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제국의 두 학술원을 이끈 여성총재: 

예카데리나 다쉬코바의 공적 활동 돌아보기 

한 정 숙* 

1. 들어가며 - 다쉬코바 르네상스의 언저리 

여성사 연구는 “역사에 여성을 돌려주고자(restoring women to history)" 하 

는 시도이고 이는 “여성에게 역사를 돌려주고자(restoring history to women)" 

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기 여성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역사 속 여성들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였다.2) 

무릇 역사 연구의 역할 중 하나가 “보이지 않던 과거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 

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러시아 여성의 역사도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자랑 

하면서 여성의 존재를 역사 속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여성사는 연구대상에서 오랫동안 편향성을 드러내 왔다. 적 

어도 냉전의 종식 이전까지는 소련에서도 소련 밖에서도 러시아 혁명기의 여 

성운동， 소련시기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관련 정책 등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 

다.3) 혁명운동과 여성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러시아 여성의 삶은 억압과 종속 

으로 일관했다는 인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변화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Gisela Bock(1999) "Women’s History and Gender history: Aspects of an 

Intemational Debate," Robert Shoemaker & Mary Vincent(ed.) Gender & 
History in Western Europe, London, New York et al., p. 25. 

2) 유럽 여성사 연구의 중요한 성과를 모은 한 책의 제목이 이를 잘 말해준다. Renate 
Bridentha1, Claudia Koonz, Susan Stuard ed.(1987)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Boston et al. 

3) 1970년대 후반 미국 연구자들이 펴낸 한 책은 ‘러시아의 여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열일곱 편의 논문 가운데 19세기 이전의 여성의 역사를 다룬 글은 한 편뿐 

이 다. Dorothy Atkinson, Alexander Dallin, Gail W. Lapidus ed. (1977) Women in 
Russia, Stanford. 이 중 19세기 이전의 러시아 여성사를 다룬 글은 Dorothy 
Atkinson의 "Society and the Sexes in the Russian Past"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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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연구대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선입견이 연구자들 사이에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근대의 여성해방운동 이전까지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삶 

의 공간은 이른바 ‘사적 영역’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러시아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공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4) 그들 

의 삶은 규방(園房 TepeM) 속에 갇혀 있었다. 16세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주도 

로 제정되어 중상층 이상 계급 여성들의 생활규범으로 통용되어 온 『가정규 

범집 (lloMOCTp。때)~은 여성의 임무는 가사를 돌보는 것이라 못박았다. 이 규범 

집은 모든 일에서 아내를 가르치고 감독할 책임을 남편에게 부여하였으며， 아 

내는 요리， 빨래， 청소， 자녀돌보기， 하인 감독하기 등의 모든 집안일에서 남 

편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5) 여성은 매일 어떤 일이건 남편에게 물어보고 상 

의해야 했으며， 이는 바깥출입을 하거나 손님을 초대하는 일은 물론， 심지어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었다，6) 

『가정규범집』은 남편을 교사요 상급자의 자리에 아내를 학생이요 하급자의 

자리에 놓아두면서， 남편이 ‘가르치는’ 말을 아내가 알아듣지 못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했다. 비록 체별은 단 두 사람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교회의 규범집은 엄연히 가정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7) 물론 이와 같은 규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폭력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현실 속에서는 온정주의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완화시켜 주고 있었을 것이다. 여성 해방운동 이전의 러시아 여 

성의 삶에서도 국가와 교회가 강요하는 폭압에서 벗어난 공간은 존재했으며， 

이 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18세기 초에 황제 표트르 1세가 서구화 정책을 펴면서 상류층 여성 

들의 삶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찾아들었다. 여성들도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바깥출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아닌 남성들과도 사교모임에서 만나 교류할 

4) 19세기 이전까지는 귀족층의 경우에조차 여성 교육은 집안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가 

사를 가르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최상층 귀족 가문출신을 제외한 많 

은 귀족 여성들이 문맹이었다. ]anet M. Haπley(1999) A Socia! History o[ the 
Russian Empire 1650-1825, London and New York, pp. 140-141. 

5) ~가정규범집 (lloMOCTpOIl)~ (2001), 29항， MOC I< Ba, CC. 42-43. 
6) 같은 책， 34항， CC. 48-49. 
7) 같은 책， 38항， 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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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세기는 러시아 제국에서 유례없이 많은 여성 통치자 

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8) 예카테리나 1세， 안나 이바노브나， 엘리자베 

타， 예카테리나 2세 둥 4명의 여성황제가 러시아를 통치했고， 이반 6세의 어 

머니 안나 레오폴도브나는 섭정으로 1년 남짓 러시아의 국정을 책임졌다. 특 

히 예카테리나 2세는 30년 넘게 재위하면서 ‘귀족들의 황금기’라 부를 만한 

특색 있는 시대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여성 황제는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명의 남성 총신을 임명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로 활용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상류층 여성들이 사교계에 진출하고 여성군주들이 줄줄이 통치했다 

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전반적 지위가 향상되었거나， 여성들의 공적 활동이 활 

발해졌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군주들은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 

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들의 통치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아니었다. 

이 런 점 에 서 예 카테 리 나 로마노브나 다쉬 코바(EKaTepHHa POMaHOBHa naWKOBa, 

1743-181이는 근대 이전의 러시아 역사에서 단연 눈에 띈다. 그녀는 예카테리 

나 2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적 학문적으로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했기에 한 연구자는 그녀를 예카테리나 여제와 병칭되는 ‘또 하나의 예카테리 

나’라 부를 만하다고 여겼다.9) 또 다른 연구자는 다쉬코바를 ‘소(小)예카테리 

나(EKaTepHHa Mana~)’라고 부르고 있다.1이 

예카테리나 2세가 새 통치자로 옹립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치적 

활동가로서， 디드로， 볼테르 둥 계몽주의 지성인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 

면서 그들과 대둥한 위치에서 담론을 나누었던 지식인으로서， 러시아제국의 

중앙학술원인 페테르부르그 학술원(neTep5yprcKa~ AKaneMH~ HaYK)과 러시아 

한림원(POcCHì!cKa~ AKaneMH~) 이 두 최고 학술기관의 총재직 11)을 맡아 러시 

8) 러시아 역사에서 18세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최고 통치자가 되었던 인물은 키에프 

공국 시절의 올가와 표트르 1세의 이복누이로서 섭정의 지위에 올랐던 소피야이다. 

9) Nikolai Pavlenko(1999) "The Other Catherine (Yekaterina Dashkova, Founder of 
the Russian Academy)," Russ따n Life, December 1, VoL 42, Issue 1, p. 51. 또 다 
른 연구자도 예카테리나 2세와 예카테리나 다쉬코바의 인간적 교유와 우정， 정치적 

영역에서의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두 사람을 같은 반열에 놓아 ‘두 예카 

테리나’로 일걷고 있다. C. P. llo.nrosa(때1) ’뼈e El<aTepllllLl 0띠e뻐 113 )!(I!3HIl XVIII se l<a)," 
E. P. llamKoB8 H poccHDcKoe 06ll1.eCTBO XVIn CTOJ1eTHJI, Moc l<sa, CC. 211-218. 

10) M. M. Calþ<>Hos(1996) "E l<aTepllHa MaJJa51 11 ee 38nHcKH," EK8TepHH8 POM8HOBH8 llamKoB8. 

HccJ1eIlOB8HHJI H M8TepH8J1b1, cn6. , CC.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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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국의 학술·교육정책을 총지휘하고 러시아어 사전 편찬을 주도한 학자로 

서， 작곡을 하고 희곡을 쓰고 광물표본을 수집하는 등둥 종횡으로 지적 활동 

을 펼친 만능천재로서， 다쉬코바는 당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세기에는 혁명가 알렉산드르 게르첸도 다쉬코바의 삶에 큰 흥미를 느꼈 

던 듯， 그녀에 관한 긴 글을 남겼다.12) 게르첸은 전제군주였던 예카테리나 2 

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데 반해 13) 다쉬쿄바에 대해서는 꽤 호 

의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데，14) 이를 보더라도 말과 행동이 어긋났던 예카테리 

나 2세 15)와는 달리 다쉬코바는 진정으로 계몽주의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주도 아니고 전쟁영웅도 아닌 그녀 

는 그 후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러시아 역사 연구자들에게 

서도 잊혀지다시피 하였다.16) 

그러나 냉전 종식과 더불어 연구자들이 혁명사 및 혁명 운동사， 소련체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러시아 역사의 다른 영역으로 광범하게 관심을 넓혀가고， 

여성의 역사도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러시아 안에서도 러시아 밖에서도 혁명 

사와 소련시대사를 넘어선 여성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을 발표하였다)7)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 

11) 업밀하게는 페테르부르그 학술원장직과 한림원 총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원장 

은 뻐peKTOp neTep6yprCKOß AKa~eMHH HayK라 불린 반면 한림원 총재는 npe3H~eHT 
POCCHßCKOß AKaaeMHH라 불렸다. 

12) A. H. repueH (1992) "KHJl rHHJI EKaTepHHa POMaHOBHa llamKoBa ," CnpaBO'lHbllI rOM K 

3anHCKaM E. P. LJalllKoBol1, EKarepHHbI II, H. B. ßOJη'XHHa， MocKBa, CC. 17-73. 이 글은 
게르첸이 러시아 정치 및 정치사의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해 평가한 부분과 뒤에 

서 말할 다쉬코바의 회고록 내용을 충실하게 축약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같은 책， CC. 7-15. 
14) 게르첸은 다쉬코바에 대한 글을 이렇게 끝내고 있다. “얼마나 광장한 여성인가! 얼 
마나 강력하고 풍요로운 존재인가!" 같은 책， c. 73. 

15) 예카테리나 2세가 스스로 계몽군주가 되고자 하여 통치 초기에 입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푸가효프의 반란 이후 

입법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개혁시도를 거의 무효화해 버렸고， 농노제가 없던 지역에 

농노제를 도입하였다. 그녀의 통치 시기는 농노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시기였다. 

16) 앞에 서 언급한 Dorothy Atkinson, Alexander Da11in, Gail W. Lapidus ed.(1977)의 
책 W omen in Russia에서도 다쉬코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후로도 다 

쉬쿄바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어 옹 상황에 대해서는 ]ehanne M. Gheith(1995) 
"Introduction," The M emoirs 01 Princess Dashkova, tr. & ed. by Kyril Fitzlyon, 
Durham and London, p. 3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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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코바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소련체제의 해체 이후， 볼셰비키 혁명 이 

전 러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전통을 찾아내고자 시도하게 된 러시 

아 학계의 움직임은 다쉬코바의 재발견에 아주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은 그의 탄생 250주년을 기 념 하는 해 였고 1994년 

은 그녀가 주도하여 러시아 한림원이 펴냈던 러시아어 사전의 완간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으므로， 이에 즈음하여 그녀의 학문적， 공적 활동을 조명하는 활 

발한 움직임이 계속되었다.18) 모스크바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다쉬쿄바 기념 

모스크바 인문대학(MOCKOBCKHA rYMaHHTapH~A HHCTHTyT HMeHH E, p, aamKOBOA)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대학은 정기적으로 다쉬코바 독회 (aamKOBCKHe qTeHH~)를 

개최해 오고 있다.19) 최근의 러시아 연구자들은 다쉬코바를 여성사의 맥락에서 

연구한다기보다 다쉬코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18세기 러시아 사회 전반 

을 살펴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은 18세기 러시아에서 능동적인 여성주체로서 공적 영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던 예카테리나 다쉬코바의 활동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체 

(subject)’라는 말은 ‘자기결정권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로 한다. 혹자는 이 말이 ‘지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이 

론에서 별 인기가 없다고 주장한다，2이 하지만 주어진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들 

과 소통하며 자기세상을 만들어 갔던 다쉬코바의 삶을 표현하는 데는 현재로 

서는 이 주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삶과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다쉬코바가 여성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그녀가 반 

17) 그 가운데 가장 왕성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러시아 연구자는 나탈리야 푸쉬카레 

