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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포스트소비 에 트 러 시 아는 ‘국가형 성 (state-building )’의 과정 에 있다. 이 러 한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국가정체성을 만드는 문제는 중요한 청치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 

법 가운데 하나가 국가 상징과 의례와 같은 이미지이다. 국민들은 어떤 공유 

된 가치뿐만 아니라 공유된 상정을 통해 ‘국민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틸리 (C. 

Tilly)에 따르면， ‘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문 

화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커뮤니케이 

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표준 국어， 국기， 국가， 국경일 등을 제정하였 

다."1) 또한 모든 주민이 하나의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정치적 신화도 만들어 

졌다.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작업은 국가 내부의 갈등을 최대로 줄이 

고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외경심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늘 자신의 권리를 법으로 정당화하는 상징적 근거부여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징은 정치 엘리트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계승된 것일 수도，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가 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2) 권력을 물려받고 강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대중성과 인정을 얻어내고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 행 된 연 구 임 (KRF-2005-079-BM0029).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1) Charles Tilly(1994)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an, 1492-1992," Theory 

and Socíety, Vol. 23, p. 140. 
2) C. G았tz(1뾰) "Centaurs, Kings, and Charisma: Reflections on the Symbolic of Power," 

Rites of p，때Jer: Synψolism， Ritual, αu1 Politics Since the Middle Age, Wile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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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국가 상정과 의례따 같은 시각적 이미지에 주로 의존해왔던 것이다. 

현대에 블어와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심 

지아 그 자체가 ‘정치 행위’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가 상정과 같은 시 

각적 이미지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뜻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새로운 미디어 

전략으로 팔어들이는 ‘이미지 정치’를 뜻한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작용하게 할 것인가 하 

는 이미지의 ‘기능’과 이미지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함께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국가 상징과 의례가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형식， 그것 

들을 담아내는 시각 이미지익 기능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옐친 (5. EJIbl\HH)과 푸틴 (B. f1YTHH)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러 

시약 역시 속에서 해당 정뀐의 성격에 걸맞는 과거를 산택하였다. 그러나 새 

로운 체제카 지난 체제와 공유하는 의식(顧式)의 유사성은 전략적인 것으로서 

정신적 연속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흡스봄(E. Hobsbawm)은 이를 ‘만들어진 

잔통’이 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만들어 진 전통은 벙 시 적 이 든 암묵적 이 든 

통상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띄례나 상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들은 특정한 가치와 행 

위 규준을 만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한다. 

기실 그런 관행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기념하기에 알맞은 과거 

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려고 든다 "3) 이러한 ‘전통의 발명’은 ‘정치적 이데올로 

기의 근거’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제도 지위 또는 권위의 관계를 수립 

또는 합법화시키며 ‘사회화나 신념 가치 체계 행위 규범을 주입하는 것’을 

지지한다.4) 실제로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들어선 이 래， 정치 지도자들은 대 

중들에게 푸위를 돌리고 시민들을 통합하며 그리고 대중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민족의 상징(깃발， 국가， 모토， 화폐， 헌법， 국경일)을 창조하고 

배용하였다t 지배자는 그러한 상정의 힘을 알았고 믿었다.5) 

S.(ed.l, Philadelph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p. 14-15. 
3) E. 홉스봄 (2때4) w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 장문석 옮경， 서울: 휴머니스트， 20쪽. 

4) 같은 책， 33쪽. 
5) Karen A. Cerulo(1989) "Sociopolitical Control and the Structure of Nationa1 

Symbols: An Empirical Ana1ysis of National Anthems," SociaZ Forces , Vol. 68, 
No. l(Sep.l,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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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의 상징이나 의례가 정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상정과 의례는 ‘정치의 영역’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기존 연구도 주로 상징에 대한 기능적 차원(문장학)에 국한되어 있었 

다. 따라서 국가 상정에 대한 ‘문화적’6) 차원의 연구(상징과 정치문화간의 상 

관관계 규명)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학제 간 연구(미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의 ‘상징적’ 사례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장， 국가， 기 또는 다른 상 

징들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상정 형식에 연결되었던 사람들의 기억， 견해， 

사상 그리고 정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바로 그 점에서 그 

것은 문화적 담론의 영역이다. 이러한 담론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이 문화 

적 실천 영역에서 기능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상징이 

민족과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상징적인 ‘의미화 설천’들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말하자면， 국가 상징은 민족과 국가공 

동체의 정체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의미화 실천들이 조직되는 담론적 핵 

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글은 러시아연방(옐친 시기와 푸틴 시기)에서 국가상정 

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상징의 제정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국가상징이 

전달하고자 하는 국가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2. 국가장장의 생산 

새로운 지도자는 “정부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체제와 새 

로운 국가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문제에 직변한다.7) 지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는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들을 통합하였는가? 대체로 국제경기에서 국기가 

6) 여기서 문화는 “특별한 형태들 속에 표현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의미체계들”을 
의미한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소련의 붕괴 이후 물적 토대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해 기존의 가치체계， 신념체계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러시 

아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일 수 있다. 

7) Kathleen E. Smith(2002) Mythmaking in the New Russ따 Politics αld Memorγ 

during the Yeltsin Era,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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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되거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사람틀은 그 나라의 국민임을 느낀다. 이렇 

듯 국기와 국가와 같은 국가상정은 한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손쉬 

운 수단이다. ‘국가형성’에서 국가의 ‘국민’이 공동의 정자l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한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8) 

사전적 경의로，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렬 수 있는 내용을 그림 문자도형 등으로 나타 

낸 공식적인 정표로서 국민적 자긍섬의 상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국가 

상징은 한 나라의 “명함"9)이다. 이러한 국가 상징은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국가 간의 경계 

를 드러내거나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프 

랑스 혁명기의 삼색기처럼 국가 상징은 저항의 기호가 되기도 하고， 정치적 

갈둥의 내광을 표현하거나 합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국가상징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문장과 국기 국가는 독립 국가라면 어김 

없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상정들이며， 

그 자체 즉각적인 경외와 충성을 명령하는 것들이다 10) 그러면 국가상징은 어 

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선택된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문장파 국가， 그리고 국가 

는 1991년 이후 줄곧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즉 새로운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국가 상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그 모범적 사례를 어디 

에서 찾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제정 

러시아(전체주의/제국주의)나 소비에트(프롤레타리아 독재/국제주의) 둘 가운 

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각 시대의 국가 상징이 지닌 가치와 이미지를 ‘새 

로운’ 러시아의 나라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는 국가 상정을 제정할 때 새로운 정치적 맥락에서 그러한 상정들의 적합성， 

그리고 그러한 상징들이 정확하게 새로운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년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포스트소비에트 러 

시아에서 국가 상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소련 붕괴 이후 첫 시기 동안에 옐친 정부는 공산주의 체제와의 결별 선언 

8) Pål Kolstø(2000) Political Construction Sites: Nation-Building in Russia and the 
Post-Soviet States, trans. by Susan Høivi, Boulder: Westview Press, p. 2. 

