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념론의 문제들』의 출간과 그 의의* 

조 호 연** 

1. 툴어가는 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러시아는 체제의 개혁을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않으 

면 혁명으로 폭발하느냐의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재무장관인 비테 (C. 매. BIlTTe) 

의 주도로 산업화가 진전되기는 했으나， 그로 인하여 부각된 사회 갈등은 오 

히려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세기 중반부터 체제 

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해온 각종 혁명 조직들은 비합법적인 상태에서도 빠 

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19세기 말이 되면， 혁명적인 방 

법을 통하지 않고 전제정 체제를 개혁하려던 자유주의 운동 역시 점차로 입 

헌주의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1) 문화적으로 보자변， 이 시기는 푸슈킨 

이 활동했던 19세기 초의 ‘금시대’와 대비하여 소위 ‘은시대’로 알려진 문화적 

르네상스기이기도 하였다. 

그 와중인 1902년에 『관념론의 문제들(npo6JIe뻐.1 ll.1leaJIll3Ma) ~이라는 논문집 

이 간행되어， 많은 러시아 지식인틀의 커다란 관심올 끌었다. 이 논문집은 소 

위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로 알려진 스트루베 (n. 5. CTPYBe)와 저명한 법철학 

자인 노브고로드체프(n. lf. HOBrOpO.1lueB)의 주도하에 총 12명의 지식인들이 기 

고한 글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펼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일견 복잡한 사변적 

주장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19세기 중반부터 활동해오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의 사상적인 토대를 비판한 것이었다. 이 논문집은 단지 철학자들 사이의 학 

술적인 논의의 대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20세기 들어 러시아 사회의 진로를 

* 본 연구는 2005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1)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졸고들을 참고 

하라. 조호연(1997) r1890년대 러시아의 챔스트보 자유주의 운동J，서양사론~ 52, 

한국서양사학회， 137-166쪽; 조호연(999) rl905년부터 1917년까지의 러시아 자유 

주의 연구J，슬라브학보~ 14:1, 한국슬라브학회， 341-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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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전개된 본격적인 토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 

고한 필자들 중 일부는 1909년에 간행된 『향방표지 (BeXH)~ 와 1918년에 출판된 

『깊은 데서 (H3 rJly6HHbI)~ 에도 논문을 기고함으로써， 혁명점 인텔리겐치아 운 

동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삼부작이 탄생하게 되었다. 

삼부작 중에 가장 많은 관섬을 끈 책은 우리나라에서 『인텔리겐찌야와 혁 

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적이 있는 『향방표지』라고 할 수 있다，2) 이 책은 

특히 영어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1년에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던 시점을 전후로 하여 러시아에서도 두 차례 

나 영인본이 출간되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3)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4) 

삼부작 중 마지막으로 나온 『깊은 데서』는 러시아 혁명 직후에 집펼된 만큼 

혁명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5) 

이 논문집 역시 사회주의 체제가 약화되던 1988년과 1990년에 러시아에서 출 

간되어 나왔고， 영어로도 1980년대 중반에 번역된 바 있다，6) 

2) M, 0, repmeH3oH, pen,(1909) BeXH, C60pHHK crarei1 PyccKOi1 HHre.ππHreH!ÆHH， M,; 

이인호， 최선 편역 (1989) f인텔리겐찌야와 혁명~， 서울· 기린원， 1989, 이 번역본은 

원래 같은 제목으로 1981년에 홍성사에서 처음 출간된 바 있다. 
3) M, 0, replUeH3oH, pen,(1991) BeXH, HHTe.ι쩌TeH!ÆHJI B POCCHH: C60PHHK crarei1 1909-1910, 

M,: MOJJona꺼 rBapIlHJI; M, O. repmeH3oH(1990) BexH. C60PHHK cra Te.i1 PyCCKOi1 HHreJ1J1H

reH!ÆHH, M,: HOBoe BpeMJI. 
4) 1990년대에 러시아에서 진행된 『향방표지』에 대한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라. n. n. raltneHKo (1 9921 "BeXH: HeyCJJμmaHHoe npenocTepe:!<eHHe," 
BOllpOCbI φ1HJ10COφHH， No. 2, CC. 103-122; M. A. KOJJepOB H H, C. nJJOTHHKoB(19921 

"TBOpqeCKHlt nyTb n. B CTpYBe ," BOllpOCbI φ'HJlOCOrþHH， No. 12 CC. 91-102; M. A. 

KOJJepoB(19951 '''HOBble BeXH': K HCTOpHH ’BexoBcKolt ’ MH!þoJJO rHH(1 918-1없41，" BOllPOCbI 

φ'HJlOCO뼈H， No. 2, CC. 144-156. 

5) 이 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ane Burbank(1986) Intelligentsia 

αu1 revol따íon .Russian views cf Bolshevisrη 1917-1f껑~ New York: Oxford U띠v. Press. 
6) n. B. CTpYBe, pell.(1918) H3 r .ny6HHbI: C60PHHK crarei1 0 pyCCKoi1 peBOJ1JO!ÆHH, M, 이 논 

문집의 제목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113 rJJyõHHbl B033Ba 

JJ K Teõe, rOcno따)라는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 중의 두 단어에서 따온 것이다. 

이 논문집은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8월에 인쇄상태에 있었으나， 정세의 변화 

로 출판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논문집은 한 동안 묵혀 있다가 1921년에 출판 

사 노동자들의 주도로 인쇄되어 판매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발행부수는 아주 적 

었으며， 단 한 부가 1922년에 망명생활을 하던 베르자예프에게 반출되었는데， 이것 

이 1967년에 파리의 YMCA출판사에서 재간행되었다. 따라서 r깊은 데서』가 일반 

독자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60년대 후반인 셈이었다깊은 데서』는 소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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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바노프-라줌니크(P. B. 뼈aHOB-Pa3YMHHK)가 1914년에 출간된 자 

신의 대표작인 『러시아사회사상사』에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불렀으며，7) 12명 

의 기고자들을 ‘관념론의 12사도들’(aBeHaauaTH anOCTOAOB HaeaAH3Ma)이라고까 

지 언급했던 『관념론의 문제들』은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에도 이상하리만치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 논문집은 마침 

내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콜레로프(M. A. KOAepOB)에 의하여 편집되어 러시 

아에서 출간되었고，8) 영어로도 2003년에 간행되어 나오기에 이르렀다.9) 그 이 

후에 『관념론의 문제들」은 러시아와 영어권에서 여러 서평이 발표되는 등 삼 

부작 중에서 때늦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0) 이처럼 이 논문집에 대한 본 

격적인 연구는 영어권이나 러시아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책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는 

작업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변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정 러시아에서와 비슷하게 우리 

나라에서도 체제의 급진적인 변혁을 위한 움직임이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부 사이의 기간에 시도된 적이 있었다. 소위 ‘386세대’ 중 일부 

의 운동가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해보자면， 러시아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운동의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한 『관념론의 문제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11) 따라서 우리는 

는 1988년에 프로스펙트 출판사에서 그리고 1990년에 모스크바대학교출판사에서 

각각 간행된 적이 있고， 다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그보다 앞선 1986년 

에 번역된 바 있다. W. F. Woehrlin, ed.(1986) Out of the Depths(De Profundis): 

A Collection 에 Articles on the Russian Revolution 
7) P. B. 뼈aHOB-Pa3째HIIK(1914) HCTOpHJl pyccKoR 06m.eCTBeHHoR MbICJ1H, cnõ. , c. 453. 
8) n. 11. HOBropolll.\eB, pell.(2002) npo띠eM.μ κaeaJ1H3Ma (CepHJl: Hccπe.aOBaHHJl IIO HCTOpHH 

pyccKoR MbICJ1H), M.: MOlleCT KOJlepOB 11 "Tpll KBallpaTa". 
9) P. 1. Novogorodtsev, ed.(2003) Problems of Idealism: Essays in Russian social 

philosophy, New Haven: Ya1e Univ. Press. 
10) 러시아어 서평은 다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라. http://www.politstudies.ru/ 

universum/biblio/issue13.htm#51. 그리고 영어로 된 리드(c. Read)의 다음 서평도 

참고하라. Slavic Review, 63 : 2 (Summer 2004), pp. 434-436. 
11) 우리나라의 러시아사 연구자들은 러시아사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역사문제연구소가 마련 

한 한정숙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하여 1970년대의 극단적인 반공정책이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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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관념론의 문제들』의 편집 배경， 출간 과정， 주요 논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반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나름대로 그 의의를 점검해보 

고자 한다. 

2. r관념론의 문제들』의 출간 배경 

1902년 11월에 간행된 『관념론의 문제들」은 1885년에 설립된 모스크바심리 

학회 (MoCKOBCKoe nCHxono대qeCKOe 06띠eCTBo)의 후원을 받아 간행되었다. 16명 

의 철학자로 출범한 이 학회는 초대 회장인 트로이츠키 (M. M. TPOHl.\KHR , 

1835-1899)가 경험주의 심리학자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실증주의적인 색채를 보였다. 그러나 1888년에 그로트(H. 11. rpOT , 1852-1899)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에 우리 정 

부가 지식인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19세기 후반의 러시아를 연상했어요 우리 

지식인이나 급진적인 운동권의 일부 세력도 러시아 지식인들과 비슷한 연유로 잘 

못된 길로 가고 있고 위험한 쪽으로 치닫고 있다고 봤습니다. 소련체제가 붕괴되 

는 바람에 그 과정이 중단이 되었지 만약 소련체제가 10년만 더 갔다변 우리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r이인호: 보수적 러 

시아학의 개척자J ，역사비평~， 60(2002 가을)， 226쪽.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전개된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을 러시아의 혁 

명적 인텔리겐치아 운동과 직접 연결시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레닌주의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수용되었으며， PD 
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혁명과 유사한 길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 

하였음도 사실이다. 이 점은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무엇을 할 것인가~，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유물론과 경험비판 

론~ ，제국주의-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 ，국가와 혁명~，공산주의에서의 “화 

익” 소아병』 등 레년이 직접 쓴 책의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1995년 

까지 중복 출간된 경우를 포함하자면 무려 100건 가까이나 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 많은 레년의 저서들이 변혁의 시도가 아니고， 단지 사회주의 

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출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설명’일 수는 있 

지만， 적어도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해체 

로 인하여 소위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 

까지， 러시아혁명을 통하여 제시된 길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에 어떻게， 그리고 어 

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연구해볼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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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에 취임한 다음에는 일군의 관념론 철학자들이 이 학회의 흐름을 좌 

우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활동한 인물들로는 그로트 이외에도 로파틴(JI. M. 