바이다. 그녀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여성사를 광범하게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영어문헌 중에서는 푸쉬카레바의 책을 편역한 N, L. Pushkareva, 
Eve Levin(1997) Women in Russian History: From the Tenth to the Twentieth 
Centurγ， New York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푸쉬카레바의 책도 완벽한 것은 아니 

다. 해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실관계의 오류가 너무 잦다. 
18) E, A, μBaHOBa， K, 10, J1anno-lIaHHJleBC l<때， 3, A, Tponn(1996) "뼈HJleß E, P, lIaml<OBoß B 

neTep5ypre," EKaTepHHa POMaHoBHa l1amKoBa. HCCJ1epOBaHHJf H MaTepHaJIbl, Cn5" c, 5; 

J1, B, T퍼QHHHa(2002) "E, P, lIamKoBa H CJ10Bapb AKapeMHH POCCHHCKOH," E. P. l1amKoBa 

H ee COBpeMeHHHKH, MocKBa, CC , 6-9, 

19) "OT pellKOJlerHH," 같은 책， c, 5, 
20) 메기 험 (1995) r페미니즘 이론사전~ , 심정순·염경숙 옮김， 서울: 삼신각，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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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근대 페미니즘적 여성의식을 가졌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여성의 

식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이었다. 연구자는 그녀의 전기적 자료를 통해 젠더의 

식을 추적하고， 이를 다시 그녀의 삶 속에 투영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침 다쉬코바는 『회고록(Mon histoire).D을 남겨 그녀의 삶과 활동을 연구하 

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21) 이 글에서는 키릴 피출 

리온이 번역하고 편집한 영역본을 이용하였다.껑) 다쉬코바가 아일랜드 출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윌모트 자매(마르타와 캐더린)를 위해 집필한 회고록은 원문 

이 프랑스어이나， 마르타 윌모트가 이를 영어로 옮겼고，껑) 이 윌모트 영역본 

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나는 프랑스어본과 윌모 

트 영역본을 입수할 수 없었다. 피출리온의 영역판은 마르타 윌모트의 영역본 

가운데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듯하나 다쉬코바의 활동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쉬코바의 젊은 시절과 ‘두 예카테리나’의 교유 

다쉬쿄바의 만년에 몇 년 동안 함께 지냈던 캐더린 윌모트는 『러시아 일기』 

에서 다쉬코바를 이렇게 평했다. 

내가 보기에 다쉬코바는 국가의 지배권을 잡거나 군대의 대원수(大元帥) 

가 되거나 아니면 제국의 정세장관(徵親長官)이 되어야 자기 본령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실제로 그녀는 18세에 혁명을 주도했고 그 후 12년 동안 

학술원과 한림원을 이끌었던 여성의 삶과 어올럴 만한 대업(大業)을 담당하 
기 위해 태어났다.24) 

이는 다쉬코바가 국가 공인으로서 천부적 재능을 타고 났음을 관찰자의 시 

21) 게르첸은 “다쉬코바의 탁월한 회고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A. H. repueH (1992), 
"KH.lI rHH.lI EKaTepHHa POMaHOBHa lIamKoBa ," c. 23. 

22) 각주 16)의 서지사항을 참조하시오. 
23) 다쉬쿄바 회고록이 여러 개의 판본을 가지게 된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는 A. Woronzoff

Das바‘off(1995) "Afterword," The Memoirs cf Princess Dashkova, pp. 잃3-잃7 참조. 

24) Martha & Catherine Wilmot(197l) The Ru.ssian Journals of Martm and Catherine 
Wilmot, ed. by Marchioness of Londenderry and H. M. Hyde, New York, p.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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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평한 말이라 하겠다.25) 하지만 비슷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능력올 펼 

칠 기회가 없었던 다른 여성도 있올지 모른다. 다쉬코바가 공적 영역에서 괄 

목할 만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최상층 귀족 가문출신이었 

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쉬코바는 결혼 전 이름이 예카테리나 보론초바이며， 1743년 대귀족인 로 

만 보론초프 백작과 부인 마르파의 딸로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태어났다.26) 

그녀의 세례 때에는 엘리자베타 여제가 대모가 황태자인 표트르 대공(미래의 

차르 표트르 3세)이 대부가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보 

론초프 집안은 황실과 긴밀하게 교류하였으며 예카테리나의 두 언니는 모두 

엘리자베타 여제의 시녀로 입궐하여 살았다. 

그러나 어린 예카테리나(다쉬코바)낌)에게는 일찍 불행이 찾아왔다. 두 살 

때 어머니 마르파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인 로만 보론초프는 향락주의 

자로서 딸의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엉) 백부인 미하일 보론초프 백작은 이를 

딱하게 여겨 어린 다쉬코바를 예닐곱살 무렵부터 페테르부르그의 자기 집에 

서 거두어 기르기 시작했다. 

이는 다쉬코바의 삶에서 첫 번째 중요한 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하일 보 

론초프는 엘리자베타 여제의 사촌자매와 결혼한 황실의 인척이었을 뿐 아니 

라 정치적으로도 여제의 최측근으로서， 부수상의 직책을 거쳐 1758년부터 

25) 게르첸도 다쉬코바의 정치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국정에 관 

한 이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다쉬코바”라고 쓰고 있다. repl1eH(1992) "KHji f"HHji 

EKaTepHHa POMaHOBHa llamKoBa," c. 46. 
26) 다쉬코바는 회고록에서 자기의 출생년도가 1744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알 수 없다. 영역자인 피출리온은 이를 오기라고 여기고 있다. The Memoirs 
of Princess Das싸ova， p. 31 본문 및 피출리온의 각주 1. 그러나 그 후의 회고록 
서술이 계속 1744년 출생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쉬코바가 

자기 나이를 의도적으로 한 살 줄여 말한 것 같다. 

27) 예카테리나 2세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결혼 전의 예카테리나 
보론초바도 다쉬코바라 부르기로 한다. 

28) 당시 떠돌던 소문에 따르면 로만은 예카테리나가 자기 친딸이 아니라 니키타 파닌 

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 다쉬코바가 파닌의 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The M 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117. 예차테리나 2세도 두 부녀 
의 사이가 나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기 회고록에서 “다쉬코바 여공작의 

아버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M emoirs of Catherine The 
Great of Russia. tr. by K. Anthony(1935), New York,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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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까지는 수상의 자리에 있었던 정치적 거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집에는 

수많은 주요정치인， 외국 사절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 

누며 그들올 관찰하면서 어린 다쉬코바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미하일 보론초프는 조카딸인 다쉬코바의 교육에 

도 큰 정성을 기울였다. 다쉬코바는 미하일의 외딸인 사촌 안나와 같은 방을 

쓰면서 똑같은 최상급 교육을 받았다. 가정교사가 담당한 귀족식 사교육을 통 

해서 두 소녀는 네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인 외 

국어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의 교육에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할애되었다.잃) 그래서 당대의 많은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다쉬코바는 프랑 

스어를 러시아어보다 더 능숙하게 썼다.30) 

그러나 교육내용과는 별도로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정서적 보살펌은 부족했 

다. 시간은 남아돌고 심정은 허전한 사춘기 시절， 다쉬코바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독서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열 세 살 나던 해 홍역에 걸 

리는 바람에 잠시 수도를 떠나 시골에 격리되어 살았는데， 병이 나은 후부터 

는 책에 파묻혀 밤을 지새우기 시작하였다.30 미하일 보론초프의 장서가 다쉬 

코바의 지적 탐식을 위해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가 특히 탐독 

한 것은 베일， 몽테스키외， 볼테르 둥 계몽사상가들의 저서였다. 그녀의 계몽 

주의적 세계관은 이 시절에 이미 확고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러시아에 

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게 되자 백과전서와 같은 책을 프랑스에서 인편으로 

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여 10대 중반의 다쉬코바는 900권에 달하는 자기 

장서를 가지게 되었다. 어떠한 보석보다도 책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그녀 

는 모든 용돈을 책을 사는 데 썼다，32) 

다쉬코바의 지식욕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원천은 미하일 보론초프의 방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치외교문서들이었다. 다쉬코바는 백부의 허락을 받고 

옛 서류더미를 뒤져 페르시아의 통치자(샤)가 예카테리나 1세에게 보낸 편지， 

중국 황제가 러시아 정부에 보낸 편지 등을 흥미롭게 읽으면서 아주 어린 시 

절부터 지녀왔던 정치적 관심을 더욱 강화시켜 갔다.잃) 

29)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32. 
30) 다쉬코바가 회고록을 프랑스어로 집필했다는 사실만 상기해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31)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33. 
32) 같은 책， p. 35. 
33) 다쉬코바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늘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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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절의 다쉬코바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여성 교육을 따로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러시아에서 여성을 위한 공교육기관은 예카테리나 2세 시절에 

귀족집안 딸들을 위한 기숙학교의 형태로 처음으로 세워졌으므로， 다쉬코바 

에게는 공교육의 기회가 애초에 없기도 했다.34) 따라서 다쉬코바는 자신의 의 

지와 관심에 따라 독서를 하였고 그 결과 맹렬한 지식용과 지적 재능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해 갔다. 

다쉬코바가 예카테리나 2세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준 매개 고 

리는 바로 두 여성이 공유하고 있던 높은 지적 수준이었다. 다쉬코바가 미래 

의 예카테리나 2세인 예카테리나 대공비(황태자빈)를 처음 만난 것은 1759년 

겨울이었다. 다쉬코바는 16세였고 대공비는 그보다 열네살이 더 많았다. 대공 

비도 다쉬코바가 독서를 많이 하는 소녀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렇기 때 

문에 첫 만남 때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다. 적어도 다쉬코바는 회고록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35) 

독일의 소군주국 안할트 제르프스트 군주의 딸로 열 네 살 나이에 황태자 

인 표트르 대공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러시아 황실로 온 예카테리나 대공비 

는 결혼 이래 줄곧 거북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역시 독일의 군주국(흘슈 

타인-고토르프) 출신인 표트르 대공은 교육수준이나 재능 등 많은 면에서 예 

카테리나와 비교가 되지 않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당찬 부인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여성을 정부로 삼아 

심정적 위안을 얻었으며 부인이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도 방관했다. 표 

트르의 이모이자 후견인인 엘리자베타 여제도 두 사람 관계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엘리자베타 여제가 세상을 떠나면 대공비의 지위에 어 

떤 변동이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36) 그래서 대공비는 자기편이 되 

어 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예카테리나 대공비와 표트르 대공은 부 

부이되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대공비와 다쉬코바가 만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였다. 공교롭게도 표트르의 정부는 다쉬코바의 언니인 엘 

리자베타 보론초바 여백작이었다. 게다가 황태자 표트르는 다쉬코바의 대부이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같은 책， p. 34 
34) ]anet M. Hartley(1999), p. 141. 
35) The M emoirs o[ Princess Dashkova, pp. 35-36. 
36) Isabel de Mad때aga(1981) Russia in the Age o[ Catherine the Great, New 

Haven and London, pp.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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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쉬코바는 첫 만납부터 유보 없이 대공비 편이 되었다. 그녀는 대 

공비도 처음부터 자기에게 강한 호감을 가졌다고 회고하였다. 두 사람을 이어 

준 가장 큰 요인은 앞에서 말했듯 두 사람이 모두 높은 지적 수준과 풍부한 

지적 재능의 소유자란 점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가운데 진지한 독서를 한 사람은 대공비와 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둘은 서로 상대에게 이끌렸다，37) 

다쉬코바가 지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는 이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 

난다. 동시에， 여성들이 신세한탄을 하다 마음이 맞았다든가 전통적인 여성적 

미덕으로 이야기되는 요인들 때문에 친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지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러시아도 이미 계몽시대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38) 대공비 

는 말이 통하며 자기를 좋아하는 다쉬코바에게서 ‘충성스러운 아랫사람’을 발 

견했을 것이다. 반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말라 있던 정열적인 10대 소 

녀 다쉬코바는 대공비에게서 자기의 열렬한 감성을 쏟아 부을 ‘우상’을 발견 

했다. 훗날 다쉬코바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공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발휘 

하던 그 매력은 열 다섯 살도 채 안 된39) 나 같이 소박한 작은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하였기에， 그후로 영원히 내 마음을 대공비에게 바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강조 - 필자)4이 

‘영원히’라는 수사적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37) The M 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36. 
38) 게르첸은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예카테리나 2세는 모 

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구에 가득 찬 인물이어서 고분고분 복종하는 여자나 원했음에 

반해， 다쉬코바는 원기왕성하고 똑똑하며 자기 나름대로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 이 그의 평 이 다. repueH(1992) "KHxrHHX EKaTepHHa POI빠IOBHa llawKoBa," c. 46. 
39) 앞에서도 말했듯， 다쉬코바가 자기 회고록에서 출생연도를 한 해 늦게 잡았기 때 
문에 실제로는 당시 그의 나이는 만 열여섯이었다. 