9) Karen A. Cerulo(1989), p. 78. 
10) E. 홉스봄(2004) ，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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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기 위하여 낫과 망치가 그려진 국기와 국가인 「깨질 수 없는 동맹」을 

포함한 과거 소비에트의 모든 상징과 기념물을 파괴하고 도시와 거리의 이름 

을 바꾸었다.10 예를 들면， 체카(4K)의 상정인 제르진스키 (φ. ll >l< ep3HHcKI쩌) 

동상이 철거되거나 레닌그라드(J1eHHHrpail)가 상트-페테르부르그(CaHKT-neTepõypr) 

로 개명， 고리키 거리 (YJlHua fOpbKOrO)가 트베리 거리 (TBepCKa51 YJIHua)로， 칼리닌 

대로(KaJIHHHHCKH꺼 npocrreKT)가 신(新)아르바트 대로(HOBbIH ApÕaTCKH낀 npOcrreKT) 

로 바뀌 었다. 사실상 그는 “안티-공산주의자， 안티-노멘클라투라， 안티 고르바초 

프”를 주장하면서 집권 초기에 과거의 정권을 떠올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 

할”을 하였다.12) 

그러면 옐친은 왜 과거의 상징을 파괴하는데 애를 썼는가? 첫째 그 자신이 

표방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낡은 상정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민주주 

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적 신화 만들기에 빠지는 것을 주저하였 

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실천이 자신들의 모델로 선택했던 서구 자본주의 

적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고압적인(압제적인) 공산당의 선전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다.13) 옐친 정부는 려시아 민족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옛 상정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4) 

이처럼 옐친 정부는 낡은 때를 벗어딘지고 새로운 색깔을 입히기 위해 애 

를 썼다. 먼저 옐친 정부는 국가상정을 바꾸었다. 1993년 11월 30일， 옐친은 

「국가문장J 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였다. 그에 따라 1993년 11월 30일부터 제 

정러시아의 쌍두 독수리 문양은 려시아연방의 국가문장이 되었다. 국기로는 

이며 1991년 8월 쿠데타 직후 삼색기가 거론되었다 15) 삼색기가 러시아연방 

의 국기로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였다. 1993년 12월 11일 「러 

시아연방의 국기」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법령이 제출되었고， 1993년 12 

월 12일에 승인되었다. 1993년 말에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법령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국가로는 글린카(M. 11. fJIHHKa)의 「애국의 노래 (naTpHOTH'!eCKa.ll 

11) Kathleen E. Smith(2002), p. 1. 
12) P. Morozov(2000) "Boris Yeltsin: Sketches for a Portrait," Russian Socia! 

Science Review, Vol. 41, No. 1, pp. 43-49, 여 기 서 는 p.47. 
13) Kath1een E. Smith(2α02) ， p. 3. 
14) 옐친의 이러한 성향은 “비제국적”인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2000) w거대한 체스판~， 김명섭 옮김， 서울: 삼인， 161쪽.) 

15) 10. )]. Kymep (1999) rocy,aapcTBeHHbIe CHMBOJ1bI H Harpallbl POCCHJICKOη φellepaUHH， M.: 

KHII)((Ha)l rraJlaTa, CC.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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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H.SI )J 의 곡조가 채택되었지만， 가사가 없었다 16) 

옐친 정부는 국가상정을 1패통령의 직권으로 제정하였다. 그 과정에는 이른 

바 옐친 그 자신이 표방한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빠졌다. 국가상정을 만들기 

위한 위원호j 나 국민의 여론플 수렴하는 ‘합의’가 없었다. 국가상징은 “매우 신 

속하， 전통젝인 러시아식으로"17) 생산되었던 것이다. 물론 체제전환이라는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행위 자체가 어 

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합의의 부재’는 국가상정의 법률화와 수용과 

정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광하였다. 

옐친이 제정한 국가상정은 여러 정치 세력의 도전을 받았다. 우선 삼색기인 

러시아 국기의 경우， 러시아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로마노프 왕조 시대에 〈백 

청-적>의 삼색기가 주로 상선에 사용되었고， 러시아 혁명 동안에는 케렌스 

키 임시정부가 사용했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차라리 제정러시아와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백 흑-금〉의 국기를 선호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의 집회에서 다른 정교 상정과 차르 시기의 상징과 함께 <백-흑-금>의 깃발 

을 휘날렸다→. 디른 한편，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좌익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은 

<백 청-적>의 삼색기가 제정러시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대조국전쟁 시기 

에 조국을 애반한 블라소프(A. BJlaCOB) 자유해방군이 <백 청-적>의 삼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망치와 낫이 그려진 소비에트 

시기의 붉판 기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각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깃발이 러시아를 물들였던 것이다. 

그래서 1998년 1월에 옐친은 이러한 혼란을 끝내려고 하였다. 그는 국가상 

징의 법제화를 두마에 요청하였다. 투표 결과， 450명의 두마 의원 가운데 찬 

섬은 1/4에도 못 미쳤다. 다수는 소비에트 시기의 상징블 복원시키길 원했다. 

당시 회의장에는 “붉은 깃발”이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e뼈) 그렇다고 해서 소 

바에트 국기와 소비에트 국까가 복원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시도도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16) 하지만 가사를 정하는 일은 지체되었다 많은 예술가와 정치가들은 깔린낀 (B. M. 
K때ßHI<HH)의 시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10년 이상 러 

시아 국가는 7까 없는 것으로 연주되었대H. A. Co60JJeBa (2005) "없 HCTOp뻐 。Te'leCTBeHHbIX

rocytIaPCτBe빠，IX rHMIIOB," lJretfeCTBeHHa.Jf HC따JHJJ， No. 1, c. 19) 
17) Victor 밟zunkov(2002) "Gimn i vlast': khro띠ka tshcheslaviya," 1nterview on Radio 

<SvobαIa>， http/I'뻐TW.svoOOda.o떼programs/oth/2000/o비.25.asp(28 January 2α)2). 
18) Russian Today, 26 January 1998, http//www.russiatoday.com/toda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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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옐친이 국가상징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 까닭은 옐 

친 시기 동안 지속된 정치 갈등에서 찾아질 수 있다. 옐친 시기 동안에는 대 

통령과 의회 사이에 권력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통치위기가 계속 

되었다. 실제로 1993년과 1995년 국가두마 선거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세 

력이 의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정부와 의회 사이 

의 관계는 상호 공조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국이 끊임없이 

동요하였다.19) 그래서 옐친은 아예 국가상정의 문제를 정치적 의사일정에서 

빼버렸다.20) 

옐친 정부는 통일적이고 주민 대다수가 받아들인 국가상징을 생산하는 데 

실패하였다.21) 이는 소련의 붕괴 이후 민족의식의 좌절， 새로운 현실 적용에 

의 어려움과 서구식 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환멸을 반영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22) 

‘통일적인’ 국가상정을 제정하는 일은 푸틴 시대로 넘겨졌다.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0년， 러시아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외환위기 뒤， 정부와 정부 

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반감이 늘었다. 체첸 사태로 상정되는 분리주의 움 

직임， 연방 내부의 법적 통일성과 행정적 위계질서의 붕괴들도 러시아를 동요 

시켰다. 이에 푸틴은 러시아 사회의 동요를 막고 안정시키는 과제를 최우선적 

으로 설정하였다.23) 강력한 국가건설 의지는 이미 2000년 5월 17일 러시아연 

방 대통령 블라디미므 푸틴의 대국민 TV 담화문에서 피력된 바 있었다.잉) 이 

와 같은 정책 기조는 국가상정의 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기실 옐친과 달리 푸틴은 러시아 사람들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거의 상정을 과감하게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라면 그로서는 소비에트 시기의 상징이라도 상관없었다. 실제로 푸틴은 소비 

에트 과거를 기억에서 지우는 데 그렇게 열정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공산 

19) 서동주(2005) r푸틴 정부하 러시아 권력구조 개편과 정당정치 J ， 홍완석 엮음현 

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 서울. 한울 아카데미， 106-107쪽. 
20)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ewsline, 30 January 1998. 
21) Pål Ko]stø(2000) , p. 246. 
22) r. r. 마IJllireHCKHìl(2000) "’3anall’ B pocc때CKOM oõmeCTBeHHOM c03HaHHH," 06DJ,eCT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5, c. 12. 
23) 강봉구(2001) r 옐친에서 푸틴으로· 러시아의 국가전략 변화J ，중소연구~， Vol. 25, 

No. 4, 141쪽. 
24) 강봉구(2α)()) r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TV 담화문J，중소연구~， Vol. 24, No. 2,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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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권펴 잘못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자， 

근대 러시아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신념을 토로한 바 있었다. 