지。naTliH， 1855-1920), 솔로비요프(B. C. COJIOBbeB) , 트루베츠코이 형제 (C. H. H 

E. H. Tpyôe l.\KHe) 등이 있었고， 1890년 무렵에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정신과의사， 수학자， 역사학자， 자연과학자， 법률가 등 당대의 러시아 

를 대표하는 200여명의 지식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학회는 1889년부터 러시아 최초의 전문적인 철학 정기간행물인 『철학과 

심 리 학의 제 문제 ~ (BonpocbI 뼈JIOCO!þHH H nC IlXOJIOrHH)를 발간하기 시 작하였 다. 

편집인인 그로트는 이 잡지의 주된 방향을 관념론적이자， 형이상학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흐름은 1860년대부터 러시아 지성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신관념론(HeO-Il11eaJIH3M)을 대변해주었다. 

신관념론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실증주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환원주의’였는데， 이것은 감각 경험의 실증적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선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주장이었다. 실증주의의 

또다른 특징은 ‘과학주의’로서， 이것은 존재를 자연 현상들로 환원시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자연과학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증주의 

의 세 번째 특정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인간과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신념인 ‘유토피아주의’였다 12) 그런데 실증주의의 이러한 

주장들은 러시아의 신관념론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격 (JIH'-IH 0 C Tb )의 자율성과 

양립될 수 없었다. 관념론자들은 인격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정교회 신학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인격이란 절대적인 가치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기고자들의 구성으로 보자면관념론의 문제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자유주의 운동의 두 흐름을 대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흐름의 합류지점이기도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소위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였 

고， 다른 하나는 ‘챔스트보 자유주의’였다. 이 논문집에 참여한 12명의 저자들 

중에 스트루베，13) 베르자예프(H. A. 5epll.lleB) , 불가코프(C. H. 5YJIraKoB) , 프랑 

크(C. 지. φpaHK) 등 4명 은 합법 적 마르크스주의 자였고， 키 스차코프스키 (5. A. 

KHCT .lI KOBCKHß)의 관점은 이들과 비슷하였다. 또한 집펼자들 중에 트루베츠코 

12) Randall A. P。이e(2003) "Editor’s Introduction Philosophy and P이itics in the 
Russian Lìberation Movement," in Problems of Idealism: Essays in Russian 
social philosophy, p. 4. 

13) 스트루베는 이 논문집의 기고자들 중에 유일하게 ‘n. r.’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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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제와 올멘부르크(c. φ. OJIblleHõypr), 주코프스키(~. E. ~YKOBCKHfi) 둥 4명 

은 챔스트보 자유주의를 대변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집의 편집자로서 저명한 

법철학자였던 노브고로드체프는 이 두 그룹의 중재자 역할을 한 셈이었다 14) 

이 두 흐름 중 스트루베， 불가코프， 베르자예프 둥의 부류는 1890년대에 

『새로운 말(HOBoe CJIOBO)~ ， W 철학과 심리학의 제문제 (Bonpocμ 빼JIOCO빼H H 

nCHXOJIOrHH)~ ， w시작(HaqaJIO )~ 둥 정부에 의하여 허가된 잡지 혹은 신문에서 

자신의 글을 ‘합법적으로’ 발표한 까닭으로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리 

게 되었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1890년대에는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데 마르크 

스주의를 활용하였다. 1870년대에 모습을 드러낸 인민주의는 미하일로프스키 

(H. K. MHXafiJIOBCKHfi, 1842-1904) 둥에 의하여 정립된 농업사회주의 이론을 통 
하여， 러시아가 농업단계로부터 농업사회주의 단계로 도약함으로써 자본주의 

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트루베는 1894년에 저술한 『러 

시아의 경제발전에 관한 비판적 논평』을 통하여 인민주의자들이 제시한 바 

있는 독자적인 러시아의 길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스트루베는 “우리의 문화 

적 후진성을 인정하고， 나가서 자본주의로부터 배우자"라는 구호를 외칠 정 

도로， 서구 지향적인 인물이었다. 스트루베는 인민주의를 비판하던 시절에도 

자신이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트루베는 정작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창당선언문을 작성해주었던 1897년부터 정통적인 마 

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점은 사회민주 

주의 잡지인 『새로운 말』에서 불가코프와 벌인 논쟁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되 

었다. 여기서 스트루베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정치 행위가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15) 스트루베는 유물론이 사회정의의 영역에서 최고의 선을 대변한다는 

불가코프의 주장조차， 만약에 보다 높은 이상인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 

다면 동어반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무렵에 스트루베는 역사적 필연성과 개인적 자유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 때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은 독일올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칸트 철학의 부홍을 주창하던 신칸트학파였다.16) 스트루베는 

14) B. JleoHToBHtI (1980) HCTOpRJI J1R6epaJ1R3Ma B POCCRR, napHlI<, C. 360. 
15) n. CTPYBe(l90l) "CBoõona H HCTOpHtleCKU HeOÔXOlIHMOCTb," Ha pa3HNe TeMbl, M., c. 487. 
16) 이 학파는 독일의 헬름흘츠(H밍mann von Helmholtz), 랑게 (Fri려rich Albert Lange) , 

리프만(Otto Liebmann) 둥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관념론의 문제들』의 출간과 그 의의 299 

1899년에 펴낸 r사회발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이론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자유와 필연성， 그리고 윤리적 사상 

과 객관적인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칸트주의적인 구분을 옹호하였다. 이 

에 따르자면， 인간이란 어떤 사회적 조건의 산물도 아니고， 계급의 대표자에 

불과한 존재도 아니었다. 또한 그는 잉여가치이론과 진보적 빈곤이론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에서도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스트루베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벗어나 관념론을 완전 

히 수용하게 된 때는 1900년 가을 무렵이었다. 그는 베르자예프의 저서인 『사 

회철학에서의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 미하일로프스키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서문을 쓸 때에는 실증주의로부터 공개적으로 돌아섰으며， 철학적인 방법변에 

서 마르크스주의자이기를 멈추었다 17) 스트루베는 역사적 유물론이 실증주의 

적 과학적 건물 위에 들어선 초라한 형이상학적 상부구조일 따름이며， 어떠한 

관념론적 요소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보기에， 마르크스주 

의 그룹 내에 관념론적인 색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계급의 이상화(li.lle aJUI JaL\llll ) 

에 있었다. 또한 스트루베는 인민주의자이든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든지 혁명 

적 지식인이라면 어떠한 사회적 사실들을 윤리학의 영역에다가 투영시킴으로 

써， 사실상 인간이 형이상학을 피할 수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스트루베가 보기에 이런 모순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형이상학적 사상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의 결론은 실증주 

의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식이론이 실증주의 사상의 한계와 형이상학의 필요 

성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었다. 

스트루베의 사상적인 전환을 한 데에논 서구의 신칸트학파만이 아니라， 러 

시아의 종교철학자였던 솔로비요프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사실 스 

트루베는 솔로비요프의 사상에 대해 원래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 그는 솔로비요프의 철학을 ‘부르주아 형이상학’이자， ‘불필요한 논 

의’18)라고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말 무럽에 그는 다른 합법적 

17) 스트루베는 「관념론의 문제들』에서 ‘n. r.’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 

르자예프의 『사회철학에서의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미하일로프스키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서문에서 자신이 쓴 글을 마치 제3자에 대해 설명하듯이 언급하고 있다. 

n. E. CTpyse(2002) "K XapaKTepHCTHl<e HamerO iþHJlOcoiþC I<OrO pa3SHTμ51 ，" flpo6.πeMbl 

Hl1eaπ'H3Ma， CepHJl: Hccπel10BaHHJl no HCTOpHH pyCCKOit MblCJ1H, c. 339. 
18) n. CTpyse (1901), C.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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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자유와 역사적인 필연성 사이의 모 

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로비요프가 제기한 관념론적 입장을 진지하게 고 

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실증주의를 비판할 때 스트루베가 언급 

했던 ‘형이상학의 필요성’도 사실 솔로비요프의 대표적인 저서인 『선의 옹호』 

에서 차용한 용어 였다. 스트루베는 『여 러 주제들에 관하여~(l90l)라는 논문집 

에서 자신이 비판적 실증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솔로비요프에 상당 

히 근접한 철학적 세계관에 도달하였으며， 그가 이전에 솔로비요프에 대해 행 

한 많은 논쟁적 비난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고백하였다 19) 나아가 스트 

루베는 1901년에 발표된 「진정한 민족주의란 무엇인가?J를 통하여 영원한 가치 

이자 모든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유일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확고 

한 신념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이런 변화를 확인해주었다. 