40)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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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예카테리나 2세의 권력장악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알력이 생겼 

기 때문이다.41) 그러나 소녀시절의 다쉬코바가 예카테리나 대공비에게 강렬히 

이끌린 것이 그 후의 그의 정치적 행보와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가장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음해인 1760년 다쉬코바는 중요한 신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공비를 

만나기 전인 1759년 여름에 지인들과의 교류과정 속에서 젊은 귀족 미하일 

다쉬코프 공작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양가의 합 

의에 따라 1760년 초 둘은 결혼하였다. 예카테리나 보론초바 여백작은 예카테 

리나 다쉬코바 여공작(공작부인)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가가 있는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금슬이 매우 좋았고 곧 자녀가 태어났 

기 때문에 다쉬코바는 한동안 가정생활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다. 

3. 예차테리나 2세를 위한 궁정 쿠데타와 다쉬코바 

1762년 6월 러시아 제국의 최고위 권력집단은 또 한 번의 궁정쿠데타를 목 

격하였다. 표트르 1세 황제가 제위계숭에 관하여 장자세습 원칙을 따르지 않 

고 선대 차르가 후계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이래 제위는 무주공 

산처럼 되는 일이 잦았다.42) 제위 계숭자의 정통성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 

어진 것이다. 어린 차르들이 잇따라 즉위했다가 사망하거나 축출당한 것은 러 

시아 제위의 안정성을 더욱 저해하였다. 통치권 계승을 둘러싸고 음모와 계략 

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위 중인 군주조차 자기 자리의 안전을 장답할 

수 없었다.집) 궁정귀족들이 황제를 세우고 몰아내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61년 12월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후 즉위한 표트르 

3세 황제가 즉위 반 년 만에 쿠데타로 폐위 당했을 때 이것은 당대인들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의 군주 가문 출신인 표트르 3세가 프로이 

센 국왕 프리드리히 2세를 숭모한 나머지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위해 러 

41) 아래 3장 참조. 
42) Simon Dixon(1999) The Modemisation of Russia 1676-1&졌，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14. 
43) 게르첸은 엘리자베타 여제도 자기 후계자의 신부인 예차테리나 대공비를 극도로 경 

계심을 가지고 대했다고 쓰고 있다. A. fl. repueH(1992) "3anHCKH EKaTepHHbI II," 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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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국익을 희생시켰다는 데 대한 상층귀족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기 때 

문이다. 1761년 12월 러시아 군대는 동프로이센의 콜베르크 요새를 점령하여 

프로이센 군의 항복을 받아내 참이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슈테틴을 거쳐 베 

를린으로 진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직후 표트르 3세는 프로이센과 평화협상을 맺고 러시아 군대가 점령 

한 모든 땅을 프로이센에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던 것이다.얘) 그는 러시아 군 

대의 복장을 독일식으로 바꾸었고 프로이센식 제식훈련을 즐김으로써 러시아 

군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크게 손상시컸을 뿐 아니라， 1762년 봄에는 명분 

도 실리도 없는 멘마크와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군부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통치자로서의 표트르 3세를 향한 불만은 누적되어 있었다. 다쉬코바가 표트 

르 3세를 제거하는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가 

프로이센 국왕만을 찬양할 뿐 러시아의 이익과 러시아인의 민족 감정을 무시 

한다는 점이었다.뼈) 적어도 다쉬코바를 둘러싼 쿠데타 가담자들은 표트르 3세 

의 부인인 예카테리나 황후가 표트르에 비해 더 ‘러시아적’인 통치자가 되리 

라고 기대하였다· ‘ 

1762년 6월 하순 표트르 3세가 수도 근교 페테르고프에 머무르고 있는 동 

안 쿠데타 주모자들은 예카테리나 황후를 상트 페테르부르그로 호위해 온 후 

프레오브라젠스키 근위연대 장병들의 충성맹세와 환호 아래 그녀를 황제로 

추대하는 데 성공하였다. 표트르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퇴위에 동의하여 

별궁에 칩거하여 지내다가 7월에 알렉세이 오를로프를 비롯한 일군의 암살자 

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이 궁정 쿠데타로 34년에 걸친 예차테리나 2세의 치세가 시작되었다. 이 쿠 

데타는 일반적으로 예카테리나 2세의 애인이었던 그리고리 오를로프와 그의 

네 형제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한 후부터 

궁정에는 표트르 3세가 부인인 예카테리나와 이혼하고 정부인 엘리자베타 보 

론초바와 결흔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표트르 3세는 다쉬코바에게 직접 

그런 계획을 암시하기도 하였다.46) 게다가 이 해 초 예카테리나 2세와 그리고 

리 오를로프 사이에는 이미 딸까지 태어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47) 예카테 

44) Isabel de Mad때aga(1981) ， p. 24. 
45)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48, 61 , 69-72. 
46) 같은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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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2세와 오를로프는 역공을 취해 권력을 장악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쉬코바는 회고록에서 이 쿠데타를 처음부터 자기가 구상하고 주 

도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주모 세력은 다섯 

명의 오를로프 형제를 둘러싼 일파와 예카테리나 다쉬코바 및 니키타 파닌을 

둘러싼 일파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두 세력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었 

다. 단지 예카테리나 2세만이 이 두 그룹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49) 

여제 자신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가운데 자기에게 군주로서 충성을 바치겠다 

는 맹세를 먼저 한 것은 다시 말해 예카테리나 2세와 쿠데타 구상을 먼저 확 

실하게 공유한 것은 오를로프 형제들이었다.50) 

당시 열아홉 살의 기혼 여성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51) 다쉬코바가 한 

역할은 첫째， 최상층 귀족 가운데 반(反)표트르 세력을 쿠데타 세력에 끌어들 

여 그들의 지원을 확보한 것이고， 둘째， 가답자 중 하나가 우연한 빌미로 체 

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전누설을 막고 바로 거사를 감행하여 이를 성공시 

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52) 

나이 젊은 여성 다쉬코바가 쿠데타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총 

리의 조카딸인 다쉬쿄바가 표트르 3세와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고， 중요한 국 

정의 문제에서 표트르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안 후， 표트르에게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는 표트르에 맞서서 다쉬코바는 확고하게 사형제 폐지론을 전개하였다.잃) 

다쉬코바는 독서의 영향으로 확고한 계몽사상적 신념의 소유자가 되었음에 

47) Isabel de Madariaga(1981l, p. 27. 
48)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69. 반면， 최 근의 한 러 시 아 연구자는 다 
쉬코바라는 인물의 역사적 의미는 높이 평가하되 1762년 쿠데타 자체에서 다쉬코 

바의 역할은 대단치 않았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M. M. CalþoHoB (1996) , CC. 16-17. 
49) 예카테리나 2세는 엘리자베타 여제의 사망 후 예카테리나 자기를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여러 그룹이 형성되었으며. 각각의 그룹은 개별적으로” 자기와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회고에 따르면 각 그룹은 다른 그룹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M emoirs 01 Catherine the Great 01 Russia, p. 264. 
50) 같은 책 , p. 274. 
51) 다쉬코바 자신의 주장으로는 열 여넓 살. 
52) 같은 책 , pp. 58-79. 
53) 같은 책，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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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프로이센적 군사문화에 젖어있던 표트르 3세는 계몽사상을 거의 이해하 

지 못했고 다쉬코바가 이 때문에 표트르를 경멸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쉬코바는 자기가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것만으로는 쿠데타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모의에 실체감을 

부여할 만한 다른 인물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니키타 파닌이었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키릴 라주모프스키(우크라 

이나 식으로는 키렬로 로주모프스키)이었다. 

니키타 파닌은 당시 러시아 정계에서 일종의 대(大)정치가로 여겨지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특히 황실의 적장자인 젊은 파벨 대공의 사부가 된 이래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쉬코바는 자기가 파닌을 모의에 끌어들인 것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딩) 심지어 게르첸은 다쉬코바가 젊은 여성의 매력으로 

중년의 파닌올 유혹하여 관계를 맺은 후 그를 공모자로 만들었다고까지 보고 

있다.55) 이에 반해 예카테리나 2세의 전기저자인 데 마다리아가는 모의를 주 

도한 중심인물은 파닌이었고 다쉬코바가 그의 구상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56) 애초의 발의자가 누구였든 중후한 정치인 파닌과 피끓는 젊음과 정 

열의 여성 다쉬코바가 표트르 3세를 퇴위시킨다는 생각에 의기투합하여 긴밀 

히 협력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라주모프스키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체의 

행정수반인 헤트만이라는 정에서 상징성이 있었던 데다가 이즈마일로프스키 

근위대의 대장이었다. 따라서 쿠데타에서 그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군사 

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다쉬코바는 자기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거사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57) 

결국 다쉬쿄바의 의도는 성공했다. 다쉬코바는 페테르고프에 머무르고 있던 

예카테리나 황후에게 사람을 급파하여 그녀를 페테르부르그로 호위하여 오게 

54) 같은 책， p. 67. 
55) repl.\eH(1992) "KHJU'HHJI EKaTepHHa POMaHOBHa ZlamKoBa," C. 35. 그러나 이는 물론 확인 

할 수 없는 소문이었다. 회고록의 여러 부분들을 볼 때 다쉬코바는 남편인 다쉬쿄프 

공작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이 분명하다. 거사 당시에는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고， 

남편도 거사에 함께 참여했다. 다쉬코프 공작이 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예카테리나 2세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 emoírs o[ Catheríne the 
Great o[ Russ띠 p. 잃4. 

56) Isabel de Mad뼈aga(1981)， pp. 27-28. 