사실 푸턴은 이미지 정치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그의 참모의 면 

변에서도 드러났다. 그의 고문 파블롭스키(1'. l1aBJlOBCK따i)는 대통령에게 이익 

이 되는 상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잘 알려 

져 있었다. 푸틴과 그의 팀은 옐친과 탈리 상정이 정치에 미치는 힘을 잘 알 

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족 상징을 세섭하게 선택하였다.잉) 

푸틴은 앨친 시대 국가상징 가운데 국가 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2000년 말경에 옐친이 제정한 국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다. 10년간 정해지지 않은 국가의 가사 때문이 아니었다. 논쟁 

은 국가의 곡조 때문에 벌아졌다. 단순핸 곡조를 물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까 

닭은 무엇인가? 한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1998년 16회 프랑스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러시아 축구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정렬 

하고 있던 러시아 축구 선수들은 사기가 충전된 모습이 아니라 무뚝뚝한 표 

정으로 딴 짓을 하며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일종의 ‘불길 

한 정조’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현실로 되었고 나중에 축구 선수들의 ‘실 

패의 변’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 “옐친 

대통령의 환치시기에 도입되었고 가사가 없는 친숙하지 않은 멜로디를 지닌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국가가 자신들에게 큰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한 

다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26) 그들은 국가를 블으면서 오히려 사기 

를 잃었던 셈이다. 

이러한 일화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국제경기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걸리는 국기를 보면 

서 그 어떤 뭉클한 감정을 느끼고 ‘국가와꾀 일체감’을 확인하고 ‘그 나라의 

25) HBaH KYPHJlJla(2002) "Who is at the Gate?: The Symbolic Battle of Stalingrad in 
Contemporary Russia," PONARS(Program on New Approches to Russian 
Security) Policy Memo, No. 268(October) 

26) Marina Frolova-Walker(2004) "Music of the Soul?," National Identity in 
Russian Culture: An Introduction, Simon Franklin and Emma Widdis(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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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 

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된 뒤 옐친정부는 스탈린 시대의 

국가를 폐지하고 거의 1세기 반 동안 글린카의 오선지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멜로디를 국가 로 선택하였다. 글린카의 국가는 가사가 없었고，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가사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0년에 걸쳐 6천통의 공모를 받았 

지만， 러시아 정부는 「애국의 노래」에 가사를 붙이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러 

시아 의회의 분파들은 글린카의 국가가 러시아를 상징하는 국가로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r깨질 수 없는 동맹」의 복원을 지지하였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곡 

이 만들어 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애국의 노래」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집단은 스포츠 선수들이 

었다. 그들은 러 시 아 최 고의 축구팀 인 ‘스파르탁 모스크바(CnapTaK MOCKBa)’의 

선수들이었다. 2000년 여름 새로이 선출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서， 그 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가사 없는 국가에 가사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축구선수들은 커다란 경기에서 불릴 수 있는 

“국가”의 부재가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느꼈다28). 비슷한 

불평이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도 나왔다.29) 여론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 사람들의 15%만이 글린카의 국가를 지지하였다 "3이 

여론조사로 드러난 불만과 스파르탁 축구팀이 보낸 공개서한과 같은 편지 

에 대응하여 푸틴은 여러 개의 대안(새로운 국가 , 글린카의 곡조에 가사， 차 

르 시기 또는 소비에트 시기 국가의 멜로디 복원)을 보기로 들면서 국가로 

비룻된 위기의 해결을 제안하는 책임을 진 정부 위원회를 수립하였다. 위원회 

는 「나의 조국은 드넓다(lIIllpoKa CTpaHa MO}l pO IlHa}l )J 라는 1930년대에 인기 

를 끌었던 ‘애국적’ 영화음악과 팝스타 알라 푸가효바(뻐ma nyraqëBa)의 노래 

27) ]. Martin Daughtry(2003) "Russia' s New Anthem and the Negotiation of National 
Identity," Ethnomusicolo밍1， Vol. 47, No. 1, p. 51. 

28) Oksana Yablokova(2聊) "Anthem Dispute Shows House Divided," The MosaJW 

Ti’ηzes， 21 November 2CXX), http://www.themoscowtimes.comlstories/2C뼈Vll/21/011.html 

29) Daniel McLaughlin(2000) "Stalin' s Favorite Makes Anthem Shortlist," Reuters, 

24 November 2000, http://198.3.103.147/news/r/001124/1O/odd-anthem-dc. 
30) "Majority [of Russians Inc1ined to Revive USSR Anthem],"(2000) Pravda, 13 

Nov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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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3개의 국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옐친 시대와 비교해볼 때 

비록 형식에 그친 것일지도 모르나 민주적띤 것으로 평까해볼 수 있다. 물론 

푸틴 정부의 인기와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소비에트 시기의 가사를 삭 

채한 알렉산드로프의 곡조를 선택할 것은 분명하였다，31) 

2000년 12월 4일 푸틴 대통령은 옐친 시기의 국가문장과 국기， 그리고 1944 

년 소비에E 국가를 새로이 러시아연방의 국가로 하는 국가상정 법안을 제출 

하였다 

3. 국가상징을 둘러싼 담롬 

푸틴 대통령이 국가상정 법안을 제출하자 러시아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빠 

져 들었다. 그 가운데 소비에트 국가를 다시 이용하는 일은 태풍의 눈이었다. 

그것은 나라 전체를 둘로 분열시켜 놓는 듯했다. “소비에트 시기 국가의 멜로 

디를 다시 쓴다면， 사회는 뜰로 나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 곡조를 들으 

면서 감쩍한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븐 눈물， 국가의 명령과 씨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숨 

죽인’ 눈물쓸 흘릴 것이다."32) 

그러한 진단은 곧 현실로 되었다. 그러면 2000년 말 려시아 사회를 들끓게 

했던 국가될 둘러싼 답론은 어떠했는가? 그 담론을 살펴보면서， 러시아에서 

국가상정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 가늠해볼 것이다. 

소비에트 국가 멜로디를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은 러시아에서 여론의 폭넓은 

반웅을 유발시켰다. 의회에서 정치가들은 제안된 국가를 환영하거나 비난하는 

격렬한 연설을 하였다. 신문은 날마다 이러한 논란을 실었다이토기(HTorH)dl는 

그 문제에 상당한 시간과 지면을 제공하였다. 국가를 둘레싼 답론에는 기본적 

으로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반영되었다. 한쪽은 소비에트 국가의 복원을 긍 

정적으로 핑가하는 집단이고 다른 쪽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하는 집단이다. 