스트루베와 베르자예프가 관념론으로 기울게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솔로 

비요프는 세기 전환기의 러시아 사상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원래 슬라브 애호주의 (CJlaB.lI HoiþHJlbCTBO )20)에 기반을 둔 유토피아주의를 

주창한 바 있었다. 또한 그는 동방정교회와 서방기독교의 통합 등 신정주의 

(神政主義)적인 주장을 전개하였는데， 이런 입장은 당대인들에게서 별다른 호 

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솔로비요프의 사상적 발전에서 전환점을 이룬 

사건은 1890년대 초에 러시아에 들이닥친 대기근이었다. 대규모 기근사태로 

인한 끔찍한 현실을 목격한 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당면한 현실과 신정주의 

적인 이상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891년 10월 19일에 모스크바섬리학회에서 행한 「중세적 세계관의 붕괴를 위 

한 이유들에 관하여」라는 대중 강연을 통하여 신정체제와 헌법 사이에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솔로비요프 사상의 진수는 이런 고민과 갈등 끝에 탄생되었다. 그는 이전의 

종교철학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주의적 진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 

다. 이는 사회활동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종교적 신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서， 기독교적인 이상과 서구적인 의미의 진보를 결합한 것이었다. 솔로 

비요프가 신정체제를 초월적인 이상으로 간주하고， 그 대신에 세속적인 영역 

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1897년에 간행된 『선의 옹호」에서 명확 

19) 같은 책 , c. 187. 
20) 슬라브 애호주의의 용어 문제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민경현 

(1996) r슬라브 애호주의의 기원J ，서양사론~， 49, 한국서양사학회， 153-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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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현되었다. 이로써 솔로비요프는 성(聖)과 속( {{ì-)의 자율성을 통하여 자 

유주의적인 진보철학을 구축할 수 있었다，21) 그리하여 자유주의와 종교철학을 

결합한 솔로비요프의 사상은 철학적인 견지에서 새로운 관념론의 토대를 마 

련해주었다. 이는 실증주의와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구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22) 

스트루베가 솔로비요프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인 변화를 경험하던 19세기 말 

과 20세기 초의 시기에는 러시아 역사전체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 

동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은 19세기 중 

반 이 래로 치 체 린 (5 ， H, 4wiepHH, 1828-1904), 카벨린 (K ， ll, KaBeJIHH, 1818-1885), 

세르게이 솔로비요프(C ， M, COJIOBbeB , 1820-1879)23), 그라노프스키 (T ， H, rpa

HOBCKJ때， 1813-1855) 등을 통하여 사상적인 기반을 닦은 바 있었다. 특히 1864 

년에 주(州)와 군(뿜)의 교육， 의료， 도로건설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 

기 위하여 설치된 챔스트보는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운동 

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챔스트보 의원들 이외에 챔스트보의 활동을 직 

접 담당하던 소위 ‘제3요소’24)는 전제 정 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적 성 향을 보이 고 

있었다. 일군의 챔스트보 의원들은 알렉산드르 3세가 사망하고 니콜라이 2세가 

권력을 장악하자 1894년과 1895년에 온건한 개혁 내용을 담은 상소문을 차르에 

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젊은 니콜라이 2세는 1895년 1월 17일에 챔 

스트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요구를 ‘허황된 공상’이라고 부르면서， 

‘전제정의 기초를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을 천명하였다.엉) 

21) 솔로비요프의 정치사회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여러 논문을 참고하라. 이인호 

(1980) r 19세기 러시아 민족주의 비판-헤르젠과 솔로비요프의 견해를 통하여 J，러 

시아 지성사 연구~ , 서울: 지식산업사， 96-131쪽; 임영상(1981) r솔로비요프와 서구J ， 

F한성대학교 논문집~， 5:1, 1-15쪽; 한정숙(2000) r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아시아 

문명론J，러시아연구~， 10:1, 265-299쪽， 
22) 멸류코프(n ， H, 써JIIOKOB)처 럼 실증주의 를 주장하던 자유주의 자들은 구자유주의 계 

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3) 앞서 언급된 종교철학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부친으로서 저명한 역사가였다. 
24) 챔스트보에는 선출된 의원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동계 등 여러 챔스트보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들， 즉 교사， 의사， 수의사， 통계기사， 농학기사 등도 있었다. 이 

런 고용된 전문인들을 가리켜 사마르의 부지사로 있던 콘도이디 (B ， T, KOHIlOH띠)가 

‘제3요소’라고 말한 이래 이 용어는 챔스트보에서 일하던 전문인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조호연(1997) r 1890년대 러시아의 챔스트보 자유주의 운동J，서양사 

론~， 52, 한국서양사학회，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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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스트보 내에서 정치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입헌주의자들 

은 니콜라이 2세의 발언이 있은 다음부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유주의 운동 

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상소문 운동에 참가한 바 있던 샤호프스코이 (ll. YI. 

IIlaXOBCKOß)는 전제정권과의 공개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당을 창당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돌고루코프(n. ll. llonroPYKoB) 등 

챔스트보 입헌주의자들은 1896년 무렵에 쿠르스크에서 회합을 갖고， 출판활동 

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추세는 결국 챔스트보 자유주의자들이 1899년에 결성한 ‘베세다(5ece.lla) ’ 

라는 비밀 모임으로 연결되었다. 베세다는 챔스트보 기구에서 관료제적 침해 

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비테의 산업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 자치정부와 농촌 

지역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베세다에 참여한 인사들은 

재무장관인 비테가 챔스트보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테는 

1898년에 F전제정과 챔스트보』라는 제목의 책자를 비망록 형태로 저술한 바 

있었는데， 그는 여기서 챔스트보가 그 성격상 입헌주의에 찬성하고 따라서 전 

제정과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차르가 후자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전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베세다의 여러 회원들은 1900년과 1901년 

에 비태의 비망록에 대한 챔스트보의 견해를 담은 청원서를 차르에게 제출하 

기로 결의할 정도로 비테의 주장에 분개하게 되었다. 

이처럼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는 한편에서는 챔스트보 자유주의자들 

이 체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트루베 등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점차로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두 세력이 공통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 

큼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관념론의 문제들」 

의 출간으로 나타났다. 

3. r관념론의 문제들』의 편집 과정 

『관념론의 문제들』의 출간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스트루베에 의하여 시 

작되었다. 그는 1901년 3월 초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카잔 광장에서 벌어진 

25) 11. 11. OeTPYHKeBHtf(1934) H3 06D/,eCTBeHHoro oeJlTeJ1J1 BocnoMHHaHHJI, Berlin, c.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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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자신이 가야할 유형 장소로 챔스트보 입 

헌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아성인 트베리를 선택하였다. 스트루베는 트베리에 도 

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01년 9월에 오렐 주의 귀족협의회 회장으로서 베 

세다 회원이기도 했던 스타호비취 (M. A. CTaXOBHQ, 1861-1923)의 연설을 접하 

게 되었다. 스타호비치는 톨스토이 (JI. TOJlCTO외)의 지인이기도 하였는데， 마침 

그 직전에 톨스토이가 신성종무원으로부터 파문당하는 일이 있었다. 스타호비 

치는 호마코프(A. C. XOMjlKOB, 1804-1860), 사마린 (CaMapHH ， 1819-1876), 키 레 예 

프스키 (11. B. KHpeeBcKHJ.l, 1806-1856), 솔로비요프 등의 전통을 거론하면서， 

“영적 원칙의 이름이라든지 성직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행 

해지는 양심에 대한 강압은 비양심적인 것이며，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실도 

없고， 정의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26) 

스트루베는 그 직후인 1901년 9월 말에 모스크바에 있던 노브고로드체프에 

게 양심의 자유와 관념론 철학， 자유주의， 그리고 법철학에서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논문집을 펴내려는 계획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 편 

지에서 그는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들의 주제와 기고자들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관념론 철학의 요구인 양심의 자유J ， 세르게이 트루베츠코이 (c. H. Tpy

Õel\KHo ll:, 모스크바) 

2. r 법철학사에서 나타난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 J' 노브고로드체프(n. H. 

HosrOpOlll\eB, 모스크바) 

3. r 철학적인 법개념에서 끌어낸 필연적인 결론으로서의 양심의 자유J' 예 

브게니 트루베츠코이 (E. H. TpyÕel\KHOll:, 키 예프) 

4. r현재의 러시아 법에 따른 종교적 양심과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개혁 

의 생생한 불가피성 J' 아르센예프(K. K. ApceHbeB, 상트 페테르부르크) 

5. r서유럽 민족들의 법에 드러난 양심의 자유J' 레이스네르(M. A. Pell:cHep, 

톰스크) 

6. r서유럽 민족들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역사적 발 

전 J' 게센(Bl1. M. recceH, 상트 페테르부르크) 

7. r정교회 신앙의 요구로서의 양심의 자유J' 그리고리 페트로프(r. neTpoB, 

성직자， 상트 페테르부르크) 

8. r로마-비잔틴 세계에서의 종교 연구J' 쿨라코프스키 (n. A. Kyl1aKoBcKH꺼， 

26) M. A. KynpHHcK때(1993) "ApxHBHa51 HCTOPH5I CõopHHKa ’ npOõl1e뻐 HneaJIH3Ma’(1902) ," 

BonpocbI φ'HßOCOφμ1f， No. 4, c.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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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9. r서유럽의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의 종교 연구J' 비페르(P. 10. 