57) The M emoírs o[ Princess Dashkova,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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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예카테리나 황후가 근위 연대인 이즈마일로프스키 연대， 세묘 

노프스키 연대 및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에게서 통치자로서 충성맹세를 받은 

후， 다쉬코바는 예카테리나와 똑 같은 군복차립으로 그녀와 나란히 말을 타고 

페테르고프까지 숭리의 행렬을 벌렸다. 이는 표트르 3세의 퇴위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환호하는 병사들이 그들을 뒤따랐다.끊) 

다쉬코바는 대부인 표트르 3세의 제거에 앞장을 섰지만， 이에 대해 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게다가 언니 엘리자베타 보론초바와 백부인 미하일 보론초프 총리 

를 비롯하여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거의 모두 표트르 3세의 지지자들이었기 때문 

에 그녀는 쿠데타로 친정 식구들의 정치적 기반까지 무너뜨린 셈이었다.59) 

다쉬코바는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엄 

청난 자부심을 가졌다. 다쉬코바는 이 쿠데타와 관련하여 “내가 마음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쳤던 계획， 나의 잠을 빼앗아 갔으며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내 옴무 

게마저 빠지게 했던 그 계획”이라 표현하여 자기의 헌신과 주도적 역할을 강조 

하였으며，%) 쿠데타가 성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순간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는 말로써 기쁨을 표현하였다.61) 그녀는 열아홉의 나이에 기라성 같은 

뭇 남성들을 조직하여 국가의 중대변혁을 기획하고 성공했다는 데 대해 스스 

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그녀의 두 번째 아이가 쿠데 

타에 몰두한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고 말았지만 이것조차 그녀의 기쁨을 덮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녀가 보기에 이 쿠데타는 ‘무혈 혁명’이었으며 조국을 위한 축복이었다.62) 

58) 표트르 3세가 강요한 프로이센식 군복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 
의 군인들은 예카테리나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러시아식 

군복을 다시 입고 있었다. 예차테리나 2세의 쿠데타는 러시아 군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한 셈이었다. 다쉬코바와 예카테리나 2세는 각기 이 연 

대 장교들의 군복을 빌 려 입 었다. 같은 책， pp. 78-79. 
59) 예카테리나 2세도 다쉬코바의 친정식구들의 정치적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 개인의 충성심은 잘 알면서도 그녀에게 쿠데타 계획 진행에 관한 세세한 이 

야기는 털어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p. 28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카테리나 2세가 만년의 회고록에서 다쉬코바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위해 이 사실 

을 써 넣었다고도 볼 수 있다. 
6이 같은 책， p. 59. 
61) 같은 책， p. 78. 
62) 다만 다쉬코바는 쿠데타 후에 표트르 3세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충 
격을 금하지 옷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반 6세의 복위를 꾀했다가 발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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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카테리나 2세도 거사 직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로만 보론초프 백작 

의 젊은 딸 덕분에 왕관을 얻게 되리라는 걸 생각이라도 해 보셨나요?"라고 말 

할 정도로 다쉬코바에게 최대의 사의를 표했고63) 두 사람의 우정은 최고조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곧 냉각기가 찾아 들었다. 이는 

다쉬코바-파닌 일파와 오를로프 일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다쉬코바-파닌 파와 오를로프 파는 표트르 3세의 제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후의 권력구도에 대해서는 구상이 서로 달랐다. 오를로프 일 

파는 당연히 예카테리나 황후를 군주로 옹립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다쉬코바 

와 파닌은 모의 당시 표트르 3세와 예카테리나 황후 사이의 아들이라고 공식 

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파벨 대공을 황제로 추대하고 예카테리나 황후를 섭정 

으로 모신다는 구상을 마련했던 것이다.없) 이 사실은 다쉬코바 자신도 회고록 

에서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다.65) 게다가 다쉬코바는 그리고리 오를로프가 예카 

테리나 2세의 애인이라는 사실도 쿠데타 성공 후에야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이 때부터 오를로프 형제(그리고리와 알렉세이)를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66) 그러므로 예카테리나 황후가 섭정이 아니라 예카테리나 2세 

황제로서 즉위하고 게다가 그리고리 오를로프와 결혼하려는 계획까지 흘리자 

다쉬코프와 파닌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예카테리나 2세 이전의 여성 

황제들은 재위 기간 동안 모두 공식적으로는 독신이었다.67) 여성 황제의 남편 

이라는 존재는 당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기 거북한 것이었다. 

다쉬코바는 쿠데타 후 예차테리나 2세의 시녀장(倚女長)이 되었고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황제의 정궁인 겨울궁전에서 거주할 정도로 예카테리나 2 
세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고리 오를로프와의 결혼에 반대한 후 정치 

적， 공적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허영심이 많은 예카테리나 2세가 자기보다 

지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만능천재 다쉬코바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그녀를 멀 

사형당한 미로비치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표명해 왔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다쉬쿄바는 유혈과 폭력에 단호 

히 반대하였다. 같은 책， pp. 92-93, 111. 
63) 같은 책， p. 91. 
64) Isabel de Mad때aga(1981) ， p. 28. 
65)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67. 
66) 같은 책 , pp. 82-83, 85. 
67) 예카테리나 1세와 안나 이바노브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 즉위했고 엘리자베타는 알렉 

세이(올렉시) 라주모프스키와 사실흔 관계에 있기는 했으나 정식 결혼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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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했을 수도 있다.68) 다쉬코바 자신도 더 이상 궁정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않 

았다. 그녀는 기질상， 간계와 허영과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넘쳐나는 궁정생 

활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고 69) 오를로프 형제가 그녀의 자택주변까지 감시 

하는 동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도 지겨웠을 것이다. 시녀장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그녀는 궁정을 과감히 떠났다. 

4. 유럽 지성과의 교유 

예카테리나 2세와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후 다쉬코바에게는 오랫동안 

상당히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녀와 지극히 사이가 좋았던 남편 미하일 

다쉬코프가 1764년 폴란드 국왕 선거를 관리할 러시아 군대의 지휘관으로 파 

견되었다가 그 곳에서 급사함으로써 스물 한 살의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어린 자녀가 둘이나 딸려 있었다. 남편은 씀씀이가 대단히 

헤폈기 때문에 산더미 같은 빚을 유가족에게 남기고 갔다. 다쉬코바는 모든 

가재도구와 패물을 팔아서 빚은 간신히 갚은 다음 모스크바 근교의 영지로 

물러나와 은둔생활을 보냈다. 

이처럼 궁정과의 관계를 끊고 살던 그녀는 예카테리나 2세의 허락을 받고 

1768년 유럽여행길에 올랐다.70) 이때부터 그녀와 계몽시대 서유럽 지성 사이에 

눈부신 교유가 시작되었다. 다쉬코바의 회고록에서 새삼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그녀의 이름이 첫 번째 유럽여행 당시에 이미 유럽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사 

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쉬코바가 예카테리나 2세를 도와 

그녀를 제위에 오르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카테리나 2세는 어쨌거나 계몽군주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다쉬코바는 프로이센 

에서 프리드리히 2세 국왕의 환대를 받았으며， 프랑스에 가서는 디드로와 볼테 

르를 만나 그들과 대둥한 위치에서 정치 사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쉬코바와 디드로의 교유는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듯 둘 

68) 푸쉬카레바도 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Pushkareva(l997), p. 147. 
69) 다쉬코바는 자기 성격이 단순하고 진지하다고 평하였다.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224. 
70) 귀족 계급은 황제에게서 외국여행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다쉬코바는 여전 

히 시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허락이 필요했다. 같은 책，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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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꽤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71) 파리에서 디드로를 만나 열흘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눈 다쉬코바는 그를 ‘비범한 사람’， ‘일반선(一般善， general good)'을 

추구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극찬하였다.72) 디드로도 다쉬코바의 

지성과 외국어 실력， 판단력에 경탄해마지 않았다.염) 그러나 두 사람은 러시 

아 농노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디드로는 러시아 농민들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농노제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다쉬코바는 농노 

제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농노제를 당장 폐지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세웠다. 그녀는 지주가 농민과 정부 사이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관의 

횡포에 맞서서 농민의 이익을 지켜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한 상황론도 

전개하였다. 눈먼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 

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를 쳐 그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그녀의 논리였다. 그녀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온정 

주의적인 지주귀족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디드로는 그녀의 말을 듣고 혼란 

스러운 반웅을 보였다고 한다.74) 다쉬코바는 실생활에 있어서도 온정주의적이 

고 개명된 지주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예카테리나 2세에게서 

폴란드에 위치한 한 영지를 하사받았는데 형편없이 황폐해 있고 농민들도 피 

폐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영지를 얼마 안 있어서 유복한 농민들의 마을로 바 

꾸어 놓았다，75) 그녀가 소유한 다른 영지의 농민들도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았 

던 것으로 보인다，76) 그러나 그녀는 농노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구 

상도 한 혼적이 없다. 

이 대화 후에도 디드로와 다쉬코바의 교유는 서신왕래의 형태로 계속되었으 

71) 다쉬코바와 만난 후 디드로가 남긴 기록 속에는 그녀의 다소 수수한 외모에 대한 

묘사도 들어 있다. Nikolai Pavlenko(1999), p. 51. 
72) The M 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126. 
73) Pushkareva(1997), p. 147. 
74) The Memoirs of Princess Dαshkova， pp. 124-125. 
75) 이 영지의 이름은 ‘크루글로에(I<pyr JJoe)’이다. 같은 책， pp. 194-195, 227. 
76) 다쉬코바의 만년에 그녀의 영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아일랜드 출신 월모트 자매 

의 기록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농노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던 서유럽 출 

신의 마르타 윌모트는 농노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으나， 다쉬코바 영지의 주 

민들은 매우 유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며， 다쉬쿄바가 자기 영지 농민들의 유복한 

삶을 목격 하고 눈물까지 흘리 며 기 뻐 했음을 기 록하고 있다. Martha & Catherine 
Wilmot(197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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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의 관계는 극진한 상호존중과 우정으로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쉬 

코바는 이어 제네바에 들러 볼테르와도 교유하였다. 볼테르도 그녀의 이름을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었으며 당시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무리를 하다시피 해가며 다쉬코바를 만났다. 다쉬코바는 볼테르에게서도 극진 

한 환대를 받았으며， 자기가 이 철학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거꾸로 그가 자기에게 찬사를 퍼붓는 바람에 당황스러운 느낌마저 가졌던 것 

같다.77) 그녀는 볼테르와 아무런 격의 없이 친밀하게 교유하면서 그의 잔잔한 

일상의 모습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짓꽃은 장난을 즐기는 친구가 이 유 

명한 사상가를 약 올리는 모습을 익살스러운 필체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디드로와 볼테르에 대한 다쉬코바의 평가가 대단히 우호적이고 존경심에 

찬 것이었던 데 비해 그녀는 루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 

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그녀는 루소도 파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아예 방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를 “달변이긴 하지 

만 위험한 문필가”라고 매몰차게 평가하였다.78) 

이처럼， 20대 후반인 젊은 여성의 옴으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과 교유하 

며 그들을 경탄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유럽을 주유하였던 다쉬코바는 일시 귀 

국하여 영지를 관리하며 집안 업무를 돌보다가 1770년대 중반에 다시 유럽으 

로 떠났다. 이번의 유럽체류는 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것이 될 터였다. 남편 

사망 후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어린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었는데， 

친정 집안 분위기의 영향으로 영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던 그녀는79) 아들 교 

육을 위한 최적지가 스코틀랜드라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에딘 

버러 대학에서는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을 비롯하여 당대의 학문적 거물들 

이 강의하고 있었다. 다쉬코바는 아들인 파벨을 이 대학에 입학시키고 4년 동 

안 학업을 뒷바라지하였다. 그녀가 에딘버러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다름 아 

닌 아담 스미스와 아담 퍼거슨 그리고 다른 쟁쟁한 교수들이 그녀와 담소하 

기 위해 2주일마다 한 번씩 그녀를 방문하였다.80) 

77) 볼테르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맙소사. 이 분은 목소리조차 천사 같으시군!"이 

라 말했다고 한다. The M emoirs 0/ Princess Dashkova, p. 133. 
78) 같은 책， p.l36. 루소를 ‘위험한’ 문필가라 보는 점에서는 예카테리나 2세도 다쉬코 
바와 같은 의견이었다. 같은 책， p. 235. 

79) 다쉬코바의 오빠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와 남동생인 세용 보론초프 모두 영국 문 
화의 열렬한 찬미자들이었다. Simon Dixon (1999),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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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쉬코바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1779년 5월부터 다시 유럽 각지를 여행 

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아일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오 

스트리아 둥지를 두루 다니면서 자연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름난 건축 

물을 관람하기도 하고 미술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파리에서는 디드로와 재 

회하여 열광에 찬 환영을 받았고 이탈리아에서는 교황 비오 6세를 알현하였 

으며， 비인에서는 요제프 황제와 장시간 대화하였다. 오스트리아 황제 

의 총신인 차우니츠 공과의 대면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와 정치， 군주들의 됨됨 

이에 대한 열변을 토하기도 하였다. 주된 내용은 표트르 1세가 러시아 제국의 

건설자라는 카우니츠의 평에 반대하여 예카테리나 2세를 훨씬 높이 펑가하는 

것이었다，81) 

유럽 체류기간 중의 다쉬코바는 특별한 저작이나 생산물을 통해서라기보다 

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러시아와 계몽주의적 서유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럽 지성계의 거목들은 계몽사상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고 알려진 러시아에서 찾아든 한 여성의 만능천재적인 능력과 박학다식함， 논 

리정연한 말솜씨 앞에 감탄하였고， 진지한 사유와 논의의 동반자로서 그녀를 

존중하였다. 그녀가 최고위 정치인들에게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 한면82) 학문 

과 사상의 대가들과 대둥한 위치에서 교류하고 있다는 소식은 러시아에도 당 

연히 전해졌다. 