31) “가사가 없다고 비판받은 국가를 가사가 삭제된 곡조로 대체하는” 웃지 못 할 현 
상이 연출되 었다(M. O. 4YllaKOBa H IIp，(2(뼈) 311 r .lJHHKy! J때TH.f3 B03BpllTll κ COBeTCKOuy 

n~쩌y. Cá HHIþOpMllaHOHHhlX MllTepHllJIOB, M.: H311aTeJIbCTBO illKOJlil ，에3bIK H pyCCKOß KyJIb

TypbI>>, c. 7). 
32) M. O. 다YllaKOBa H l!P.(:zaXl), 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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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국가의 멜로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은 주로 공산주의자들 

과 친 정부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푸틴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최근에 특히 알렉산드로프가 작곡한 소비에트 국가를 둘러싸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당신들과 나는 여론 조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 

다러시아 시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러한 멜로디를 분명히 선호하고 있 

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수결로 결정될 수는 없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 나는 인민과 내가 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라한 결정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회를 또 다 

시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과거 시기의 상정을 이용하는 것을 받 

아들일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면 그 땐 우리는 우리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의 전체 세대(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가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즉 그들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성이 없고 가슴이 없지 않는 한 그리한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잃) 

공산당과 통합당 연합은 소비에트 국가의 멜로디를 복원하라고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총리 미하일 카시야노프(M. KaCMIHOB)의 말에 의하면， “소비 

에트 국가의 멜로디는 기억하기 쉽다. 군에 있었을 때 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면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글린카의 국가는 “소름끼치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생생하지 않았고 ( ... ) 용기를 북톤지도 못했다-모든 좋은 국가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34) 

소비에트의 국가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집단들은 ‘자유주의’ 정 

치가들과 문화계 종사자들이었다. 우선 옐친이 포문을 열었다， 옐친은 2000년 

12월 6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냐는 우리나라의 국가 

로서 소련의 국가를 채택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 나는 그 노래를 들 

으면 한 가지 생각밖에 떠 오르지 않는다. 공산당 당대회 "35) 

33) Vladimir Putin(2000) "Televised appearance on Itogí," 10 December 2000, http: 
/ /www.ntv.ru/itogi/index.htm l. 

34) Sophie 매mbroshini(2OOQ) "Russia: Search for a Suitable Anthem Goes α1，" Radio 
Free Europα!Rr.띠w μibe따" 24 October 2뼈， http따):/，ν/때www.rfer때er때T찌1.0아r때g/nca없/깨'fe없a따tu뼈res떠/α2CX:뼈뼈10/10/ 0ψ / 
24쇠1020때00194810.asp. 

35) Radio Free Europe/Radio Iibe，따1， http://www.rferl.α-g!ncalfeal:tJresl'JXX)/l2t1α:y Zffi)1717Jl 
(검 색 일 2006년 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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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유명한 문화계 인사들도36) 알렉산드로프의 국가를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스탈린 정권 하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였다. “스탈린 시대의 국가가 재차 올려 퍼지는 것은 오랫동 

안 고통 받은 인민들을 겨냥한 냉소적이고 부끄러운 조소이다. 그것은 국가적 

규모에서 자행된 일종의 도덕적 사도마조히즘이다."37) 

소비에트 국가를 복원히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역겨움과 저항을 볼러온 

다( ... '1 이러한 멜로디는 과거 시기의 가장 생생한 상정 가운데 하나이다. 

‘낡은’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덧씌운다고 해서， 그 ‘낡은’ 곡조가 떠오르게 

하는 단어， 레닌과 스탈린을 영광스럽게 한 용어를 지울 수 없다. (…) 우리 

의 수백만의 동료 시민들은 결코 이러한 국가를 존경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것은 그들의 믿음을 침해하고 소비에트시기에 저질러진 정치 탄압에 희생된 

사람들띄 기억을 모욕하는 것이다.38) 

모스크바 총주교단과 총주교 알렉 세 이 2세 역 시 2000년 12월 5일 소비 에 트 

시기의 국가를 복원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히-였다.39) 대체로 반대 

진영은 알렉산드로프의 국가를 복원시키는 행위를 “사회적 조화”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더디지만 어렵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전환"40) 

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들이 국가를 둘러싸고 러시아 사회를 들 

썩 이 게 만은 반면， 한 여 론조사 기 관(φOH.[{ <<üÕrneCTBeHHOe MHeHl!e>> )41) 역 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 

36) http://:야nza.yabloko.nνSl\.IIl/，PROBVOO1205.htrr닙(검 색 일 2뼈년 5월 17일) 그들은 BoPHC 

BaClUlbeB, AneKCaHllP BOJlo따H， MapH3TTa 4YllaKoBa, OJler IìaclUlamBHJIH, BaJIeHTHH raiþT 등 

이다. 

37) M. O. 4YllaKOBa H llP.(2뼈)， c. 21 
38) "Muzyka [sovetskogo gimna vyzyvayet otvrashcheniye u tvorcheskoi intelligentsüJ,"(:JXX)) 

Len따ηl， 5 fuember :JXX), htφ:j /www.lentanνIussi뼈뼈V1Z!a)! izvestia/culture.htm. 
39) htφ:j /penzayabloko.nνSl\.IIl/，PROBZ/OOl205.htr피(검 색 일 2얘6년 5월 17일). 
40) M. O. lJYllaKoBa H 매.(2C뼈)， c. 34. 
41) 현재 러시아의 대표적인 샅문조사기관은 BUHOM, J1eõalla UeHTp, φOHll <<OõmeCTBeHHoe 

MHeHHe>>가 있다. 이 가운데 브치옴은 친정부 기관， 레비다 센터는 반정부 기관， 폰드 

는 중립적인 조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관들은 공신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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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로서 어떤 것톨 지지하는가? ‘ ι ‘ 

(알소렉련산드로프가 작곡한 국기 에 새로운 기사를 만든 것 
시기 국기) 2877(35.7%) 

글린카의 곡(현재 국기 )에 기시기 없는 것 752 (9 .3%) 
글린키의 곡(현재 국기 )에 기시톨 톨인 것 1885 (23 .4%) 

다른 유명한 곡에 새로운 기시 409 (5.1%) 
새로운 곡에 새로운 기시 1482 (18 .4%)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652 (8.1%) 
흥 투표자 수 8057엉 투표 시작일 2000.12.05 . 비공개 투표 . 

월빽씬亡로프의 묵으로 만틀어진 국가가 흩혀 뻐지면 기립하겠는가? 

룰혼 그훌게 하겠다 . 5244 (36.2%) 
그힐게 빼야 양 것이 다. 2460 (17 .0%) 
절대로 그힐지 않톨 것이다. 4304 (29.7%) 
잘 모르겠다 . 2480 (17.1 %) 
용 투표자 수 14.488영 투표 시작월 2000.12.05. 비공개 투표. 

일혁신드로n의 를외톨(소현 국가) 러시아 국가톨 만드논 데 시용빼도 멀방하다고 생각하는기? 