BHnnep, 모스크바) 
10. r힌두교도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 의식 J' 올댄부르그(c. φ. OJJb.lleHõypr, 

상트 페테르부르크) 

11. r 양심의 자유와 역사적 초대 기독교J' 가르나크(A. rapHaK, 베를린) 

12. r 러시아에서의 신앙의 박해(역사적인 개관)J: 야코틴 (B. A. MjlKOTHH) 

13. r 러시아의 사회평론에 나타난 양심의 자유J' 스트루베 (n. 5. CTpyBe )27) 

이처럽 스트루베는 1901년 9월 말에 ‘양심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 

집을 펴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 때 그는 출판업자이자 번역가 

이며， 문예과학후원자이기도 했던 주코프스키와도 접촉하게 되었다. 주코프스 

키는 나중에 『관념론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이스크라」의 출간을 위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준 인물이었다. 스트루베의 펀 

지를 노브고로드체프에게 전달해준 사람은 바로 주코프스키였다. 스트루베의 

제안 내용을 접한 노브고로드체프는 곧장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지금 이곳에서 드미트리 예브게니예비취 28)가 r관념론을 옹호하며』라는 논 

문집을 출간하려는 당신의 구상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이 생 
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 계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조속 

히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29) 

이로써 스트루베는 노브고로드체프를 통하여 챔스트보 인사들과 접촉하며 

논문집의 출간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루베가 1901년 9월에 구 

상하고 있던 논문집의 집필진은 실제로 많은 수정을 겪게 되었다. 원래 거론 

된 집필자들 중에 트루베츠코이 형제， 노브고로드체프， 올멘부르크와 스트루 

베 자신만이 실제로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고하게 되었고， 나머지 8명은 제 

외되었다. 이는 스트루베가 이 무렵에 챔스트보 인사들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자신과 교류가 있었던 소위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도 새로운 논문집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노브고로드체프가 스트루베에 

27) M. A. KY.llPHHCK때(1993) "APXHBHU HCTOpHj! CõopHHKa npo6.neMbl H.aea.nH3MIl (1902) ," C. 158. 

28) ‘드미트리 예브게니예비치’는 주코프스키의 이름과 부칭이다. 
29) M. A. KY.llPHHcKHß(1993), c.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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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답신을 보낸 날， 마침 볼로그다에서 유형생활을 하고 있던 베르자예프도 

스트루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펀지를 보내왔다. 

우리의 논문집 구상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만약 이미 무언가가 정 

해졌다면 그에 대해 나에게 알려주시오. 지금 나는 논문집에 기고할 요량으 

로 윤리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는 이 논문집의 아이디어 

를 높게 평가하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스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 

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는 키예프에서 불가코프를 만났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점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에게는 관념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30) 

이리하여 『관념론의 문제들』의 집필진은 대체로 챔스트보 자유주의자들과 

과거에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인물들， 즉 합볍적 마르크스주의자 

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게 되었다. 흔히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의 범주에 

드는 주요 인물인 투간 바라노프스키 (M. H. TyraH-5apaHOBCKHH)는 마르크스주 

의로부터 관념론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늦었기 때문 

에 w관념론의 문제들」에는 자신의 논문을 기고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1901 

년 2월에야 칸트를 읽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칸트 철학의 시공간의 관념성에 

기초를 둔 세계관을 이제야 이해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노브고로드체프는 1902년 5월 11일에 개최된 모스크바심리학회의 운영회의 

에서 「관념론의 문제들』의 출간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그는 

논문집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변서， 논문집의 집펼자로서 자신을 포함하여 불 

가코프， 트루베츠코이 형제， 스트루베， 베르자예프， 프랑크， 아스콜도프， 키스 

차코프스키， 라포-다닐레프스키， 올멘부르크， 주코프스키를 거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모스크바 심리학회가 새로 발간될 논문집을 이 단체의 ‘간행물’ 

로 인정해주며， 그 출판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30 

모스크바심리학회는 노브고로드체프의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였다. 나중에 

출간되어 나온 논문집에서는 펼진의 구성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1902년 11월 16일에 모스크바의 유명 인쇄소인 ‘쿠쉬네레프와 K’에서 

30) 같은 책 
31) 같은 책， c.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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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론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3천 부 출간되어 나올 수 있었다. 

4. r관념론의 문제들』의 주요 논점 

왈리츠키(A. WalickD가 말한 바 있듯이관념론의 문제들」은 러시아 사상 

에서 신관념론적인 흐름이 부흥하고 있음을 알리는 도전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성명서였다.32) 그 안에는 모스크바심리학회의 학자들이 10년 이상이나 발 

전시켜온 관념론적인 흐름이 반영되어 있었고， 인격， 자율성， 법， 그리고 진보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주요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관념론의 문제들J의 기고자들은 우선 당대의 실증주의와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도덕， 종교， 철학， 그리고 실증과 

학이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다른 영역 

의 적법한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이 보기에 이런 독자 

적인 영역들을 혼합한다거나 다른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유토피아주의와 연결되었다. 가령， 과학주의와 천년왕국주의와 같은 것들 

이 바로 그런 것에 속하였다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은 윤리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영역이 경험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영역 속으로 흡수되어 적용 

된 현상을 ‘밀수품’이라고 부트며，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영) 

불가코프는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고한 자신의 논문을 콩트의 소위 ‘3단계 

발전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에 따르자면， 인류는 신학적 

세계이해로부터 형이상학적 세계이해로， 그리고 형이상학적 이해로부터 실증 

적 혹은 과학적 세계이해로 발전해왔다. 불가코프가 보기에， 실증주의가 제 

시한 기계론적인 세계 이해는 근대 사상과 지식상태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 

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가코프는 이러한 체계에서는 창의적인 사상이나 이성적인 의미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살아있는 원칙도 없고， 오직 물질 상태만 

32) A. Walicki(1987) Legal Philosophies of Russian Liberalism, Oxford: Clarendon 
Press, p. 352. 

33) 이런 의미에서 ‘밀수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파틴이었다. 끼. M 
JJonaTHH(1886) 110JIO)f(HTeJIbHlJe 3a,aa 'lH 띠IHJIOCO뼈κ CJaCTb nepBaJl: 06JIaCTb }'M03pHTeJIb

HblX BonpOCOB, M. c.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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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할 따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여기에는 진리나 오류도 있을 리가 없 

다. 이 두 가지는 단지 펼연적인 원인들로부터 유래되는 필연적인 결과일 따 

름이다. 따라서 선이나 악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그에 부합되는 물질 상태만 

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것이다.경) 

그렇지만 불가코프는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는 기계론적인 세계 이해에 동의 

할 수 없었다. 그는 인류가 원래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한 탐 

구를 계속해왔다고 말하였다. 실증주의자들은 비록 형이상학의 존재를 부정하 

고 있지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코프가 주장한 

바에 따르자면， 단지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 

로 그렇게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기서 불가코프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실증 

주의가 안고 있는 기계론적 이해의 핵섬 요소인 ‘진보이론’이었다. 이 이론은 

형태상으로는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결코 과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신정론( TeOIlIil.\ e~)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진보이론 

이란 잃어버린 형이상학과 종교를 대체하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었다. 모든 종 

교가 나름대로 ‘저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보이론은 자유롭고 자랑스 

러우며 행복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세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실 

증주의적 세계관은 초경험적인 지식과 종교를 배척하면서도， 과학이라는 이름 

으로 미래의 왕국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실증주의자들의 확고한 인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실증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 불가코프에 따르자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 진리 혹은 종교적으로 진리 

라고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알았든지， 사실 콩트 

자신도 인간성을 숭배대상으로 하는 ‘인류교’를 창시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진보의 종교’이자， 과학이라는 외양 아래 종교적 신념 특히 종말론을 세속적 

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 과학적인 주장과 종교적인 테마， 즉 구원에 대 

한 믿음이 기이하게 혼합된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학적인 종교를 

구축하려는 콩트의 시도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불가코프가 보기에， 

그 이유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을 종교로 만들려고 한 데 있었다. 종교와 과 

학은 별개의 것이며， 만약 과학이 종교가 되고자 한다면 과학이기를 중단하고 

만다는 것이다.35) 불가코프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34) c. H. BYJlraKoB(2002) "QcHoBHhle np06J1eMhI TeOpHH nporpecca," npo6JleMbl H/JeaJlH3Ma. 

CepHJI: HCCJlenOBaHHJI no HCTOpHH pyCCKOit MNCJlH, CC.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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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혼합은 실증 과학을 모호한 위치에 두고 있고， 그와 함께 형이상학과 

종교적 신념의 권리를 조잡한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보이론 속에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문제들을 세심하게 구분하 

는 작업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36) 진보이론의 정확한 공식은 그것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 

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진보이론은 이러한 해결책들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과학， 형이상학， 그리고 종교 자체의 권리를 각자의 적절한 영역 안에서 인정하여 

야 한다.킨) 

스트루베， 노브고로드체프， 그리고 키스차코프스키 등 『관념론의 문제들』의 

다른 기고자들은 라브로프(n. 지. JIaBpOB)와 미하일로프스키라는 탁월한 인민주 

의 사상가들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학의 ‘주관적 방법’에서 ‘밀수품’의 명확한 

예를 확인하였다. 주관적 방법을 채택한 사회학자들은 인간과 사회가 자연과 

학의 방법만으로 연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왜냐하변 인간은 가 

치 및 정의와 같은 이상(理想)에 따라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는 필연적인 역사법칙이 아니었지만， 역사적 해석의 범주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라브로프의 견해에 따르자면， 진보는 ‘비판적 

으로 사고하는 인격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도덕적인 과제였다. ‘객관주 

의적인’ 실증주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주관적 사회학은 역사과정에 대해 진 

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당사자로서 인간의 의지와 목적성을 복권시켰다는 점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스트루베는 주관적 사회학이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란이 어느 정 

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증과학이 인간의 모든 열망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윤 

리적인 이상을 복권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로， 그것은 실증 

주의가 다양한 영역의 사상을 혼합한 데 대한 비판을 가한 셈이 되었다. 그렇 

지만， 스트루베가 보기에， 주관적 사회학의 기여는 여기에서 끝났다. 그것은 

35) 같은 책 , CC. 246-248. 
36) 불가코프의 이 말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온다. 개역한글 성경에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37) 같은 책 , CC. 246-경8. 