이는 자기도 계몽사상의 옹호자라 자처하면서 계몽 사상가들에게 인정받기 

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던 예카테리나 2세에게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 

다.없) 예카테리나 2세는 다쉬코바와 같은 특출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 

80)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147.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과 저작은 
1760-70년대에 러시아 정부와 귀족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카테리나 2세도 자기의 r훈령 (HaKa3)J을 작성하는데 그의 사상을 차용했 

다고 한다. Simon Dixon(1999), pp. 222-223. 
81)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180-182. 
82) 다쉬코바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2세는 그녀가 

버인에 왔을 때 그녀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다쉬쿄바 여공작 같은 역사적 인물 

을 만날 기회를 내가 놓친다면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 

하였다. 같은 책， p. 179. 
83) 예차테리나 2세와 계몽 사상가들의 활발한 교류는 잘 알려져 있다. Ivan K. 

Lupol(1972) "The Emrpress and the Philosopher," Catherine the Great A Prolile, 

ed. by Marc Raeff, New York, pp.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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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최고 권력의 소유자였다. 이 영악한 군주는 유럽 지성계와 정계 앞에 

자신과 러시아 정부의 위신을 드높이는데 다쉬코바 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하였다. 다쉬코바가 유럽체류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태로 실현되었다. 

5. 러시아 제국의 공인(公A) 다쉬코바 

5.1. 학술원 및 한림원 총째로서의 활동 

다쉬코바는 1782년 러시아로 돌아왔다. 그녀의 가장 절박한 목표는 아들에 

게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다시 궁정 주변 

에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아들인 파벨은 그녀의 소원대로 군 장교로 발닥되어 

출세의 길에 들어섰다. 예카테리나 2세는 2500명의 농노가 딸린 폴란드의 영 

지와 페테르부르그의 저택을 선물하는 둥 다쉬코바를 크게 환대하였다. 그런 

데 다쉬코바가 궁정과 다시 연락하면서 그녀는 예카테리나 2세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학술원의 원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러시아 학술원은 1725년(예카테리나 1세 여제 재위 시기)에 설립된 기관으 

로 특히 이론 분야 자연과학 및 수학 연구의 후원에 주력해 왔다. 스위스 출 

신의 유명한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를 비롯한 서유럽 출신의 많은 학자들 

이 초빙되어 러시아 학술원 회원으로 활약해 온 것도 특징이었다. 다만， 러시 

아 학술원은 학술지를 잠깐 러시아어로 간행하다가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라틴어로 간행하였기에 러시아 국내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독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없) 따라서 과학과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하거나 러시아인 

학자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예카테리나 2세 즉위 후 학술원 

은 학술적인 변에서나 경영의 측면에서나 대단히 이완된 상태에 있었다. 오를 

로프 5형제의 막내인 블라디미르 오를로프가 원장 직을 맡았다가 세르게이 

도마쉬네프라는 인물이 그 후임으로 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학술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도마쉬네프의 학술원장 재 

직 동안 학술원은 엄청난 부채를 젊어지고 있었다. 

84) Simon Dixon(1999), p. 175. 



436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2호 

다쉬코바가 예차테리나 2세에게서 학술원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그녀의 반 

응은 당황스러움 자체였다. 그녀는 진심에서 자신이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했 

던 듯， 제안을 몇 번이고 사양하였다. 물론 러시아 제국의 고위관리들이 황제 

에게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받을 때 야단스러울 정도로 몇 번 씩이나 사양을 

하다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다쉬코바는 단순히 그 같은 

형식적 예의 때문에 사양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시녀장이라는 궁정직을 

오랫동안 지니기는 했었지만， 학술직은 물론 조직의 장으로서 다른 일반 공직 

도 맡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갓 귀국한 그녀가 

갑작스러운 중책 제의를 받고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 

을 정도로 당혹스러웠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없) 

그러나 그녀가 가장 강경하게 사양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자기가 여성이라 

는 점이었다. 자기는 신의 뜻에 따라 여자로 창조되었기에 학술원장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86) 러시아 역사에서 여성이 학술원장 직을 

맡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실로 이는 서유럽에서도 없었던 일 

이다. 1세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영국 여성으로 역시 인문학， 자연과학 분야에 

서 막강한 재능을 자랑하였던 마거릿 캐번디쉬 (Margaret Cavendish)가 여성으 

로는 유일하게 왕립 학술원 건물 안에 들어가 구경한 것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그녀의 행동을 언급하곤 하였다.없) 

예카테리나 2세는 다쉬코바가 서면 혹은 구두로 몇 번이나 완강하게 밝힌 

사양의 뜻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성 황제가 

여성 신하를 학술정책의 최고총수로 임명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여제는 다쉬코바를 설득하기 위해 일찍이 학술원장 직을 맡았던 납성들의 능 

력은 다쉬코바의 능력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잃) 어쨌든 이 통 

치자는 다쉬코바의 능력을 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쉬코바가 일단 학술원의 최고책임자가 된 후 그녀의 활동은 눈부신 것이 

85) The M 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200. 
86) 같은 책， p. 201. 
87) Katie whi떠ker(2002) Mad Madge. ηJe Extraordinary Life of Margaret Cavendish, 

Duchess of New Castle, πJe First Woman to Live by Her Pen, New York, pp. 
298-301; Anne Shaver(1999) ''Introduction: Margaret Cavendish ’s Life as a Writer," 
Margaret αvendish， 까le Convent 01 PI있su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5-6. 

88)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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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녀는 특유의 지도력과 조직력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던 학술원을 다부 

지게 쇄신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경영면에서 다쉬코바는 학술원의 재정 상태 

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에 성공하였다. 그녀는 학술원의 기금을 확충하 

고 전임자들이 물려주었던 부채를 변제하였다. 학술원이 출판한 책들의 가격 

을 낮추어 박리다매로 판매한 것이 재정상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는 

또한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던 학술원 휘보의 발간을 정상화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그녀는 유능한 학자들을 우대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과학성과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다. 학술원 교수들의 보수를 인상하여 처우개 

선에 힘을 기울였으며，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무료 

로 학술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젊은이의 수를 38명에서 90명으로 늘렸다. 기 

존의 학술원 회원이었던 오일러 같은 외국 출신 대학자도 극진하게 예우하는 

한편 러시아인 학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수학， 기하학， 자연사 강의를 

러시아어로 강의하게 하였다. 이 세 강의는 러시아어로 진행되었고 수강생은 

이를 무료로 들을 수 있었다. 다쉬코바 자신도 때때로 이들 강의를 청강하면 

서， 가난한 귀족자제들이나 사관후보들이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스스로 흐뭇하게 여기곤 하였다.없) 학술원의 체제정비에 따라 도서관의 장서 

는 계속 확충되었고， 학술원 구성원들이 이룬 학술적 성과물은 경비부족 때문 

에 외국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되는 일 없이 자국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게 되었다. 

이 같은 성과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것이었는데 다쉬코바는 이에서 더 나아 

가서 러시아 문화 학문 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에 착수하였 

다. 1783년， 그녀는 예카테리나 2세 여제에게 러시아 한림원의 설립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자연과학과 수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기관인 학술원과는 달 

리 이 새로운 학술기관은 러시아 어문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러 

시아어(語) 학술원라고 부를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러시아어의 문법을 확립 

하고 외래어에 오염된 어휘체계과 철자법을 바로잡아 러시아어의 표준적 규 

범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을 편찬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제에게 역설하였다.9이 

러시아에 이와 같은 기구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35년 창설된 러 

89) 같은 책， pp. 206-208. 
9이 같은 책 , p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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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 협 회 (POCCH꺼CKoe COÕpaHHe)도 러 시 아어 의 정 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여 

활동하였으며 역사가 타티쉬체프는 이 기관을 ‘1735년에 설립된 러시아 한림 

원’이라 불렀다.91) 다쉬코바는 좀더 집중적으로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 작업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원하였다. 그녀가 모범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은 프랑스 한림원(Académie Française)과 베를린 한림원이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한림원의 설립을 허락하고 나아가 이 새로운 기관의 총 

재직도 다쉬코바 자신이 맡을 것을 부탁하였다. 지적 능력과 안목이 탁월할 

뿐 아니라 눈부신 실천력까지 겸비한 두 여성이 이룬 또 한 번의 멋들어진 

결정이었다. 학술 문화 발전을 향한 두 예카테리나의 집념과 강력한 실천은 

그 당시의 다른 여성 지식인들에게서도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마리 

야 수쉬코바라는 여성 시인은 「러시아 한림원의 창립에 부쳐」라는 시에서 예 

카테리나 2세와 다쉬코바를 찬양하였다.92) 한림원의 설립에서 다쉬코바가 보 

여준 헌신과 공헌은 대단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림원의 연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은 사비에서 털어 확보했을 뿐 아니라 총재직은 무보수로 맡아 

봉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신의 장서를 한립원의 장서로 제공하였다. 한림 

원을 위해 여제가 건물 한 채를 하사하였는데， 다쉬쿄바는 그 터에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여 두 채의 건물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건축은 언제나 

그녀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한립원 건물 정면도 

가 많은 찬탄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뿌듯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93) 한 마디 

로 한림원은 설립구상， 경비조달， 인선， 조직，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한 마 

디로 다쉬코바에 의한 다쉬코바의 작품이었다. 

그녀가 한림원을 이끌면서 가장 큰 힘을 기울인 것은 러시아어 사전 편찬 

이었다. 18세기 들어 러시아어 사전 펀창은 그전에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그것은 1773년에 성직자인 알렉세예프(n. A. A.JJeKceeB)가 모스크바에서 출간한 

『교회 러 시 아어 사전(UepKOBHbIH CJlOBapb) .!1 이 다. 이 는 교회 러 시 아어 를 수집 하 

고 그 뜻을 풀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 전파 이전 자연종교 

91) E. 11. llep:l<asHHa(2002) "npeLl띠eCTseHHHK C~OBap~ AKapeMHH PocCHflcKOfl 1789-1794 H 
ero aSTop," E. P. LJaDlKoBa H ee COBpeMeHHH.쩌 MOCKsa, C. 83. 

92) Catriona Kelly(2002) "Sappho, Corinna, and Niobe: Genres and Personae in 
Russian Women's Writing, 1760-1820," A Histoη of Women's Writing in 
Russia, ed. by Barker A. M. & Gheith ].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8. 

93) The M 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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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의 러시아어， 자연과학， 고전고대 및 중세 유럽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러 

시아의 일상용어 둥도 수록하고 있었다.94) 

알렉세예프의 사전은 알파뱃 순서로 되어 있었다. 다쉬코바는 알렉세예프의 

사전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는 한립원 사전이 제 1호 러시아어 사전이라 여 

기고 있었으며，%) 이 첫 번째 사전이야말로 알파뱃 순서가 아니라 어원순으로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원칙은 알파뱃 순으로 어휘를 수록하 

기를 원하는 예카테리나 2세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나 96) 다쉬코바는 끝내 자 

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다쉬코바는 사전편찬 작업을 총지휘하였을 뿐 아니 

라 자기도 직접 집필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사전 가운데 알파뱃 마지막 세 글 

자 몫을 담당하였으며 97) 도덕 정치 정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편찬위원 

전체 회의를 주재하여 그 뜻풀이를 확정하였다. 