그렇다 2208 (48.8%) 
아니다 1950 (43.1%) 
개의치 않는다 363 (8.0%) 
총 투묘자 수 4521 영 투표 시작일 2000.12.05. 비공개 투표， 

[표 1] 2000년 12월 5일자 설문조사 
위의 표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국가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여 

전히 다양한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알렉산드로프가 작 

콕한 멜로디가 선호되긴 하였지만， 국민 절대 다수는 알렉산드로프의 곡조를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알렉산드로프의 멜로디를 복원하는 데 찬성한 수치만을 

놓고 분석해보면， 여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8월 21일 (19%)과 

2000년 4월 22일(17%)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볼 때，42) 알렉산드로프의 

멜로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또한 2000년 4월에 실시된 

<국가>에 관한 설문조사와 비교해볼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소련 

국가(곡조와 가사)(21%) ， 새로운 가사로 된 소련 국가(18%) ， 완전히 새로운 

국가(콕조와 가사)(15%) ， 새로운 가사로 된 글린카의 국가(15%) ， 현재의 국가 

(14%) , 답변곤란(18%)으로 나타났다.갱) 그 까닭은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내부적인 안정과 대외적인 권위가 발현되는 것을 원 

했고 그러한 열망이 국가상정에 투사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통일성’이 

42) 1999년 8월 21 , 2000년 4월 22일， 전국규모， 1500명. 
43) h뼈:j /lXI.태glishfomrulreçorUcaν앉x:ietaslrusjm!synfulsls따NO파여_TOSSiiJ벼뻐XIDì(검 색 일 

200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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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절대 다수가 알렉산드로프의 멜로디가 복원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렇듯 국가상정을 정하는 문제는 ‘과거에 대한 기억’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푸틴은 더 

이상 국가장정을 제정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는 국가상정을 제정하는 일을 5년이 지나도 풀지 못할 것이다. ( ... ) 

왜 지금까지도 법안이 채택되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익히 알려져 

있고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두마 

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겨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혁명 이전과 1917년 12월 이전， 그리고 차르 러시아의 상정을 현재의 국가 

상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소비에트 

시기의 상정을 우리나라를 상정하는 얼굴로 이용힐 수 없다는 것이다. (…) 
언제까지 국가상정에 대해 생각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는 우리나라의 모든 상정을 오늘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상정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또 다 
른 문제 이 다.(...)44)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는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되는 상정을 선택해야 딴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여기서 옐친과 달리 푸틴 

이 보인 ‘현설주의자’로서 면모가 드러난다‘ 푸틴은 겉으로는 그려한 대의를 

내세웠지만q 속으로는 옐친익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는 데 필요한 지지 

기반을 늘리고자 하였다. 그는 공산당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지닌 불만스럽 

고 가난으로 찌든 공산당 지지자들을 흡수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2000년 12월 8일 국가상정은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찬성 38lJ조 대 반대 51표였다.45) 푸틴이 두마 결의안을 법 

제화한 3주 뒤， 두마는 세르게이 미할코프(c. MuxanKOB)기 만든 새로운 가사를 

승인하였다 2000년 12월 25일， 푸틴은 이러한 법안틀을 법률로 제정하였다.46) 

44) http://strana.ru/print/975961571.html(검 색 일 2005년 12월 10일). 
45) G. Whit빼el뼈1) "God Ousts Sta1in in Russia’ s Re때l11P'최 Anth없1，" 깐ænη/eS(London)， 

1 January. 
46) E. B. n<leJloB(2002) rOCYllapcTBeHHbIe CHMBOÆl POCCHH - rep6, lþJ/aπ rHMH: Y'le따oe 

IIocoðHe, M.: <TI'Il1:PyccKoe CJlOBO - pC>,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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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상징의 수용 

국기와 다른 국가 상정의 선돼은 흔히 ‘국가형성’에서 정부의 지향성을 드 

러내준다. 마찬가지로， 대중이 그러한 상정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또는 설패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일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표현해내려고 한 국가 상징은 그것이 사회 

의 인식을 반영하고 사회의 집단의식을 표현해낼 때에만 실질적인 상징이 되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은 사회가 받아들이고 시대가 정당성을 부여 

해야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듯이 러시아의 국가상징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여론조사기관 <폰드(φOHIl)>는 대중들이 현재의 국가상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조사하였다.깎)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직스러운 국가상 
징은 어떤 것인가7"48) 

아래의 도표는 비공개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어떤 러시아 국가 운장 모월흩 지지하는가? 

흩， 십자기기 세워진 횡긍구톨 톨고 있는 썽두 독수리 문정 ( 1917 2813 (44.9%) 년 2월 이전까지의 러시아 문장) 

용관. 흩， 구기 없는 쌍두 특수리 문징(1917년 10월끼지의 러시이 문징) 2195 (35 .1 %) 
소련 문장 495 (7 .9%) 
기타 758 (12 .1%) 
용 투표지 수 6261 엉 투표 시작일 2000.1 2.20. 비공개 투표 

러시쌍아루연휠 국가 룬 톰징g)으톨로서 러시아 쩌|국의 훈 ;-장 수(흩 있과다 g고금 생구각톨8 톨고 있논 
특추리 사용하는 것를 허용 }는기? 

그흩다 3440 (56 .1%) 
OIU 디 2223 (36 .2%) 
개의치 않는다 472(7 .7%) 
흥 투표자 수 6135영 투표 시작잃 2000.12.20. 비공개 투표. 

어떤 러시아 국기 모월를 지지하는가? 

액-청-적의 심색기 5358 (82 .7%) 
액-w-혹의 싱색기 154 (2 .4%) 
홈은 국기 651 (10.0%) 
기티 315 (4 .9%) 
흥 투표자 수 6478명 투표 시작일 2000.12.20 비공개 투표 

47) 국가상정에 관한 여론 조사는 POF로 한정해 볼 때 1999년 3회， 2000년 13회 ， 2002년 
7회， 2004년 1회 이루어졌다 

48) 아래의 분석은 http://www.rusflag.ru/diff/glruneta.htm(검색일 2006년 1월 22일)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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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fi./ òf'’영쩍카Jt 때뺀 잦Of~(ô1떤/뚫Qf OI를) 당신뚱 쪽?f)f 뿔렴 표lAl명c Jl'형하꼈월2í찢/ 
기꺼이 그럴 것이다. 2026 (33.0%)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681 (1 1.1 %)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1774 (28.9%) 
잘 모르겠다. 1655 (27.0%) 
총 투묘자 수 6163명 투표 시작일 2000. 12.20 비공개 투요， 

[표 2] 바람직 한 국가상정 

4. 1. 국가장징에 대한 센호도 

2000년 1D월 14일에서 15일， 2002년 1월 12일과 13일， 2004년 8월 28일과 

29일 사여에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당신은 러시아 국기를 좋아합니까， 또 

는 싫어합니까7>라는 질문에 대해， 좋다는 68%에서 64%로 다시 73%로 증가 

하였고， 싫다는 20%에서 16%로 줄었다가 다시 12%로 떨어졌으며， 답변 곤란 

12%에서 19%로 늘었다가 다시 15%로 감소하였다.<당신은 러시아 문장을 

좋아합니까， 또는 싫어합니끼-7>라는 질문에 대해， 좋다는 63%에서 53%로 감 

소했다가 다시 61%로 증가펴었고， 싫다는 24%에서 20%로 떨어졌다가 다시 

18%로 줄었으며， 답변불가는 12%에서 27%로 늘였다가 21%로 줄어들었다. 