『관념론의 문채들』의 출간과 그 의의 309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과 성향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과학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펌훼하는 경향을 가 

지고 있었다. 즉， 역사적， 사회적 지식은 결코 ‘가치해방’적일 수 없다는 것이 

다. 이것으로 보아， 주관적 사회학은 가치가 ‘단지 주관적’이며， 어떤 ‘객관적 

인’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셈이었다. 스트루베의 주 

장에 따르자면， 미하일로프스키의 이러한 주관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증주의 

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미하일로프스키라는 

사람의 내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된 모습이 발견될 수 있었다. 즉， 그 속 

에서 한편으로는 실증과학이 무의식적으로 형이상학에 의하여 왜곡되었고， 다 

른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이 실증과학에 종속된 채 포박당하여 볼모로 잡혀있 

는 모습이라는 것이다.38) 

스트루베가 보기에， 실증주의 혹은 실증주의에서 유래된 주관적 사회학이 

나 마르크스주의 의 오류는 결국 ‘당위 (.llO)DI<HOe 혹은 .llOn*eHCTBOBaHHe)’와 ‘존 

재 (CYlIlee 혹은 ôbITHe)’를 혼동한 데 있었다. ‘존재’와 ‘당위’의 구분은 물론 칸 

트 철학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칸트 철학에 따르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 

재’와 ‘당위’라는 두 가지 상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 물질적 혹은 물리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존재’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현재 있는 것 

이며， 과거에 있었으며， 미 래에 있을 것이다. ‘존재’라는 개념 속에는 자유라든 

지 창의성 같은 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전적으로 과거에 의하여， 

그리고 미래는 현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세계는 필연적인 성질을 띤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당위’라는 상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경험할 때， 그가 ‘당 

위’에 대해 가지게 되는 관계는 ‘존재’의 경우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 둘은 

서로 간에 비교될 수 없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 어떤 

것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이 펼연적으로 ‘있는 것’일 수는 없 

는 것이다. 따라서 ‘당위’를 ‘존재’에 종속시키며 ‘존재’로부터 ‘당위’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실증주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었다.39) 

키스차코프스키와 라포-다닐레프스키 역시 주관적 사회학이 ‘밀수품’을 사용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키스차코프스키는 주관적 사회학자들 

이 자기들의 실증주의적 세계관의 한계 안에서 ‘당위’라는 용어가 아니라 ‘가 

38) TI. E. CTPYBe(2002), C. 332. 

39) 같은 책 , CC. 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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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라는 용어로 이상(팽想)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밝히고 있다. 주 

관적 사회학자들은 ‘당위’ 대신에 ‘가능한 것’ 혹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범주를 

사용하고 있지만， 키스차코프스키는 그들이 여전히 실증주의적인 한계를 벗어 

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40) 라포-다닐레프스키는 콩트가 사실상 자신의 

사회학적 원칙들 뒤에 있는 의미와 체계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데 성공하지도 

못하였고， 사회학 법칙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그가 보기에 콩트는 인간 역사의 전체성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숙고 

하게 되면서 과학을 윤리학에 예속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콩트는 자신이 이전 

에 설정하지도 않은 개념들을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사상의 전개과정 

에서 균형과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흔들리는 토대 위에다가 건물을 세운 격이 

되었다. 그 결과 그가 세운 건물은 사실 실증적인 지식과 전적으로 무관할 뿐 

만 아니라， 실증주의 자체와도 모순되는 요소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포 다닐레프스키는 콩트의 주장이 학문의 기초를 우선 

설명하지 않고서 사회에 관한 학문을 구축하는 일에 착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41)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마르크스주의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플레하노프가 받아들인 제2인터내셔널의 ‘숙명론적인 마르크스 

주의’는 대체로 앵겔스가 r반듀링론』에서 전개한 헤겔 철학의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관념론의 문제들」 속에서는 예브게니 트루베츠코이가 「역사에 

서 관념의 의미에 대한 마므크스와 앵겔스의 이론의 특징 규명을 위하여」라 

는 제목의 논문 속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은 역사에서 

관념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몇몇 주장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예브게니 트루베츠코이가 보기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과학 

적 사회주의’는 실증주의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제 

시된 유토피아주의는 과학이라는 외양 아래 종말론적인 충동을 표현한 세속 

적인 치환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루베츠코이는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자 

40) b. A. KHCTJlI<OBC I<Hll(2002) "Pycc l< aJl COI1HOJlorW!ec l< aJl ml<o Jla H l< aTerOpHJl B03MO%HOCTH 

lIpH pemeHHH COI1HaJIbHO-3THlieC I< HX lIpo6J1eM ," f7po6J1eMbI HoellJ1H3Mll. CepHJf: HccJ1eoo

BllHHJf no HCTOpHH pyccKoil MblC.지κ c. 684. 
41) A. C. J1allllo-llaHHJleBC I<Hll(2002) "OCHOBHhle lIpHHI1HlIhI C。뻐。J10rHlieCI<。잉 LIO I< TpHH꾀 O.K。

HTa," f7po 6.끼'eMbl Hoellπ'H3Mll. CepHJf: HCCJ1eOOBllHHJf no HCTOpHH pyccKoil MblCπκ cc. 

7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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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입장을 생애 말년에 변경하였고， 순수하게 경제적 

인 원인들 이외의 비경제적인 원칙들도 역사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42) 

실증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 

자들이 하고자 했던 주장은 결국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그들이 제 

시한 자유주의의 토대는 바로 관념론이었다. 베르자예프는 「철학적 관념론에 

비추어본 윤리 문제」라는 기고 논문을 통하여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 

였다. 그는 논문 앞부분에서 자신의 달이 윤리 문제를 철학적 관념론의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임을 밝히고 있다. 윤리학이란 사회학이나 심리학처럼 

‘존재의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의 규범’을 수립하는 학문이었다. 

그런데 윤리학의 기본 사상은 도덕법의 유일한 담지자인 ‘인격’에 대한 사상 

이기도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자면 도덕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 

험적인 나’와 ‘규범적인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쩌)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베르자예프가 보기에， 그것은 

바로 자유의 문제였다. 베르자예프는 ‘존재’와 ‘당위’의 이원적인 구조에 주목 

하면서， 칸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자유의 왕국’과 ‘펼연의 왕국’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도덕법이란 그 기원과 본성에 있어서 자유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 

며， 필연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44) 자유는 인간의 자기 결 

정으로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그것의 내면적인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모 

든 것은 자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자예프는 일부의 사 

42) E. H. Tpy6eUKoll(2002) "K xapaKTepllC깨Ke yqeHII~ MapKca 11 3Hrenbca 0 3Ha앤HIIII lI11ell 

B IICTOPIIII," np06J1eMbl RIJe élJ1R3Mél. CepRJI: HccπellOSélHRJI 110 RCTOpRR pyCCKOit MblC.刀κ

CC. 291-304. 

43) H. A. 5epllJleB(2002) "3TII'IeC KaJl npo6neMa B CBeTe 빼noc때CKoro 뻐eanIl3Ma ，" npo-

6πeMbI Rlleélπ'R3Mél. CepRJI: HccJ1eIlOSélHRJI 110 RCTOpRR pyCCKOit MbIC찌 CC. 341-343. 

44) ‘자유의 왕국’과 ‘필연의 왕국’에 대해서는 마르크스(K. Marx)도 『자본론』 제3권에 

서 논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칸트나 베르자예프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자유의 왕국은 ‘궁핍과 외부적인 편의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 

이 끝장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며， ‘인간의 힘을 목적 그 자체로 발전시키는’ 

세계이다. 반면에 필연의 왕국은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의 펼연적인 활동의 영역 

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이 두 왕국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비 
록 자유의 왕국은 펼연의 왕국을 그 토대로 하여야만 개화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 

지만， 노동일의 단축은 그 기본조건이다” 칼 마르크스(1995) ~자본론』 제3권(下)，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1010-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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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이 주장했듯이， 자유란 ‘강제의 부재(不在)’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차원 

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내적이며 영 

적인 창의성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르자예프는 자신의 논문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고 있다. 

우리는 ‘인간(qeJloseI<)’이어야 하며， 어떠한 세상적인 소유물이나 자신의 행복 

과 만족， 심지어 모든 인류의 행복과 만족， 사람들의 평온과 인정， 혹은 생에서의 

권력과 성공을 위하여 신의 형상과 모습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 

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영적 잠재력의 발전과 자기 결정을 위한 인간권리의 인 

식과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인간과 영을 위한 존중의 기 

본 조건， 즉 자유를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뼈) 

간단히 말하여 베르자예프 둥이 제기한 도덕적인 관념론은 실증주의적인 

실재 개념을 비판하고 자아가 경험세계로 환원될 수 없는 증거로서 도덕적 

경험이 지닌 특이성을 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자유주의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옹호와 다 

름없었다. 