다쉬쿄바의 주도 아래 사전편찬 작업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한림 

원은 6년에 걸쳐 모두 여섯 권의 러시아어 사전을 펴냈으니， 그것이 『러시아 

한림 원 사전 1789-1794(CnOBap~ AKaneMHH POCCH꺼CKO때)~ 이 다. 이 사전은 다쉬 

코바의 학문적 노력과 조직적 역량의 결집체였으며 98) 그 후 오랫동안 러시아 

어 표준사전 역 할을 하였다.없) 

러시아 학술·문화 진흥의 지도자로서 다쉬코바가 기울인 노력과 그녀가 거 

둔 성과는 외국에서도 대단한 평가를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1789년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프랭클린이 주도하는 필라 

델피아 철학 협회 (Philosophic Society of Philadelphia) 100)가 만장일치로 그녀 

를 회원으로 선출하였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협회의 출 

94) E. H. llep*asHHa(2002), cc 88-90. 
95) 알렉세예프도 한립원 러시아어 사전의 편찬요원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책， c. 89. 
96) 예카테리나 2세는 독일 출신의 유명한 탐험가인 페터-지몬 팔라스(Peter-Simon 

P머las)가 편찬한 사전을 여두에 두고， 이를 참고할 것을 다쉬코바에게 추천하였다. 

팔라스의 사전은 본격적인 러시아어 사전이라기보다 90-100개 국어의 기본 어휘집 

이었는데， 다쉬코바는 팔라스의 사전이 여제의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질투심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그녀의 회고록에서는 팔라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가 만 

든 사전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πI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216. 
97) 이 세 글자는 U, 111, 11\，이 다. f. H .CMarHHa(20ü1) "AKalleMHK R. K. fpOT 0 KHJl rHHe E. 

P. llamKosoß,,, E. P. lJa.B1KOBa. H POCcHi1cKoe 06DJ.eCTBO XVIll CTOJ1eTHJI, MocKsa, c. 66. 
98) Jl. B. Tblt{HHHa(2002), C. 10. 
99) 최근 러시아 학자들은 이 사전의 영인본을 펴내기 시작하였다. 같은 책， CC. 8-9. 
100) 이 단체는 미국 철학협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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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물들 여러 권이 동봉되어 있었다. 미국에 가 본 적조차 없고 이 협회와 접 

촉한 적도 없는 그녀에게 이 같은 명예가 주어졌다는 것은 1781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는 프랭클린의 적극적 주선에 의한 것이긴 하였지만， 국제 학계 

가 그만큼 그녀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다쉬코바의 개인적 영광이기 

도 하였겠지만， 국경과 성별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18세기 계몽 지성 

들의 상호 인정과 존경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101) 

5.2. 국가권력과의 마찰과 만년 

두 최고 학술 기관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러시아 문화발전과 계몽의 사도로 

서 활약하던 다쉬코바는 예카테리나 2세 치세에 이미 황제권력과 마찰을 빚 

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자기는 쿠데타로 제위에 올랐으면서도 전제정권에 대 

한 최소한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푸가초프 난 이후 그 같은 경 

향은 더욱 심해져 있었다. 그런 그녀는 다쉬코바가 비판적 ·반정부적 지식인들 

의 저작발간을 후원한다고 여기고 이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런 경향은 17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뚜렷해졌다. 

사실 다쉬코바는 비판적 지식인들을 내놓고 지원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러시 

아 농노제와 전제정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인 알렉산드르 라디쉬체프는 다쉬코 

바의 오빠이며 그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정식구인 알렉산드르 보론초 

프의 후원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1790년에 그의 저작 『페테르부르그에서 

모스크바까지 의 여 행 (nYTemeCTBHe H3 neTepÕypra B MOCKBY)~ 이 출판되 고 예 카테 

리나 2세 정부의 탄압을 받았을 때， 다쉬코바는 라디쉬체프를 옹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고록에서는 그 급진성을 비판하기까지 하였다.102) 다쉬코바 자신이 

농노제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태도이다. 라디쉬체프 

가 알렉산드르 보론초프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때문에 보론초프는 일체의 공 

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다쉬코바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겪지 않았다. 

101) 다쉬코바 자신은 민족주의적 성향도 없지 않았고 연구자 중에는 이를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다. Vickie Babenko(1975) "Princess Dashkova’s Nationa1ist Mission," 

00αzsional Papers in Language, Literature and Linguistics, Series A, Number 
22 May, pp. 1-9. 그럽에도 그녀는 지성의 교류라는 점에서는 철저히 국제주의적이 
었다. 다쉬코바는 보답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을 러시아 한립원 회원으로 선출하였다. 

102)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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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큰 마찰은 크냐쥐닌의 저작 출판을 둘러싸고 일어났다.103) 당시 매우 

이름 높았던 시인이자 극작가인 야롭 크냐쥐닌은 1791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의 사망 직후 경제적 곤궁에 처한 미망인이 그의 유작인 비극 『노브고로드의 

바덤 (Ba，aHM HOBrOpOIlCKHH) ~의 출판을 원하였다. 코조다블례프라는 지인의 소 

개로 이 같은 청원에 접한 다쉬코바는 한림원에서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후 

원하였다. 그런데 옛 노브고로드 공화국 민회 (Beqe)의 옹호자를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은 곧 공화주의적 노브고로드에 대한 찬양이요 러시아 전제정에 

대한 비판이라 읽힐 수 있었다. 

여제 주변의 다쉬코바 반대파들은 크냐쥐닌 작품의 불온성을 강조하면서 그 

출판을 허락한 데 대해 여제 앞에서 다쉬코바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여제 자신 

도 이 작품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림원 창고에 쌓여 있던 『노 

브고로드의 바딩』 출판본들은 다쉬코바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카테리나 2세 

의 명령에 따라 모두 몰수당하였다. 그리고 다쉬코바는 책의 출판을 허가했다 

는 이유로 여제에게서 직접 비난을 받았다. 다쉬코바는 여제에게 자기가 군주 

정의 확고한 지지자라는 것을 확언한 후 그렇지만 한림원 총재직에서 사퇴하 

고 궁정근처에서 발을 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두 예카테리나 사이에 

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고 여제는 다쉬코바의 사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다. 

하지만 다쉬코바와 예카테리나 2세 사이의 이 최대 마찰은 결국 미봉되었다. 

정부와 궁정에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인물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던 여제는 다쉬코바의 공직 사퇴를 만류하였고 다쉬코바는 사전편찬 사업을 

계속하였다. 다쉬코바는 개인으로서 예카테리나 2세를 좋아했던 게 분명하고 여 

제도 다쉬코바가 적어도 자기 개인에게는 충성스럽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기에 

정치사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양자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카테리나 2세 여제가 사망하고 파벨 1세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쉬 

코바는 인생의 급반전을 겪게 되었다. 파벨은 모친인 예카테리나 2세가 부친 

표트르 3세의 살해에 연루되어 있으며 자기 자리를 가로채 제위에 올랐다고 

여기면서 모친을 향해 심한 반감을 품었고 제위에 오르고 난 후에는 사람이 

건 제도이건 모친을 연상시키는 것은 모조리 물리치게 되었다. 체포와 유형이 

줄을 이었는가 하면 예카테리나 2세 치하에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수감이나 

유형에서 풀려나기도 하였다. 통치자 개인의 선호와 의지가 사람의 운명을 좌 

103) 같은 책， pp. 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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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는 것은 러시아 전제정 하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그 같은 자의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파벨 1세 통치 시기 동안이었다. 예카테리나 2세를 도와 

쿠데타를 조직했으며 여제의 총애를 받아 고위직을 맡고 있던 다쉬코바가 파 

벨 1세의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다쉬코바도 파벨을 아주 싫어하였다.104) 

1796년 겨울 다쉬코바는 일체의 공직을 박탈한다는 황제의 명령서를 받아 

들었으며，105) 뒤이어 그녀를 오지로 유배한다는 파벨의 명령이 내려왔다. 황 

제가 지정한 유배지는 처음에는 어디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나， 얼마 후 니 

즈니 노브고로드 주의 한적한 마을인 코로토보로 밝혀졌다. 딸인 아나스타샤 

쉬체르비니나， 영국 출신의 여자친구인 베이츠 그리고 하인 몇 명을 데리고 

다쉬코바는 한겨울에 이 곳을 향해 출발했다 106) 

63세의 여성으로서 이미 건강이 기울대로 기울어 있던 다쉬코바의 유배생 

활은 고통스러웠다. 황제는 그녀에게 심지어 일체의 서신왕래까지 금지하였 

다. 다쉬코바의 유배지는 시베리아로 유형당하는 정치범들이 거쳐 가는 길목 

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문으로 말미암아 사지가 탈골되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정치범을 목격하고 자기의 고통에 더하여 새로운 마음의 고통 

올 겪기도 하였다. 다만 유배지 마을의 농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그 

녀에게 한 줄기 위안이었다. 

그런 중에도 다쉬코바는 요로를 통해 황제에게 석방을 탄원하였다. 파벨 1 

세는 처음에는 다쉬쿄바의 청원서 봉투조차 열지 않았다. 그러나 탄원은 거듭 

되었고 황후를 통해 넣은 청원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한 

파벨 황제는 다쉬코바가 칼루가 주에 있는 그녀의 영지 트로이츠코예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허 락을 내 렸다. 다쉬 코바는 1798년 3월 코로토보를 

출발하여 트로이츠코예로 돌아왔으며 107) 그 후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즉위 

하자 페테르부르그에서도 살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104) 다쉬쿄바의 회고록은 그녀의 사후에 출판된다는 조건 아래 집필된 것이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황제들(특히 남성 통치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그녀는 파벨 1세에 대해 “타고난 겁쟁이요 의심 

덩어리이며， 끊임없이 음모를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평하였고 “파벨 1세의 폭정과 

억 압”이 라는 표현도 썼다. The M 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259, 276. 
105) 1796년 당시 다쉬코바는 여전히 학술원장직과 한립원 총재직을 가지고 있기는 하 

였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이미 2년 전부터 휴직 상태에 있었다. 

106) The Memoirs 01 Princess Dashkova, pp. 253-257. 
107) 같은 책 ,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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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의 다쉬코바는 기울어가는 건강 속에서도 많은 영지를 돌보고 영지 농 

민들의 복지를 챙기며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그녀 

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녀문제였다. 그녀는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 

결혼을 함으로써 큰 충격을 준 후 일찍 사망한 아들과 낭비벽이 심한 딸 아 

나스타샤 때문에 너무나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 

낄 정도였다 100) 

말썽 많은 자녀들 대신 만년의 그녀에게 위안이 되어 준 것은 친구들이었 

다. 그 중에서도 유럽 여행에서 만난 해밀튼 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귀족 아가씨 마르타 윌모트는 트로이츠코예 영지에서 1803년부 

터 다쉬코바와 함께 살면서 다쉬코바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다쉬코 

바의 삶에 홍미를 느낀 마르타 윌모트는 그녀에게 회고록을 쓸 것을 권유하 

였고 다쉬코바는 이에 응하여 회고록 집필을 시작하였다.109) 곧 이어 마르타 

의 언니 캐더린 윌모트가 트로이츠코예 생활에 합류하였고 두 자매는 그들대 

로 러시아 체류의 경험 특히 다쉬코바의 만년 생활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1804년 2월에 시작된 회고록 집필은 1805년 10월에 끝났다. 그녀의 회고록 

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사료로서 큰 가치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18말， 19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글쓰기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110) 다쉬코바는 이후에 

도 주로 영지에서 생활하다 1810년 사망하였다. 