<당신은 라시아 국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7>의 경우， 좋다는 32%에서 66%, 

다시 67%로 증가하였고， 싫다는 43%에서 11%로 줄었다가 13%로 약간 늘어났으 

며， 답변곤란은 25%에서 23%， 20%로 줄어들었다(다음 페이지의 도표 참조)，49)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문장과 국기의 선포도에는 커다란 변화 

가 없지만， 국가 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가 공식적 

으로 제정되기 전에 여론 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반 정도가 소비에트 국 

가를 반태하였지만， 공식적인 국가 로 제정된 뒤에는 배 이상이 그 멜로디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또한 주목할 점은 여전히 국민의 30% 정도 

가 국가상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시실이다. 이는 현재의 

국가상징이 러시아 사람들 전채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답 

변곤란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푸틴 시기의 안정적인 정국운영이다. 

푸틴 정부눈 1999년 12월 국가두마 선거에서 통합당의 션전과 2000년 총선에 

49) http:j，뼈많glishfomrulJ:eIXlrνca따JCÏetas!ruü:IÝsymlxJls!s따Nolik따ηssii/ed여많없(검 색 일 

200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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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승으로 의회 내 다수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정국운영에 자신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 옐친시기와는 다르게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돼) 

좋음 

싫음 

답변곤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짧 2000.10.14-15 112002.1.12-13 口 2004 .8 28-29

[표 3] 국기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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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장에 대한 태도 

50) 서 동주(2005) ，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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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닫 

싫을-

답번곤린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Cl 2000.10.14-15 뼈 2002.1.12-13 디 2004.8.28-29 

[표 5] 국가에 대한 태도 

게다가 푸틴 개인에 대힌 지지는 푸틴의 정책 집행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 

다. 푸틴은 2000년 집권 이래 70%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베슬란 인질테러 

에 대한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4년 8월에 73%.9월에 75%를 얻어 지 

속적으로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51) 2005년 초 사회보장법 채택을 둘러싼 

논란 속에 다소 지지율이 떨어진 적도 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푸 

틴의 국민석 지지는 72% 내외를 상회하여 여전히 높았다.52)둘째， 푸틴 시대 

에 경제 안정은 국가상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옐 

친 대통령익 시장경제화 개혁정책은 일반 러시아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든 

반면， 소수익 사람들이 경제재혁의 성과를 독점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불만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반개혁적 정서를 심어주었다. 반면 푸턴이 집권할 당시 상황 

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국제 석유가의 급등은 푸틴을 구원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는 유가급등닫 통한 이익의 일부를 연금생활자들에게 나누어주 

는 반면， 개혁의 수혜자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처단하는 것과 같은 ‘포플리스 

51) ROMlR MI띠빼ng Res얹:rch Group의 2004년 9월 16-21일 조사 결과. ht따/ /www.romir.1U. 

52) BUHOM의 2005년 3월 19-20일 조사 결과. http://www.wcíom.r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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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적 선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선전’은 불만에 찬 러시아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이다. 

정당 및 선거블록 명 
정당비례대표제 

지역선거구 총계 
% 인원 

러시아연방공산당 24.3 67 47 114 
단결/곰 23.3 64 9 73 

조국-전러시아 13.3 37 29 66 
우파연합 8.5 24 5 29 

지리놈스키 블록 6.0 17 17 

야블로코 5.9 16 4 20 

우리집-러시아 1.2 8 8 
전러시아정치운동-군지지 0.6 2 2 
러시아전인민동맹 0 .4 2 2 

-디「 λ...l...‘ "ε， 105 105 
기타 군소정당 5 5 

겨| 225 216 441 

[표 6] 1999년 국가 두마 선거결과 
* 8개 지역은 재투표 설시 (2000.3.26) ， 체첸지역 미설시. 

자료: 중앙선관위 발표문(1땐.12.29) N많/764-3; http:ιwww.rg.nνoficial/doc/vyb아'_99. 

정당 및 선거블록 명 
정당비례대표제 

지역선거구 총계 2005 .4 .25. 기준 
% 인원 

통합러시아 37.57 120 103 223 304(67.56%) 

러시아연방공산당 12.61 40 12 52 47(10 .44%) 
자유민주당 11.45 36 36 35(7.78%) 

조국·인민애국연합 9.02 29 8 37 40(8 ‘ 89%) 
야블로코 4.30 4 4 
우파연합 3.97 3 3 
농업당 3.64 2 2 

연금수령자사회정의당 3.09 
러시아부흥·생활당 1.88 3 3 
러시아인민당 1.18 17 17 

-口「-/」、 ;;:;극， 67 67 21 (4.67%) 
기타 군소정당 3 
모두 다 반대 4.70 (3) (3) 

계 225 222(3) 447(3) 447 

[표 7] 2003년 국가 두마 선거결과 

* 3개 지 역 구(N 162, N 181, N 207)는 무효 처 리 

자료 : 러 시 아중앙선 거 관리 위 원 회 , http://www.fci.ru; http://gd2003.cikrf.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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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푸딘은 집권 뒤 곧바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벼판적인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하였다.닮)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국가가 통 

제하지 않는 미디어 매체와 언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여름에 이르 

면 정부는 모든 중요한 국명 헬레비전 망을 통제하게 되었다.없)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푸틴 정부는 국가상징을 여러 측면에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는 국가상정을 대중화시키가 위해 애썼다.또) 2004년 9월 11 일 이르쿠츠크에서 

<통합 러 시 아(E뻐HaJl POCClDl) 청 년 회 >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KOMCOMOJIbCKM 

npaBlla)~ 는 <러시아 국기의 날(~eHb POCCHHCKOrO φJlara)>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의 목석은 러시아 역사전통을 대중화시키고 국가상정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닮) 2006년 8월 모스크바 현지조사에서 만난 사회학 박사 

과정생은 젠반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상징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든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2。 국까상징은 러시아 사람들빼째 무엇을 떠볼리거| 하는가? 

그렇다면 국가상징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57) 

@국자 

<당선이 국가를 들었을 때， 당선은 우리나라의 역사외- 생활에서 어떤 기억 

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응답자는 압도적으로 러시아 국가를 소비 

53) 뻐e 묘 Thrspring(ed)(없E) Putin성 Russia: Past Impeifed, Fulure 다u:erlnin， 2nd e:죄tion， 

터바JaIIJ， fuulær & 뼈w York: Rowmm & littlefi러d Publi양1ers， Il\lC, p. ffi 
54) Dale R Herspring(ed.)(2005), p. 67. 
55) "nYTllH OJlOÕPHJl I10nY.IU!pH3aU씨o rOCCHMBOJlOB Pφ16.1 2.2004，" http://www.klerk.ru/ 

print.php?l6711 (검 색 일 2006년 5월 5일) 
56) 대회의 주제는 1. 러시아 국기의 역사 이야기， 2. 러시아 국기에 대한 시， 3. 정치 

포스터， 4. 러시아 국기 그리기 등이다( 1) http://irk.kp.ru!2004/08/1 1/doc31431(검색 

일 2006년 5월 10일); 2) "l1pa3뻐HK 뼈 illKOJlbHHKOB BOJlrorp aJ1a 51-rpa:!<,llaHHH Pocc째" 

http://www.statesymb이.nνnews/200당l610/39597533(검 색 일 2006년 5월 10일)). 
57) 아래의 분석은 주로 다음을 참조하였다.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개별 각주는 생략 
할 것힘엠(http:끼//bd.e태ng따1is밟h.允m.ruψlνν!repoπrt/C떠at따/soc디ietas밍/rus외jrrν따syrπrnbo이，1s/s히irnvo이li파바ikaJos잃siiψ iν / 
eo~빠Q여4엠340~웠(검 색 일 200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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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시기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아래 도표 8 : 소비에트 시기 (23%)， 올림픽과 

다른 스포츠 사건(15%) 개인적 사건(7%) (...) 조국전쟁 (8%) (…) 답변곤란 

(28%) 이 다.)58) 

응답자들은 현재 러시아의 국가를 소비에트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 가 

운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었다. 문답식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역시 그와 비슷한 평가를 했는데 그들은 국가를 통해 기억되는 

소비에트시기에 나라에 대한 ‘자부섬’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국가를 소비에 

트 과거와 연결시킨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에게 

현재의 국가는 ‘억압과 황폐화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했다. 