프랑크는 윤리적 관념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니체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그의 논문인 「프리드리히 니체와 ‘먼 것에 대한 사랑’의 윤리학」 

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은 니체가 했던 것처럼， ‘이웃 사랑’ 

과 ‘먼 것에 대한 사랑’ 사이의 대조를 통하여 몇 가지 도덕적 원리의 자율성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전자는 기본적인 감정 혹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연민과 공 

리주의적인 희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내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 

는 ‘추상적인 도덕적 선’에 대한 존중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먼 것에 대한 사랑’을 ‘환영 (rrpH3paK)에 대한 사랑’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여기 

서 환영이란 진리， 정의， 미， 명예， 그리고 ‘절대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던 객관적인 이상들’과 같은 원칙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이로써 프랑크는 실증주의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자율성을 옹호하는 니체의 

입장을 가리켜 ‘윤리적 관념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뼈) 

45) H. A. EepIlJIes(2002), CC. 387-392. 
46) c. J1. φpaH I< (2002) "φp. Hllume 11 3TIII<a :J1IOÕSII I< llaJlbHeMY," np06J1eMbI Hl1e8.J1H3M8.. 

CepHJ/: HCCJ1eI10B8.HHJ/ no HCTOpHH pyccKoll MblCJLκ cc 3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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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론의 문제들』의 펀집자였던 노브고로드체프는 「법철학에서의 윤리적 

관념론」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자유주의적인 진보를 향한 수단이나 박차로 기 

능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상으로서의 자연법을 강조하였다. 그가 보기에， 법 

학 분야에서 실증주의적인 주장의 특수한 형태는 바로 ‘역사주의’였다. 말하자 

변， 역사주의는 자연법적인 계몽주의적 개념들에 대하여 19세기에 시도된 반 

발이었다. 역사주의자들은 자연법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이성적이며， 유 

토피아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었다. 노브고로드체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 역사주의에 반하여 오히려 자연법이 부홍되고 있던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 

는 이미 자신의 첫 번째 저서로서 1896년에 출간된 「역사학파 법률가: 그 기 

원과 운명』을 통하여 역사주의와 자연법 이 둘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한 균형 

적인 접근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관념론의 문제 

들」에 게재된 그의 논문은 자연법 부홍의 정당성을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데 

강조점을 맞추었다. 

노브고로드체프는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역사주의적인 방 

법론과 자율적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철학을 대조하고 있다. 역사주의에 따르 

자면， 가치 및 절대적인 이상에 관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문 

제는 역사적인 필연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노브고로드체프에 따르자면 자연법의 과제는 진보적 발전의 이상적 길에 질서 

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연법은 보다 나은 미래에 봉사하기 위하여 역사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기준을 찾는다. 따라서 자연법은 역사주의에서 주장 

한 바처럼， 역사 그 자체로부터 원칙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47) 

노브고로드체프도 다른 기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당위’ 사이의 차이 

점에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칸트 

철학의 생산적인 발전을 제안하고 있다. 

존재와 당위를 완벽할 정도로 처음으로 명료하게 구분한 칸트 철학은 이들 영 

역 사이의 불가피하며 절망적인 이원론을 고정시켰다. 도덕적인 이상은 우리가 

가진 열망의， 숭고하지만 접근 불가능한 목표임이 판명되었다. 칸트의 직접적인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두 영역의 관계와 그들의 궁극적 

47) n. H. HOBropotlueB (2002) "HpaBCTBeHH잉I! IItleaJlll3M B φ1IJ10coiþllll IlpaBa," flpo6J1eMbl 

Hl1eBπH3MB. CepHJl: HCCJ1e110BBHHJl 00 HCTOpHH pyCCKOit MblCJ1H, CC. 5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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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실증과학과 도덕철학 둘 다가 지난 한계 

를 넘어서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형이상학의 영역에 들어간다. ‘존재’와 ‘당위’ 

의 원칙들은 보다 높은 형이상학적 통합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의 가정 속에서 

보다 높은 통합성으로 결합되어 있다. 인과적 필연성 사건의 자연적 과정은 도덕 

법과 모순되며 반대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제한적인 경험의 범위 내에서 그러 

하다. 최종적 인 승리는 보다 높은 조화에 속한다.얘) 

이처럼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고한 12명의 기고자들은 ‘인격’， ‘자율성’， ‘형이 

상학’， ‘윤리’， 그리고 ‘진보’ 둥과 같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들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브고로드체프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바처럼， 관념론의 새로운 경향은 우선 도덕적인 진보와 사회의 갱신의 표현이지， 

사회정치적인 운동은 아니었다.49) 스트루베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 비록 마 

르크스주의적인 관념론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쨌든지 전통적인 러시아 관념론의 주된 흐름 속으로 새로운 경향， 새로운 사 

상，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점에서 스트루 

베는 새로운 관념론자들이 ‘러시아에 등장한 젊고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 즉 관 

념론의 모든 측면들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고한 필자들의 이론적인 

주장은 조심스런 입장의 신칸트주의로부터 솔로비요프의 신비주의적인 형이 

상학， 그리고 종교적 불가지론 혹은 회의주의에서부터 적극적인 기독교적 세 

계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자유주의적인 법철학자인 노브고로드체 

프는 법의 통치와 인간의 자유를 직접 연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는 스트루베를 통하여 프랑크의 논문이 니체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별로 흔쾌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니체의 ‘초인’과 솔로비요 

프의 페$J\(õoraqenOBeqeCTBO)’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두통 

거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솔로비요프 권위자인 세르게이 트루베츠코이는 『관 

념론의 문제들』에 기고된 베르자예프의 글 앞부분에 니체의 글이 인용되어 있 

음을 지적하면서， 만약 논문집에 니체의 글이 포함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 

더라면 자신은 이 논문집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50) 

48) 같은 책. 
49) n. H. HOBrOp0 t11.1eB(2002) "npet1HCJlOBHe," 1ψ'06.πeMbI HJ]ealIH3Ma. CepHJl: HCClIeOOBaHHJl 

no HCTOpHH PycCKoh M.WCÆκ c. 234. 
5이 H. A. BepIDIeB (1991) CaMono3HaHHe, M., c. 133. 베르자예프의 이 자서전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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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크스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도 기고자들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였다. 이 점은 불가코프가 1903년에 펴낸 r마르크스주의에서 관념론으로』 

(1903)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브게니 트루베츠코이처럼 『관념론의 문제들」 

중 일부의 기고자들은 노골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불가코프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자신이 관념론적 세계관을 수 

용하였다고 하여 결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 이상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점을 부연 설명하면서， 불가코프는 자기의 세계관인 관념론이 

마르크스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를 무조 

건 배척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51) 

이처럼 『관념론의 문제들』이 집펼될 때， 기고자들의 열망과 이상은 여러 갈 

래였다. 푸트남(G. Putnam)은 이 논문집의 기고자들을 철학 및 사회정치문제 

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결책으로 강하게 경도되었던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 

류로 구분하였다. 전자에는 불가코프， 베르자예프， 아스콜도프， 트루베츠코이 

형제가 속하였고， 후자에는 스트루베， 프랑크， 키스차코프스키， 노브고로드체 

프 등이 속하였다. 푸트남은 논문집의 기고자들이 관념론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과 정치학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룰 수 없었다고 진단 

하였다. 이 두 부류의 관념론자들은 유럽의 실증주의가 인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정론적 태도를 확산시키고 있었음을 우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관념론 철학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사 

회사상이 어느 정도로 기독교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고자들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는 것이다.52)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논문집의 기고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 

이 어쩌면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처 

럼， 이 논문집이 구상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기고자들은 어떠한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이 지닌 다양 

한 성향은 이 책이 출간되던 무렵의 자유주의 운동의 다양성과도 연관되어 

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적이 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1981) r거대한 그물: 철학적 자서전 또는 삶에 대한 정신적 탐구의 역사~， 이경식 

옮김， 종로서적. 

51) c. H. 5YJlraKOB(1903) OT MapKCH3Ma K HßeaJ13HM}': C6 CTaTe.κ 1896-1903. cnõ., CC. v-vi. 
52) George Putnam(1977) Russian Altematives to Marxism,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p. 2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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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논문집이 발간될 무렵에는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볼셰비즘과 멘셰비즘 등의 분화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듯이， 자유주의 운동 내 

에서도 자유주의의 내용만이 아니라 정부 및 혁명운동에 대한 관계를 두고 

각양각색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논문집의 의의가 퇴색되 

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관념론의 문제들」은 비록 혁명적 인텔리겐 

치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 기고한 자유주의자들이 유물론적 실증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5. r관념론의 문제들』메 대한 반응 

F관념론의 문제들』은 1902년 11월에 처음 출간될 당시에 3루블이라는 비교 

적 비싼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처음 인쇄된 3，000부가 전부 

판매되었다. 이 논문집은 당대의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란거리 

가 되었고， 그만큼 여러 성향의 인물들이 이 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발표하 

게 되었다. 그 중에 이 논문집의 기고자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던 실증주 

의자들은 F실재론적 세계관에 관한 논설』이라는 논문집을 통하여 반론을 제 

기하였다.딩) “실천이 보다 폭넓고 복잡할수록， 그것을 조명하고 통제하는 이 

론의 역할은 더 커진다는 보그다노프(A. A. 50fllaHOB)의 말처 럼，닮) 주로 사회 

민주주의자들이었던 이 책의 기고자들은 혁명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론이 지 

닌 중요성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 논문집 의 앞부분에 실 린 수보로프(C. A. CYBOpOB) , 루나차르스키 (A. B. 