6. 다쉬코바의 삶에서 ‘젠더’ 요인의 역할 

“다쉬코바는 장관이나 군대지휘관 감으로 태어났다. 그의 자리는 국가 지도 

자의 자리이다" 알렉산드르 게르첸은 다쉬코바 평전의 서두에서 캐더린 윌모 

108) 같은 책 , p. 233. 
109) 다쉬쿄바는 마르타 윌모트에게， 그녀에 대한 우정에서 자서전을 쓴다고 말했고， 그 

녀에게 자서전 원고와 출판권을 주었다. Martha & Catherine Wi1mot(1971), p. 79. 
110) 19세기 -20세기 초 러시아 여성들의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는 Mary Zirin(2002) "’A 

Practice of Our Soul' : Prerev이utionary Autobiography by Russian Women 
Writers,"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Russia, ed. by Barker A. M. & 

Gheith ].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0-116을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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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이와 같은 평을 소개한 후 곧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스 윌모트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 

다. 그것은 이 모든 것에 앞서， 다쉬코바는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일 

관했다는 점 이 다.111) 

18세기 러시아의 여성으로서는 유례없는 삶을 살았던 다쉬쿄바에게서 자기 

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작용했을까? 그는 여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18세기 러시아 제국에는 예카테리나 2세 이전에도 이미 여러 명의 여성 군 

주가 있었다. 따라서 예카테리나 2세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인 다쉬코바가 군주의 가장 유력한 조력자 가운데 

하나이자， 오랜 기간 동안 학술 정책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예카테리나 2세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쿠데타 

직후 예카테리나 2세와 그리고리 오를로프의 결혼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 

에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것이 파닌의 사망시기까지 이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다. 예차테리나 2세는 즉위 전에도 즉위 후에도 수많은 애인， 총신을 가졌고 

주변에는 많은 남성 신하가 있었다. 그러나 여제는 쿠데타 전부터 쿠데타를 

거쳐 사망에 이를 때까지 다쉬코바처럼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를 대해주는 주변사람은 가지지 못했다. 애인 총신들은 일찍 죽거나 마음이 

변했다. 반면 다쉬코바는 권력자 예카테리나 2세를 넘어 인간으로서 그와 특 

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비록 예카테리나 2세는 회고록에서 다쉬코바 

를 깎아내리는 평도 심심치 않게 했지만 여제에 대한 다쉬코바의 평은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인 것이었으며， 여제의 사망 때까지 다쉬코바의 충직한 태도 

는 변함 없었다. 

다쉬쿄바가 여성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국면들은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다. 1761년 12월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하였을 때 다쉬코바는 예카 

테리나 대공비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 예상하고 며칠 째 중병에 걸려 

누워 있던 폼을 이끌고 깊은 밤 극비리에 대공비의 침소에 찾아갔다. 그녀는 

대공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그녀를 위로하였다. 대화 내용은 사실상 그녀 

를 위해 모종의 거사마저 불사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대공비는 그녀를 

111) repueH(1992) "KlUl rHHjj EKaTepHHa POMaHOBHa llamKoBa," 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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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에 끌어올려 몸을 녹이게 한 다음 둘 사이의 유대를 확인하였다.112) 

1762년 6월 쿠데타 당시 예카테리나 2세는 페테르부르그에서 근위 연대 장 

병들의 충성서약을 받고 페테르고프로 돌아가기까지 절박하고 심리적으로 엄 

청나게 긴장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때 정열적인 다쉬코바는 폼을 사리지 

않고 그녀를 옆에서 지켜주었다. 다쉬코바가 이 상황에서 예카테리나 2세를 

처음으로 찾아 왔을 때 두 사람은 몇 번씩이나 서로 껴안고 위안의 말을 주 

고받았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쉬쿄바와 예카테리나 2세는 거사 후 페 

테르부르그에서 나란히 말을 타고 페테르고프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눈을 붙 

이지 못했던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들러 한 방에서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113) 이런 것들이 사태의 큰 흐름을 좌우하 

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여성인 예카테리나 2세가 남성들만의 정치세계 

에서 다쉬코바라는 동성의 존재를 통해 내변의 불안과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예카테리나 2세는 남편의 권력을 빼앗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아 

들 파벨은 여제를 증오하였다. 두 모자는 권력의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예카테 

리나 2세는 남편과 아들이라는 자기 가족의 남성 구성원들과는 경쟁자， 적대 

자 관계에 놓였던 반면 가족이 아닌 여성 조력자와는 일시 소원했던 예외적인 

시기를 빼고는 시종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다쉬코바 연구자들은 그와 예카테리나 2세의 관계를 동성애 코드로 

해석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도 한다.114) 사실 다쉬코바 자신도 회고록에서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마치 연인에게 바치는 듯한 심적 몰두 

와 헌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1762년 6월의 쿠데타 당 

112)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p. 48-50. 
113) 같은 책， pp. 77-79. 이 일은 예카테리나 2세 자신에게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워 잠 

을 자려 애썼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둘 다 상대방이 잠을 이루지 못하 

고 있음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Memoirs 

of Catherine the Great of Russia, p. 274. 
114) Jehanne M. Gheith (1995) "Introduction,"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19; Rochelle Goldberg Ruthchild(1997)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Russia in the Time of Catherine the Great," The Women's Review of Books, 

vol. 15 no. 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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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기가 예카테리나 2세를 “자기 마음과 영혼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고 썼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문제에서 남편인 다쉬코프와 예카테리 

나 2세를 동렬에 놓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대공비 시절의 예카테리나 2세 - 글쓴이)는 내 마음의 애정 

을 차지하는 데 강력한 경쟁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당시 이미 나의 

약혼자였던 다쉬코프 공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카테리나 대공비에 대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경쟁관계는 끝났다，115) 

물론 이러한 표현을 모두 섹슈엘리티의 관점에서만 읽으면 우스광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시각을 역사적 현상에 투영하여 동성 혹은 양성 

간의 관계를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성적 감수성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열정이 다 성애의 변형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쉬코바의 열렬한 묘사 어디 

를 보아도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예카테리나 2세’라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다쉬코바는 연상의 예카테리나 대공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역할 모벨을 발견해 내고 열광했다고 볼 수 있 

다. 즉 예카테리나 대공비에 대한 10대 소녀의 영웅숭배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쉬코바의 우직한 마음 덕분에 끝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쉬쿄바는 회고록에서 예카테리나 2세와 자기 관계를 특징짓는 데 

‘우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116) 여하튼 두 사람은 18세기 후반 

러시아라는 상황에서 가능했던 여성적 유대의 최대치를 실현하였고， 그 덕분 

에 두 사람 모두 공적 영역에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도 

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쉬쿄바는 그렇다면 어는 정도로나 근대적 여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느 정도로나 그녀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인식하고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성별 차이라고 하는 요인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위계질서를 평등 

하되 차이가 인정되는 질서로 재편성하고자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우선 답해야 할 것은 다쉬코바는 적어도 그녀의 의식의 표 

면에서는 여성의 불평둥한 지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 

115)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36. 
116) 같은 책， pp. 8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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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녀는 여성이 불평등한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 

였지만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단 근대적 여성 

의식과 외형적으로 동일한 여성의식을 그녀에게서 찾기는 쉽지 않다. 

다쉬코바는 ‘여성 고유의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았고 자기 뜻대로 거리낌 없 

이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유럽 지성과 교유하고 지적 재능을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단지 사적 개인으로서 남녀 구분 없이 당시 

의 귀족 계급 구성원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활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반면， 그녀는 최고 통치자 자리라는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공적 역할은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자기 

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불리한 점으로 여기고는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물러나 있으려 하였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는 엄청나게 자부심과 자존 

심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얻 

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회고록에 서술되어 있듯이 자신을 최대한 겸 

손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것도 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교적 이 

유 때문은 결코 아니었고， 다쉬코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카테리나 2세가 학술원장 직을 제안했을 때 다쉬코바 

는 극도로 당황스러워 하며 이를 몇 번이고 사양하였다. 그녀는 예카테리나 2 

세를 향해 자기의 무지함을 강조하였고 자기는 자기의 무지함을 안다고도 말 

하였고， 자기 같은 인간을 학술원장과 같은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주권자인 

군주의 과오라고도 주장하였다 117) 

그런데 다쉬코바가 이처럼 강경하게 학술원장 직을 사양하려 하였던 근본적 

인 이유는 “여성은 학술원장 직을 맡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이 직책을 수락한 후 원장 취임식에서도 그녀는 ‘여성에게는 어울 

리지 않는 학술원 총재직’에 대한 어색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두 

남성인 학술원 회원들을 향해 자신의 취임을 “여러분의 존엄한 전당에 여성이 

출현한다고 하는 이 유례없는 사건”으로 표현했으며， 취 임식 내내 수줍음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경련과 식은땀을 감출 수 없었다.118) 그녀는 그 후 학술원 

의 연례 보고 및 우수 회원 시상식에서도 역시 진땀과 열에 온 붐이 뒤덮일 

정도로 당황스러워 하였다 119) 대중 앞에 지도자로 서는 데 대한 극도의 두려 

117) 같은 책， pp. 200-201. 
118) 같은 책， p. 207. 
119) 같은 책，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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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리에 쿠데타를 구상하고 가담자를 

조직하였으며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군주와 더불어 말을 타고 쿠데타 군대의 

앞장을 서서 달렸던 대담무쌍한 인물의 태도라고 선뜻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하지 않다. 당시 러시아의 귀족 여성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최고 통치자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다쉬코바의 쿠데 

타 참가는 사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비공식적인 영향 

력 행사의 일환이었다. 반면 여성은 아무리 최고위 명문가 출신이라도 시녀장 

같은 궁정직이 아닌 국가의 공직을 맡는 일은 없었다. 그럴 정도로 국가는 남 

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의 핵심인물 다쉬코바에 

게도 공식적 국가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지사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 다쉬코바는 남성의 영역인 국가 공권력에 참여하거나 국가권 

력이 부여하는 큰 영예를 얻는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 

던 것으로 보인다. 1783년 예카테리나 2세와 스웨덴 국왕이 핀란드에서 회담 

하였을 때 120) 여제를 수행하였던 다쉬코바에게 스혜댄 국왕은 대십자 공훈 

훈장을 수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쉬코바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끝내 

거절하였다. 

일찍이 어떠한 여성도 받은 적이 없는 이 같은 영예를 제가 받게 되면 저 

의 적들의 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같은 훈장은 저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질투심을 더 크게 자극할 것이용니다 121) 

당시 러시아와 스웨멘이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여차하면 전쟁에 돌입할 상 

황이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겸양은 이 같은 외교적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젠더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쉬코바는 강한 여성이었지만 당시 여성 전체는 절대 약자였다. 그녀는 남성 

들의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을 낮출 필요를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이 필요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 

입한 끝에 이 태도를 철저하게 내면화하였다. 격식을 갖춘 학술원 행사를 주 

120) 다쉬코바의 회고록에서는 연대가 다소 뒤섞여 있다. 그녀는 1785년의 일을 기록 
한 후 스웨멘 국왕과의 회담이 있었던 1783년의 일을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 양 

기록하고 있다. 
121)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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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때마다 그녀가 느낀 당황스러웅과 어색함과 곤혹스러움은 이 내면화된 

‘겸손 명령’에 그녀의 신체가 충실히 복종한 결과였다. 

그러나 다쉬코바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여성적인 수줍음 때문 

에 주저하는 일이 없었으며 여성적 수줍음의 명령에 따르는 일도 없었다. 오히 

려 스스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는 국가권력도 결 

코 남성적인 것， 혹은 남성의 것만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녀가 회고록에서 역대 러시아의 통치자들을 평가한 데서도 드러난다. 