기타 

소비에트시기 

올림픽，다른스포츠 

개인사건 

대조국전쟁，최근전쟁 

러시아위대함，조국에 대한자부심，정서적 고양 

공휴일，시위，행진 

엇 나핫노래와비교 

80-9C년 대 말의 사건 

공산주의 1 당， 콤소몰 , 공산당대회 

군복무연상 

현재 러시아의 사건， 현실 t.Ã1 

라디오전송 

러시아 역사， 우리나라의 과거 

부정적연상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 우주비행의 성과 

우리 초국의 강력한지도자 

앓
 괜
 

끼
끼
 버
〕
 

나
 
답
 

각
 

생
 

도
 

꺼
X
 

무
 

아
 

o 5 10 15 20 25 30 35 40 

「굶리시아 뽑모스크바 ) 

[표 8] 국가 

58) http:까xl.태glish.fam.nνI타JO[νcaνsα::ietaslrusjmlsyr바:XJIslsimvo바a_lDssii/ed여또ffi(검 색 일 

2α)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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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당신이 푼장을 대할 때， 당신은 우리나라 역사와 생첼에서 어떠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가7>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문장을 주로 혁명 이전 러시아와 

연결시켰다 ([표 9] 참조)59) 

차르러시아 

혁명시기 

러시아 우1 대함， 조국에 대한 자부심 1 정서적 고앙 

.i~비에트 시기 

일반적으로 러시아역사 

폐러|스트로이카， 폭동 

소련의 상짐과비교 

근대 러시아의 사건과 현실 

일반적으로부정적 감정 

돈을연상 

이중성，매매함 

국가상징 

공휴밀，시위，행진 

독수리 연상 

과거로의 회귀 

군연상 

개인사건 

올림픽，스포츠 

아무것도 연상시키지 않음 

답변곤란 

@국기 

기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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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문장 

<당신이 국기를 바라보았을 때 당신은 우리나라 역사와 생활에서 어떤 기억 

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애 매해 응답자는 국기를 ‘1980-1990년대’， ‘차르 러 

59) http://bd.english.fom.rψreporν'caUsocieta잉rus_llIνsymbolsl simvolikaJossiνed043509 

(검 색 일 2005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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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그리고 소련과 연결시켰다([표 10] 국기 참조). 한편， 국기가 ‘1980-1990 

년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국기를 

소비에트 국기와 비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기가 8월 쿠데타， 뒤이은 소련 

의 붕괴， 그리고 옐친 시기의 개막을 연상시킨다고 탑변한 사람들은 현재의 

러시아 국기를 ‘새롭지만 약한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어) 

기타 

소비에트 시기 

올림픽，다른스포츠 

개인사건 

대조국전쟁，최근전쟁 

러시아위대합，조국에 대한자부심，정서적 고앙 

공휴일，시위，행진 

옛 나핫노래와비교 

80-90년대 말의 사건 R 

공산주의 , 당， 콤소올， 공산당대회 

군복무연상 

현재 러시아의 사건， 현실 

라디오전송 

러시아 역사， 우리나라의 과거 

부정적 연상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우주비행의 성과 

우리 조국의 강력한 지도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음 

답변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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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J 국기 

이러한 여론조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러시아 국가상징은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3개(혁명이전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소련 붕괴 이 

후 러시아)의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는 현재의 국가상징 

이 ‘현재의 러시아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를 러시아 사람틀에게 정확하게 투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국가상정은 국가상징이 재현하려고 하는 ‘의미’를 담 

60) http://bd.english.fom.ru/reporν'cat/societa잉'rus_im/ symbolνsimvolikaJossii/ ed043509 

(검 색 일 200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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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가 상징에 대한 여론의 태도가 그것들이 불러일 

으키고자 하는 정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들이 표현하는 이데 

올로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국가상 

징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또는 거부는 상징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 

요소의 결여와 대체로 이데꼴로기의 부재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61) 

따라서 장답자들은 러시아의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커다란 틈을 느꼈다，62) 

뱉면에 과거에서 차용한 상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거나 또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라진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현재의 국가 상징은 독립적인 의미， 가 

치， 함의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여전히 국가의 미래상이 명확하지 않고， 대 

중들 역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 

로 이러한 상정들은 훨씬 더 쉽게 소비에트 시기를 연상시키고 소련에서의 

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병한’ 국가에 

대한 향수 CJ1 다.댐) 물론 그러한 향수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쇼비에트 시기의 상대적 ‘안정’과 강력한 국가꾀 권위를 그리워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로 그 점이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리움의 대상’인 

소비에트 시대의 상징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복원될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을 대진하여 : 햄대 러째아의 국가정체성 

국가상징은 통치자와 정부 이머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권위와 지배 

가 행사되고 정당화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료이자， 권력의 자기표현 형식이 

고 문화적 1 세계관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푸변 정부는 나라의 ‘명함’으로 

과거의 상정들을 복원시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 문화(국가: 1991년 8 

61) 러시아 정치상황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에 관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H. A. KocaJIo l1oB(1994) ’'I1HT8rpaTl!BHa5! l!1180JIOrl!5! I1JI5! POCC l!l! l!HT8JI8KTyaJIbJTh때 

l! 110Jll!T l!t!8CK때 BbI30B ," Bo.rzpocbI IþHJ10COIþHH, No. 1, cc. 3-24. 
62) h ttp:f/bd.english.fom.ru/report/ caν'societas/rusjm/symb이s/simvolikaJossiνed043629 

(검 색 일 2005년 12월 19일 오후 7시 49분). 