JlYHaqapCKHH) , 바자로프 (B. A. 5a3apoB) , 보그다노프 등의 논문은 이 논문집 

의 세계관적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주장을 실증주의 

가 아니라， ‘실재론(peaJlH3M)’이라고 불렀다. 사실상 그것은 경험비판론의 변형 

된 형태로서， 인식론적인 근거만 없으면 유물론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들 

은 “실재론은 인간의 이성이 자신의 법칙을 자연에 부여하는 천부적인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실재론은 오직 획득된 권리， 오직 투쟁에 의 

53) C. l1opoBaToBcKHll H B. lIapymHKoB pell.(1904) O'lepKH peaJ1HCTH'IeCKOrO MHpoBo33peHHJI: 

Cδ CTa TeJ1 I10 tþHJ10COtþH.κ 06D(eCTBHH0J1 HayKe H :KH3H.κ cnõ. 
54) A. A. BOfllaHoB(1905) H3 I1CHX0J10rHH 06D(eCTBa, cnõ.,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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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쟁취된 권리만을 인정한다닮)라고 주장하였다. 

자칭 실재론자들에 따르면 이상(理想)은 실재하는 현실에 의하여 규정되며， 

현실은 학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은 학문적일 수 있고， 

또 학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재론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진보성과 

학문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차원의 것이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류 전체에 

의미가 있는 이상(理想)은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처럼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인 용어로 세속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루나차르스키는 “형이상학은 전적으로 감각의 문제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실재론적 세계관에 관한 논설』의 기고자들은 「관념론의 문제들」 

에서 보이는 신정론적 입장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들에 따르자변， 역사는 

자연이 인간화되는 불가항력적인 과정이었으며 그것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바로 계급투쟁이었다.닮) 

사실상 실재론자들에 게는 사회 적 진보가 생활의 발전 이상이 아니 었다. 그 

발전 단계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용되고 있었다. 실재론자 

들은 이런 구도 속으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서술한 역사 

에 대한 유물론적인 기본 주장을 포함시켰다. 실재론자들은 역사적 펼연성과 

기계적 필연성을 동일시하면서 실재적인 역사과정을 위하여 도덕적인 판단의 

적용가능성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루나차르스키는 나 

중에 “자연현상과 도덕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라 

고 썼다.인) 이렇듯 실재론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개별 인간생활에서 도덕은 

사회적 병리현상에 불과하며 사회 변화와 함께 펼연적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실재론자들은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상(H，lleaJl)이 란 역사적 창조 과정에 

참여한 인격의 심리적인 사실로서만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상은 사람들의 활동에 자극을 주지 만， “우리 가 아름답게 웃으면서 멀 리 보 

도록 만드는 훌륭하고 밝은 관점으로서 배고픔과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과 같 

55) c. nOpOBaTOBCKI깨 11 B. l.japymIlKoB, pell.(1904) Olfep쩌 peaJ1HCTHlfeCKoro ~flfpoB033peHHJI: 

cα CTaTe.α 110 rþHJIOCOrþHκ 06DÆeCTBHHoR HayKe H :KH3HH, C. V; A. A. EpMII'IeB(1989) 

"np06J1eMbI IIlIeaJlll3Ma 11 O'lepKII peaJlIICTII'IeCKOrO MllpOB033peHIIJI - nOJleMIIKa 0 

COUllaJlbHOM 1I1IeaJle," φ'HJIOcorþHJI H OCB060IIHTe.π'bHOe IIBH:KeHHe B POCCHH, J1eHIIHrpall, 

C. 171에서 재인용. 

56) A. A. EpMII'IeB (1989) "np06J1eMbl IIlIeaJlll3Ma 11 O'lepKII peaJlIICTII'IeCKOrO MllpOB033peHIIJI 

- nOJleMIIKa 0 COUllaJlbHOM 1I1IeaJle," CC. 178-179. 

57) A. B. J1yHa'lapcK때(1905) 3T1o.쩌 KpHTHlfeCKHe H 110JIebHlfeKCKHe, M., C.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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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리적인 원인들에 의하여 생겨났다"58)는 것이다. 이상이 아니라면， 인간 

은 사회활동을 할 때 무엇으로부터 지도받아야 하는가? 실재론자들이 볼 때， 

그것은 오직 불가피성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이다. 이 점을 보그다노프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하였다. 

누군가 생활에서 발생되는 변화의 흐름을 알고 있고， 그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흐름의 기본적인 방향에 반대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알지 못하는 방향 

으로 떠내려가는 물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 있지도 않고， 비록 실재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허구적인 버팀대를 찾아 펼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도 

아니다. 오늘날의 실재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돼) 

이처럼 『설재론적 세계관에 관한 논설」에 기고한 설재론자들은 인식론적인 

입장과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관념론자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관념론의 문제들』에서 본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그 논문집이 노동 

운동을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로써 실재론자들은 자연주의적인 ‘투쟁 윤리’의 형식 속에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인간적인 도덕의 보유자는 프롤레타리아트였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세계 

적 역사적 역할이 중시되었다. 실재론자들 그 중에 특히 보그다노프와 루나 

차르스키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 속에서 이상적인 인격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루나차르스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의 성장이라는 이상(理想) 인류의 사회생활의 내적 

인 조화의 성장이라는 이상， 이러한 이상은 진정 학문적인 것이며， 프롤레타 

리아트적인 가치체계의 구심점이자 부르주아적인 온갖 가치들에 대한 재평 

가 기준이 될 수 있다，60) 

58) A. B. JlyHa4apcKH꺼(1905) !KH3Hb H 刀HTepa Typa, M., C. 262. 

59) A. A. BorlIaHoB (1905) Co6HpaHHe yeJ10BeKa HOBblil MHp CTaTbH 1904-1905 rπ M., C 

167; A. A. Ep뻐4eB (1 989) "flpo6.πeMbI HoeaJ1H3Ma H OqepKH peaJ1HCTHqeCKOrO MHpO 

B033peHHJl - nOJleMHl< a 0 COI.\HaJlbHOM HlIeaJle," C. 182에 서 재 인용. 

60) A. B. JlYHa4apC I<Hlt(1906) "3THl< a H MapI< CH3M", BeCTHHK :t<H3HH, no. 1. c. 24. A. A. 

EpMH4eB (1989) "flpo6J1eMbI HoeaJ1H3Ma H OqepKH peaJ1HCTHqeCKOrO MHpOB033peHHJl 

nOJleMHl<a 0 COI.\HaJlbHOM HlIeaJle," C. 180에 서 재 인용. 



『관념론의 문채들』의 출간과 그 의의 319 

공교롭게도 『관념론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1902년에 출간된 『무엇을 할 

것인가? .!l 61l를 통하여 볼셰비즘의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가던 레닌 (B. Il JleHHH) 

은 『관념론의 문제들』과 『실재론적 세계관에 관한 논설』 사이에 벌어진 논쟁 

을 나름대로 정리할 펼요성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재론자로 자처하는 

실증주의자들에게서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 

게 되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1908년에 집필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통하 

여 칸트철학과 마흐주의의 인식론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를 닦게 되었다.62) 

실증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반(反)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관념론 

의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반면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논문집에 대 

해 반응을 보인 글들도 물론 발표되 었다. 펼로소포프(ll. B. φHJJOcolþOB)는 『관 

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심연을 뛰어넘어 신을 경험하고 내적인 신비의 세계로 들어설 것을 

권고하였다，63) 이 외에도 정교회적 관점에 입각한 논평가들은 『관념론의 문제 

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논문집 안에 

서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가 점차로 종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를 확 

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나오는 말 

『관념론의 문제들」을 둘러싼 논쟁은 1905년 혁명이 발발하면서 잠잠해졌지 

만，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우선 『실재론적 세계관에 관한 논설』이라는 논문 

집을 통하여 관념론자들을 비판했던 일군의 인물들은 건신주의(建神主義 

õorOCTpOHTeJJbCTBO)라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종교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것은 기본적으로 콩트의 인류교라든지 포이에르바흐의 종교의 연장선상에 있 

61) 레닌 (1999) ~무엇을 할 것인가?~， 최호정 옮김， 서울: 박종철 출판사. 

62) 레닌(1992)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 박정호 옮김， 서울: 돌베개. 이 책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岩佑BW986)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해설』 

교양강좌편찬회 역， 서울: 세계. 
63) n. B. φHJlOC때oB (1 904) "J1HTepaTYPHaJl xpoHHKa," HOBblR nyTb, no. 7, c.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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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으나~관념론의 문제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실증주의 

자들 나름대로의 고심의 결과임에는 틀림없었다. 

또한 『관념론의 문제들』의 일부 기고자들은 1909년에 『향방표지』라는 제목 

의 논문집을 출간하게 되었다~향방표지』에는 스트루베를 비롯하여 베르자예 

프， 불가코프， 프랑크， 키스차코프스키 등 『관념론의 문제들』에 기고한 5명이 

총 8명의 필자들 가운데 포함되었다 w향방표지』는 『관념론의 문제들』과 마찬 

가지로 인텔리겐치아의 사회 운동의 근본적인 원칙을 다루었다. 다만 이 두 

논문집 사이에는 1905년 혁명에 대한 경험이 개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방 

표지』는 1905년 혁명의 실패의 원인을 인텔리겐치아의 내적 모순에서 찾았으 

며，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운동이 지닌 위험성을 예언조로 경고하였다. 1902년 

에 출간된 책과 마찬가지로 『향방표지』도 출간된 지 일 년 내에 5판이나 발간 

될 정도로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논문집의 논조를 반박하는 각양각색의 글들 

이 발표되었음은 물론이다.없) 나아가 일부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은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깊은 데서』라는 논문집을 출간하였다~깊은 

데서」에는 스트루베， 베르자예프， 프랑크， 불가코프 등 앞선 두 논문집의 기고 

자들만이 아니라， 노브고로드체프와 아스콜도프처럼 『향방표지』에는 빠졌던 『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도 가담하였다~깊은 데서』가 집필됨으로써 

1902년에 나온 『관념론의 문제들~， 그리고 1909년에 출간된 『향방표지』와 함 

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운동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삼부작이 완성되게 되 

었다. 