다쉬코바는 표트르 l세， 표트르 3세 파벨 l세 등 18세기 초 이후의 거의 모든 

남성 통치자들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여성 군주인 엘리자 

베타와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을 거의 하지 않았다 122) 오히 

려 러시아에는 예차테리나 2세만한 군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23) 

다쉬코바는 일상적 삶에서도 근대적 여성주의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 

히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가진 듯한 태도를 여러 군데서 보여 주었다. 그러 

나 그녀의 삶은 이 이데올로기가 극히 모순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드러나도록 

하였고， 때로는 삶 자체가 이데올로기를 배반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다쉬쿄바는 납펀 다쉬코프 공작에게 지극히 헌신 

적이었다. 사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양처’의 그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피 끓는 연인의 정열적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24)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은 다쉬코프 공작의 요절로 인해 만 5년도 채 지속되지 못하였고 다쉬코프 

생존시에도 둘은 아주 자주 떨어져 지내야 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친 

정이건 시댁이건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다쉬쿄바는 기본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태도이다. 다쉬쿄바는 일찍이 세 아이를 낳았으나 그 

가운데 일남 일녀가 살아 남았다. 그런데， 다쉬코바는 철저한 아들선호사상을 

가진 어머니처럼 처신하였다. 아들인 파벨의 교육을 위해 그녀는 돈을 아낌없 

이 썼고 여러 해 동안 직접 유럽에 체류하기까지 하였다. 귀국해서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딸인 아나스타샤는 아무 

122) 단， 여성 군주라고는 해도 잔인하고 무원칙적이었던 안나 이바노브나 여제에 대 
해서는 다쉬코바도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나 이바노브나에 대 

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123) The Memoirs of Princess Dashkova, p. 243. 
124) 같은 책 • pp.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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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도 느끼지 않는 남자에게 일찍 결혼을 시켜 버렸다. 이는 다쉬코바 자기 

가 아들의 교육에 홀가분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125) 

그런데 아들이건 딸이건 결국은 그녀에게 위안과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였 

다. 아들은 일찍 죽기 전까지 바람둥이 장교 생활을 하였고， 딸은 남동생 때 

문에 자기를 소홀히 대했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두 사람 관 

계는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결렬되고 말았다. 다쉬코바는 양처가 되고자 했 

으나， 남편의 이른 사망으로 이 역할은 일찌감치 끝나 버렸고， 선택적으로 아 

들에게나마 현모가 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가족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가져 

왔다. 그녀가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몰두하게 됨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 

히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면서 그녀가 찾은 것은 여성들과의 친 

밀하고 상호배려에 가득 찬 관계였다. 그녀가 유럽여행에서 만난 영국 출신의 

해밀튼 부인과의 관계는 지극한 우정으로 발전했으며 그녀는 친구의 이름을 

따서 영지 중 한 마을을 ‘해밀튼’ 마을이라 명명하기까지 하였다.126) 해밀튼 

부인과의 우정이 인연이 되어 그녀의 친척인 윌모트 자매가 트로이츠코예 영 

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다쉬코바가 그들에게 쏟아 부은 정성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다쉬코바는 공직 생활 동안 소 

홀히 하였던 ‘현모’의 역할을 공직 은퇴 후 윌모트 자매(특히 마르타 윌모트) 

를 대상으로 대신 수행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윌모트 자매와의 상호 

소통과 우정의 소산으로 회고록이 태어났다. 

다쉬쿄바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현실에서 철저히 배반당하였다. 다쉬코바 

가 현모양처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반면 그녀 

는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는 인생의 매 국변에서마다 최대의 성과를 거두 

었다. 그녀가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가능케 해 준 예카테리나 2세와의 

유대가 그러했고， 굴곡 없는 지속적 우정을 가능케 해준 해밀튼 부인과의 친교 

가 그러했고 여성적 글쓰기의 모범인 회고록 집필의 계기를 마련해 준 윌모트 

자매와의 공동생활이 그러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비록 다쉬코바를 이용하고자 

한 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다쉬코바와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남성 군주였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활동 가능성을 다쉬코바에게 열어주 

125) 같은 책， p. 143. 
126) 같은 책 ,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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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여성 군주로서의 자기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쉬코바는 자신의 의식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 

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여성 연대에서 삶의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여성들의 희망도 고취할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공적 영역에 

서 예카테리나 2세와 콤비가 되어 이루어 낸 작업들은 18세기 러시아의 재능 

있는 지식인 여성들을 열광케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송시에서 마리야 수쉬코 

바는 다쉬코바를 ‘여성의 명예’ ‘우리 시대의 미네르바’라고 부르면서 “오 다 

쉬코바여， 그대 안에서 학자들은 빛을 보나니”라고 찬양하였다건) 인위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진 제약을 타파하고자 하고 여성이 전통적 굴레에서 벗어나 온 

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 

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을 여성주의자라고 한다면 다쉬코바는 스스로도 의 

식하지 못하는 여성주의자였다. 

7. 나오며 - 개성적 여성주체의 탄생 

예카테리나 다쉬코바는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여성으로는 유례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펼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남자 옷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석공일을 하며 집을 지었고 정원을 가꾸었으며 길을 닦고 젖소를 

돌보고 탁월한 요리 솜씨와 바느칠 솜씨를 발휘했으며，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냈고， 시베리아 광석을 수집하였고， 교회에서 의식이 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소리로 꾸짖어 이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런 온갖 종류의 일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한꺼번에 해냈다. 그래서 일상적 삶 

에서 그녀를 면밀하게 관찰했던 윌모트 자매는 경탄을 금할 수 없었으며， 캐 

더린 윌모트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런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녀가 마치 요 

정인 것 같다고까지 평하였다 128) 한 마디로 다쉬코바는 독창성 넘치는 인물 

이었으며， 이 같은 독창성을 마음껏 발현하며 살았다. 

그런가 하면 다쉬코바는 군대지휘관 역할만 해 보지 않았을 뿐， 정치적 활 

동가로서， 공직자로서， 두 최고 학술기관의 수장이자 그 탁월한 경영자로서， 

127) Catriona Kelly(2002) 참조. 
128) Martha & Catherine Wilmot(1971), pp. 53, 14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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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초의 체계적 러시아어 사전편찬의 주도자이자 집필진의 일원으로서， 

문필가로서， 자연과학자로서， 추상적 사유영역의 해석자로서， 가장 비여성적이 

라 일컬어져옹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큰 족적을 남겼다. 사 

실 그의 기질이나 그가 쿠데타를 구상하고 조직하면서 보여준 놀라운 전략적 

사고능력으로 볼 때 군사지휘관이 되었더라도 멋들어지게 업무를 수행했을지 

도 모른다. 그녀는 독창성과 다재다능함， 기질 등 여러 변에서 17세기 영국의 

마거릿 캐번디쉬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일부의 찬사도 받기는 했을망정 많은 

사람에게서 일종의 ‘기이한 여자’ 취급을 받았던 캐번디쉬에 비해 129) 다쉬코바 

는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발 

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쉬코바에게서 독특한 점은 그녀가 그렇듯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 

직의 장으로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권력 자체에 대한 애 

착을 거의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녀가 학술원장으로 취임 

하면서 공중 앞에서 취임사를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사실， 예카테리 

나 2세와 오를로프의 결혼에 반대하여 여제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련 없이 

외국으로 떠나버린 사실 둥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것은 다쉬코바가 백과전서적인 지식과 만능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당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군주 이외의 여성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존재가 아 

니며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내면화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130) 다쉬코바는 계몽사상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도 

정치사회 체제문제에 관해 군주정을 옹호하였고 농노제 폐지에 회의적이었 

다. 이와 마찬가지로 젠더 문제에서도 그녀의 의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결 

코 근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쉬코바의 삶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온갖 애를 썼으나 그 

같은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녀가 최대의 성공을 거둔 것은 결국 

공적 영역에서였다. 그녀는 자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택한 것은 아 

니었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성별 분엽의 틀을 강요받지 않는 존재이던 여 

129) Katie Whitaker(2002), p. xiv. 
13이 이런 면에서 다쉬코바는 캐번디쉬와 크게 다르다. 캐번디쉬는 남편인 윌리엄 캐 

번디쉬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는 남편을 결코 사랑한 적 

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Anne Shaver(1999), p. 4. 



러시아 재국의 두 학술원을 이끈 여성총재 453 

성 군주가 그녀에게 강요하다시피 권유했기 때문에 떠맡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그녀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녀에게 최적의 활동의 장임 

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로도 여성 친구들과의 유대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파벨 1세의 탄압으로 일체의 공적활동에서 물러나 

야 했던 그녀는 윌모트 자매와 우정을 나누며 은퇴생활에서 기쁨을 찾았으며， 

그 결과 그녀의 『회고록』이 태어날 수 있었다. 다쉬코바는 18세기적 한계 속 

에서 살고자 했지만 그녀의 실제 삶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녀 

는 여성군주， 여성 친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통적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 

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새로 

운 활동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대 여성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 

다. 18세기 러시아가 전제정에 갇힌 몽매한 세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사회였으며 그 속에서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 

해 능동적인 여성주체의 출현도 가능했다. 다쉬코바는 그의 개성 넘치는 삶을 

통해 이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삶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역사 연구자의 임 

무 중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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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Woman to Lead Two Acad밍nies of Russian 암npire: 

Princess Ekaterina Dashkova ’ s Achievements 
in the ’Public ’ Sphere 

Hahn , Jeong-Sook 

This article tries to trace the public activities of Princess Ekaterina 

Dashkova (1743-1810) and ana1yse their meaning in the perspective of 

women ’s history. Dashkova, neé Vorontsova, led an exceptiona1 and 

extraordinary life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the gender norm of the 18th 

century Russia. Bom in a highest aristocrat family of Russian Empire, she 

devoutly read writings of the French Enlightenment during her youth and 

was more interested in books than in jewelry. After she was acquainted 

with the Grand Duchess Catherine (the future Empress Catherine II) in 

1759, she became passionately devoted to the Grand Duchess. The mutua1 

attraction of the two women was based on their shared intelligence and 

love of reading. Moreover Dashkova found in the Grand Duchess her role 

model. This attachment led Dashkova to organize and lead, as a 

nineteen-year-woman, the pa1ace coup d’éta for Catherine II in June 1762. 

Soon thereafter Dashkova retired from the court life and made a long 

joumey in European countries. She met various ’philosophers ’ of the 

French Enlightenment, including Diderot and Voltaire, and made with her 

erudition and intelligence a deep impression on them. During her second 

Europe stay she had regular conversation meetings with Adam Smith. 

In 1782 Catherine 11 appointed Dashkova Director of the Peterburg 

Academy of Science, an institution founded for the development of natura1 

science and mathematics. Dashkova became the first ever woman director 

of an Academy of Science in the world history. A fema1e ruler made this 

history possible. Dashkova managed the Academy so well that she could 

clear the debts of the Academy in a short time and enhance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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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ducational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is institution. In the next 

year Dashkova founded, with the approval of Catherine II, the Russian 

Academy. This institution had the purpose to develop the humanities, 
especially to enrich and correct the Russian language. So Dashkova held at 

the same time the double directorship of the highest academic institutions 

of Russian Empire. As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Academy her major 

concem was to compile and publish the Russian Dictionary. The dictionary 

in six volumes completed under her direction in 1794 was the first proper 

Russian dictionary. Two women at the top of the state apparatus opened a 

new epoch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Russia. 

These dazzling achievements Dashkova recorded did not exempt her 

from the repression by the new Emperor Pavel 1 who succeeded Catherine 

II after her death in 1796 and hated everything related with his own 

mother. Dashkova was relieved of all the govemment posts she had and 

banned to a remote country. After more than one year she retumed to her 

own estate and lived thereafter as a privat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uasion of her Irish friend Martha Wilmot Dashkova began to write her 

memoirs from 1803 and finished it in 1805. 

In her apparent gender consciousness Dashkova was never like a 

modem feminis t. As an eighteenth-century Russian woman she thought 

that too brilliant activities or honors in the "public" realm are not suitable 

for women. She posed as modest and humble woman. Against her brilliant 

intellectual and political talent and organizational abilities she wanted only 

to live as a devoted mother. She had fear of the jealousy and animosity of 

her male rivals. Her stubbom refusal of Catherine II's proposal to the 

directorship of the Academy of Science was based on this fear. But she 

could overcome this fear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woman sovereign 

who was her friend and her directorship proved to be more than 

wonderful. 

All Dashkova' s valuable achievements were made as results of women' s 

펴endship. She failed as good mother. But she could be an excellent 

director of two academies with the help of Catherine II and als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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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iguing memoir writer with the support of Martha Wilmot. The making 

of the strongest ’woman subject' of the eighteenth-century Russia was 

possible thanks to women's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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