HHTeJlJlH

reHUHH OCTaTbCj! CBOÕOllHI>IM, HenOpaÕOm.eHH뻐 CTpamH뻐 rHeTOM, pa3pymHBmHM 

TaK MHoro KyJlbTypHI>IX ueHHOCTeR". 11 B 3TOM õblJla 3Ha"lHTeJlbHaj! 1l0 Jlj! HCTHHbI. 

EBpa3HRcTBO KaK llBH)\(eHHj! pyccKoR 3MHrpaUHeR llomJlO K KOHUY TaKHM OÕ

pa30M. A ero HlleH OCTaJJHCb, HJlH OHH COXpaHj!IOT CnOCOÕHOCTb llaBaTb HOBble 

BCX。뻐 Ha HOBOR xopomo OKyJlbTypeHHoR nO"lBe. OCOÕeHHO "ITO )\(e CerOllHj! npH

BJleKaeT CerOllHj!mHI>IR Hay"lH뻐R Kpyr POCCHH B y "leHHH nOCJlellHerO eBpa3HRua, A. 

H. rYMHJleBa Bμpa)\(aeT HHTepeC CpHTH"IeCKOrO BpeMeHH CBpeMeHHOrO pOCCHRcKO

ro nOJIHTH"IeCKOrO npouecca. KOHuenUHj! eBpa3H꺼CTBa npoxo따fT "Iepe3 BCIO TBOP

"IecKylO )\(H3Hb AbBa HHKOJlaeBH"Ia rYMHJleBa. l\mI ry빠fJleBa ÕbIJIO Õa)\(HO TpH 

OCHOBHbIX KOHuenUHH - KOHuenUHj! TeppHTOpHH, KOHuenUHj! ocoõoR MHOrOHapOll

HoR HaUHH H KOHuenUHj! HOBOR pyCCKOß HlleOJlOrHH. 11 K Ka)\(llOß H3 3THX n03H

UHß A. rYMHJleB 1l0ÕaBHJI CBoe BeCbMa cym.eCTBeHHOe. 

npOTHBOpe"lHBl>le OpHeHTaTHH, Cym.eCTBYIO빠fe BHyTpH caMHX HlleR eBpa3HRcTBa 

COCTOHTC j! H3 HCTOpHKO-~HJlOCO~CKOrO H nOJlHTHKO-npKTH"IeCKOrO acneKTOB 

y "leHHß eBpa3HßCTBa. EBpa3HßUbl He llonycKaJlH MbICJlH 0 B03MO)\(HOCTH HenpaBell

HOß HCTOpHH. OHH CBj!TO BepHJlH B HenOrpemHMOCTb HCTOpHH, npH3HaBaJIH ee 

CBepmeHHj! KaK OKOH"IaTeJlbHOe 1l0Ka3aTeJlbCTBO HX lleßCTBHTeJlbHOCTH H He 

CMOrJlH nOllYMaTb 0 CYlle Hall HCTOpHeß. Yõe)\(lleHHe B TOM, "ITO 3J10 , TBOpHMOe 

ÕOJlbmeBHKaMH, 3aKJIIO"IeHO B HX J10)\(HOR, CaTaHHHCKOR, HO OrpOMHOR Hllee KOM

MYHH3Ma, OHH ÕI>IJIH yBepeHI>I, "ITO 1l0CTaTO"lHO npOTHBOnOCTaBHTb HCTHHHYIO 

“COpaBHYIO" eß no MI’pOBOMY pa3Maxy H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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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10 60JlbmeBH3Ma H clleJla Tb lleßCTBHTeJlbHOCTb pa3 )'MHOß. EBpa3Hßuμ J1bCTHJlH 

ce6 j1 Hallell<llOß, qTO HMeHHO HX npaBOCJlaBHO-eBpa3HßCKajl HlleOJlOrHjI 3aMeHHT 

KOMMyHH3M H BepHeT POCCH~ Ha nyTb ee nO llJlHHHOrO pa3BHTHjI. MO%HO pa306J1a

qaTb 3Ty H~3H~ eBpa3HßueB KaK CJle~mHe: ‘COpaBHajl ’ KOMMYHH3My npaBO

CJlaBHO-eBpa3H꺼CKajl Hllejl OKa3aJlaCb TaK %e XHMepHqeCKHM nOpO%lleHHeM, BellY 

DUlM POCCH~ B ‘6e311Hy oTnalleHH jI’. EBpa3HßCTBO He c )'Me JlO H He CMOrJlO OTBe

THTb Ha HM %e nOCTaBJleHHble BOnpOCbI. OHO 06epHyJlocb C06J1a3HOM, paCCejlB

mHMC jI OT C06CTBeHHOß CJla60CTH. 

TeM He MeHee , KOHcTaTHpyjl KOHuenTyaJlbHy~ H nOJlHTHqeCK~ Heyllaqy llBH

%eHHjI, HeJlb3 j1 3aMaJlqHBaTb eBpa3HßCK~ npaBllY. HCTOpHqeCKOe 3HaqeHHe 

eBpa3HßueB COCTOHT B TOM, qTO OHH nepBhlMH paCCJlhlmaJlH “%HBble H OCTpble BO

npocbI TBOpHMOrO llHjI". Ho TO 6b1J1a , no CaMOKpHTHqHOMY npH3HaHH~ φJ10pOBCKoro ， 

“npaBlla BOnpOCOB, HO He npaBlla OTBeTOB, -- npaBlla np06J1eM, a He pemeHH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