종합해 보자면~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은 어찌 보면 예지 능력을 가 

지고 혁명적 인텔리겐치아가 제시하고 있던 변혁의 방향이 지닌 사상적인 문 

제점들을 지적해주었다. 그들이 보기에 혁명적 인텔리겐치아는 ‘존재’와 ‘당위’ 

를 혼동했을 뿐만 아니라， 실증주의적 인식론으로서는 불가능한 요소들을 자 

기들의 사상체계 속에다가 교묘히 밀수입하여 짜 맞춘 거짓된 진보를 선전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인텔리겐치아가 추구하고 있던 운동의 기 

본 철학은 전제정부의 노선 이상으로 많은 내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던 셈이었다. 이런 점에서 『관념론의 문제들』은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자유 

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념론의 문제들」이 출간된 이후의 러시아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이 논문집 

64) 이인호(1989) rVekhi 논쟁」， 「인텔리겐찌야와 혁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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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고자들의 비판과 경고는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에게 별로 수용되지 않았 

다. 특히 『깊은 데서」가 펀집되었을 무렵에는 『향방표지」에서 예견된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파괴적인 특징들이 이미 눈앞에서 확인된 다음이었으므로， 현 

실적으로 『관념론의 문제들」의 기고자들이 러시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고자들은 조국을 떠나 망명생활 

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근본적으로 

무의미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구나 아는 바처럼 공고할 것만 같 

았던 소련체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와해되었다.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소련 체제 자체 

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련 체제 

를 성립시킨 러시아 혁명의 이념적인 토대와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러시아 혁명， 소련 체제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소련의 해체 등 일련의 

주제들은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성사적인 측면에서도 떼려 

야 벨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된 바처럼， 소련에 

서 사회주의 체제가 약화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시기 

에 『향방표지」와 『깊은 데서」 같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저술들이 소련에서 

흡사 유행처럼 출간되었으며 또 적극적인 연구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기에서 상세히 

고찰할 지면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삼부작의 연속성 문제 

를 포함하여， 19세기 중반부터 소련의 해체 시기까지의 인텔리겐치아 운동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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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H3~aHHe C60pHHKa llpo6ßeN HReaßH3Na H ero 3HaqeHHe 

qo , XO-EH 

3Ta CTaTb~ nOCB~meHa HCTOpHH H 3HaqeH싸o no nOBOIlY C60pHHKa TJpo6JIeu“ 
HlleaJIH3Ma , KOTOpbI꺼 nO~BHnc~ nOIl o6me낀 pellaK l.\HeH n. Il HOBrOpOIll.\eBa B 

KOHl.\e 1902 r. BonbWHHCTBOM aBTopOB 3Toro C60pHHKa 6b1Jlli neranbHbIe MapKCHCTbI 

Il 3eMCKHe nH6epaJlbl. K 3TOMy BpeMeHIl, C OIlHOH CTOpOHbI, neranbHble MapKCHCTbI, 

KaK n. B. CTpyBe, H. A. Bep~eB ， C. H. BynraKoB H C. J1. φpaHK ， OTBepra~ OCHOBHbIe 

npHHl.\Hnhl OpTOIlOKcanbHoro MapKCH3Ma, CTanH OTHOCHTbC~ nonO*HTenbHO K 

nll6epanH3MY. A C IlpyroH CTOpOHbI, 3eMCKHe nH6epanbI, KaK E. H. Tpy6el.\KOH, C. 

H. Tpy6el.\ KO꺼， C. φ. OnblleH6ypr , Il n. E. lKyKOBCKH때， nOllqëpKHBanH Heo6xollHMOCTH 

BBelleHH~ KOHCTHTYl.\HOHHOH CIlCTeMhl B POCCHlO. B 3TOM CMblcne OHH ycnenH Ha다TH 

06mllH ~3bIK Me*IlY caMIlM C060H H peWHnH H31laTb C60PHHK TJpo6JIeMbl HlleaJIH3Ma. 

npe*lle Bcero, aBTopbI 06paTHnH qpe3B~aHHoe BHHMaHHe Ha iþHnocoiþCKHe OCHOBhl 

peBOJ1lOl.\HOHHOH HHTennHreHl.\HH POCCIlH. I1lleanHCTbI nepeCMa TpHBanH HeKOTopble 

OCHOBonono*eHH~ n03HTHBH3Ma H MaTepHanH3Ma, qTO, no HX MHeHHIO, nepenyTbIBanH 

’ 6hlTIle ’ K ’1l0n*eHCTBOBaHlle ’. BbITlle He BMewaeT B ce6~ CB060llbI H TBOpqeCTBa. 

OIlHaKO, Korna qenOBeK MblcnHT HÆI nepe*IlBaeT HeqTO KaK non*Hoe , CO 3HaKOM 

1l0n*eHCTBOBaHIl~ - OTHoweHlle ero K COllep*aHHIO 3Toro 1l0n*eHCTBOBaHH~ co

BepweHHO Ilpyroe , qeM K cOllep*aHIlIO 6bITH~. TeopH~ nporpecca, yCTaHoBIlBwa~c~ 

n03HTIlBIlCTaMH, eCTb HeqTO rOpa3 1l0 60nbwee , He*enH BC~Ka~ p~IlOBa~ HayqHa~ 

TeopH~. ABTOpbI C60pHIlKa CqllTanll , qTO B Teop짜1 nporpecca n03 IlT IlBHa~ HayKa 

CTpeMHnaCb nor nOTHTb penHrH03HylO Bepy. nO MHeHHIO H. A. Bepll~eBa ， HpaB

CTBeHHbI꺼 3aKOH no CBoeH npllpOlle npHHaane*IlT l.\apcTBy cB0601lbI, a He l.\apCTBy 

Heo6xOIlIlMOCTH. nanee , OH YTBep*llan a6conlOTHylO l.\eHHOCTb nHqHOCTH KaK CO 

llep*aHH~ KaTerOpllqeCKOrO IlMnepaTHBa H paCCMaTpllBan 06meCTBeHHoe pa3BHTHe 

KaK cpellCTBO eë yTBep*lleHH~. n. 11. HOBropOIll.\eB yBllllen B 3TIlqeCKOM npHMaTe 

nHqHOCTIl Hall 06meCTBOM OCHOBaHHe TeopHH eCTeCTBeHHoro npaBa, B npOTHBOBec 

HaTypanHCTllqeCKOMY Il IlCTOpHqeCKoMy ee TonKOBaH싸o. ECTecTBeHHo, qTO C60PH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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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ψ06.πBMb! H,aeaJIH3Ma rrp06Y:l<llaJl 6YPHylO 마iCKyCClllO CO CTOpOHbI rr03llTllBllCTOB rro 

rrOBOllY COUllaJlbHOH 뻐CJlll. OHll, Ha3bIBaj! ce6j! peaJlllCTaMll, COCTaBllJlll B KaqeCTBe 

OTBeTa Ha flpo 6.πeMb! H,aeaJIH3Ma aJlbTepHaTllBHbIH C60PHllK rrOll Ha3BaHlleM O'lepKH 

peaJIHCTH'leCKOrO MHpOB033peHHß B 1904 r. 

f1. E. CTpyBe, H. A. Eepllj!eB, C. H. EyJlraKOB II C. 지. φpaHK II E. A. KllCTj!KOBCKllH 

rrpllH j!Jlll yqaCTlle B C60pHllKOM BexH, KOTOpbIH 6bIJl rrpOllO Jl:l<eHlleM rrepBor。

KOJlJleKTllBHoro MaHlliþecTa pyccKoro lllleaJlll3Ma, TO eCTb, flp06JIeM H,lleaJIH3Ma. 

C60PHllK BeXH TaK:I<e rrepeHOCllJl aKueHT Ha aHaJlll3 BHyTpeHHero llYXOBHoro CTpOj! 

JlllqHOCn’ II eë peJlllrll03HO-HpaBCTBeHHblX oplleTllpOB. KpoMe Toro, COCTaBJleHHbIH 

B 1918 rOllY, rrOCJle 60JlbWeBllCTCKOH peBOJlIOUllll, C60PHllK H3 rJIy6HHM BHOBb Ha

CJlellOBaJl rrpeuelleHTHoe 3HaqeHlle flpo6JIeM H,lleaJIH3Ma. 

B 06Il(eH CJlO:l<HOCTll , C60PHllK flp06JIeMM H,aeaJIH3Ma BbIIlOJlHllJl pOJlb KOHCO Jlll 

llllpylOIl(ero Jlll6epaJlbHOrO llBll:l<eHllj! POCCllll B HaqaJle 20-ro BeKa. KaK ll3BeCTHO, 

KpllTllKll aBTopOB flp06JIeM H,aeaJIH3Ma He OKa3bIBaJlll HllKaKoro BJlll j!Hll j! Ha 

peBOJlIOUllOHHylO llHTeJlJlllreHUlllO. OllHaKo , 3TO He CBlllleTeJlbCTByeT 0 TOM, qTO 

OTplluaTeJlbHhle paccy:l<lleHll j! aBTopOB flpo6JIeM H,aeaJIH3Ma rro allpecy peB。

JlIOUllOHHOH llHTeJlJlllreHHllll He llMelO T 3HaqeHll j!. Ha060poT , rro HaweMy MHeHlllO, 

rrepen HaMll rrpenCTOHT 3anaqa OTBeTHTb Ha Borrpoc 0 TOM, KaK OCHOBOrrOJlO:l<eHHj! 

peBOJlIOUllOHHOH llHTeJlJlllreHUllll, o6cy:l<naBwllec j! B flp06JIeMaX H,lleaJIH3Ma , rrpHBeJlH 

K pacrrany C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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