63) htφ·써뼈glishfomnνr야Xπνcaνsα:ietaslrusjml symbolslsimvolil‘vDssii/edO'2O.'빼(검 색 일 

200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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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 쿠데타)없)에 제국의 이데올로기(문장. 제정러시아/ 국가; 소비에트)를 통합 

하였다，65) 정부는 현재의 국가상징이 “역사적인 공동체 의식을 재건할 수 있 

고 러시아를 다시 세계 강대국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그것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겪어온 깊은 좌절과 파멸에 직면해서 러시아의 공동체 의식과 신뢰 

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한다.66) 이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킨 듯 보인다，67) 예를 들면， 국가인 알렉산드로프의 멜로디는 

1990년대의 혼돈과 굴욕으로 나라의 권위가 떨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자랑스 

럽고 힘 있는 러시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에트 

국가 의 벨로디는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안정적인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었 

다.68) 이와 같이 러시아의 국가상징에는 러시아 정체성을 이루었던 제정 러시 

아와 소비에트， 그리고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혼재되 

어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상징을 통해 드러난 현대 러시아 국가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옐친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 

지만 국가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설정하였다. 반면 정권을 잡은 뒤 푸틴은 

어떤 명확한 정치적 지향점을 표방하지 않고 ‘강력한 러시아’라는 다분히 선 

동적인 수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 건설의 의지를 밝혔다. 그가 의존한 수사는 

국가주의 (statism) 또는 맹 목적 애 국주의 (chauvinism)로 평 가될 수 있을 것 이 

다. 이를테면， 2005년 12월 23일 푸틴은 자국 운동선수들의 애국섬을 강조하 

며 복장에 러시아의 공식 국가 문장만을 사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69) 또한 

64) 삼색기는 제정 러시아의 상선 깃발이지만， 그것이 이용된 역사를 통해(케렌스키 
내각， 블라소프 자유해방군)， 1991년 8월 쿠데타 발생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자 

유’의 상정으로 삼색기를 틀고 나왔다 이 점에서 국기는 비록 오래된 것이긴 하 

지만 제정기보다는 현재 러시아 연방의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이다. 

65) OJlbra EJlH3apoBa(2002) "06pa3 b1 rocy t:1apCTBa H Ha l.\HH B nOJlHTll'lecKol! KyJlbType 
COBpeMeHHO때 POCCHH," JJpo 3T KOHTpa , T. 7, No. 3, c. 96. 

66) Pål Ko!stø(2000), p. 228. 
67) 푸틴이 권력을 이어받기 직전에， 러시아 사람들의 81%는 “강대국”으로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는 러시아를 선호한 바 있었다(]. Synder(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s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W. W. Norton, p. 249.). 

68) http:/，까xl.englishfomru/rejX)rνcaνsocietaslrusjrnlsymlxJ!s1simvolikaJossii/ed여많없(검 색 일 

2005년 12월 19일 오후 7시 49분)， http:ι'www.fomru/smvey/dominanν짧없tz619.htm1 

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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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애균섬을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한 때 폐지되었던 교련 수업도 

부활하고 았다.70) 혼란의 시기에 국가의 통합은 그 어떤 다른 수사보다 애국 

심의 고조플 통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정당들도 분명한 

정치적 지향성보다 또는 지향성과 함께 애국심의 수사에 의존하곤 하였다. 모 

스크바 시깡 루쥐코프(매. J1Y:I<KOB)는 러시아의 모든 정당들이 스스로를 “애국 

적”임을 선언하였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인정받윤 수 없을 것이다 "71) 

하지만 사회주의 대국 소련을 물려받은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열망，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를 자축한다는 이유로， 스탈린을 

미화하고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에 환영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집단 심리 따 

위에서 방어적 국가주의는 언제나 손쉬운 망각의 수사법을 차용한다. 우리는 

충분히 고환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반국가적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런 주깎을 과감하게 펼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민족 국가 

인 러시아떤방에서 ‘러시아 시민은 누구이고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72) 왜냐하면 현재의 국가상징은 국민적 통합 원리라기보다는 배제나 

차별의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면， 2005년 12월 11일 무슬림 지 

도자들은 현재 러시아 국가문장을 반대하는 공식 성명달 발표했다. “국가 문 

장에서 그리스 정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제거해야 한다 "73) 그들에 따르면， 현 

재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이미지인 ‘제국(제정러시아든 소비에트이든)’ 러시아 

가 일종의 ‘반통적 복고주의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국내적 통합을 새 

로운 정처1성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75) 타 

타르스탄과 같은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들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쌍두 독수리 

문장이 “제국주의 "76)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상징은 

69) 푸틴운동선수 복장에 국가 공식 級章만 사용하라J ， [연합뉴스 2004-12-23 18:421 
70) 박노자 칼럼소련 국기에 대한 맹세를 추억함J，한겨 ?1121~ ， 제595호(2006.01.26) . 
71) Interview with rKrymskaya pravdaJ , 3 August 1999 
72) 이와 관련한 논의는 Vera Tolz를 참고할 것. 
73) "nOJUlTH'!eC l<a>I repaJlbllH l<a - MycyJlbMaHe POCCHH He CTaB.~T KpeCT Ha CHMBOJlHl< aX 

rOCYllapcu:a," <nepBhllí l<aHaJl>, 11. 12. 2005. 
74) 임성모(2004) r기억의 내전: 세기말 일본의 자화상J ，당대비평~， 제8권， p. 378. 
75) "nOJlIlTν'!ec l<a>I repaJlbllH l<a - MycyJlbMaHe POCCHH He CTaB>I T l< peCT Ha CHMBOJlHl< aX 

rocYllapc TEla," <nepBhlll l<aHaJl>, 11. 12. 2005. 
76) http://www.rferl.org/reports/aspfiles/printonly.asp?po=y(김 색 일 200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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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집단을 통 

합하는 접착제로 이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국가상정이 공유된 의미를 얻기까 

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러시아， 러시아인은 무엇인가?’라는 ‘정체 

성’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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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YJlapCTBeH뻐hIe CHNBOJILI H r’ OICYJlapCTBeHHajl 

HJleHTHφHKaQHjI B cOOpeu:eHHoj때 POCCHH 

XaH, l(oHr-Xa 

BJIaCTb El cer Ila Hy:l<llaeT C5( B CHMBOJIll tIeC I<OM 060CHOBaHm’, no 3 BOJIjl lOUleM eß 

y3aKoHHTb C06CTBeHHble npHTjl3aHHjI. f10JIHTHtIeC I<He CHMBOJlbI CJIy:l<aT CaMOpenpe-

3eHTal1HH HlleOJIOrHtIeCKHX H l\eHHOCTHbIX yCTaHoBoK CTO쩌nHX 3a HHMH nOJIHTHtIeCKHX 

3JIHT. 

I1cCJIellYjl npOl\eCCbI H nepCneKTHBbI Hal\HOHaJIbHOrO CTpOHTeJIbCTBa B POCCHH, 

HOpBe:l<CK찌꺼 HCCJIellOBaTeJIb rIOJI KOJICTë 3allaJICjI BOnpOCOM: <<4TO MO:l<eT CKa3aTb 

lþopMa ClIMIiOJIHtIeCKOrO Bblpa:l<eHH.lI Hal\llIi B HOBbIX CTpallaX 0 npHOPHTeTaX H 

CTpaTerHjlX Hal\HOHaJIbHhlX CTpOHτeJIeA?>>. KaK BHIlHO H3 nOCTaHOBK찌 Bonpoca, 

OH 06pall\aeTCjI K 3JIHTe, H C;~eIlOBaTeJIbHO ， paCCMaTpHBaeT ee CHMBOJIbI. 06pall\ajlCb 

K rocy,llapCTBeHHOA CHMBOJIHKe POCOHl, B 2000-0M rO,lly y Pocom He 6bIJI。

YHHIþHl\HpOElaHHbIX, UlHpOKO y3HaB IIleMbIX Hal\HOHaJIbHbIX CHMBOJIOB. f103TOMy caM 

lþaKT OIþHl.\HIIlJIbHOrO npHHjlTHjj: llyMoA rOCYllapCTBeHHO때 CHM:BOJIHKH MO:l<HO CtIHTIIlTb 

CIHMBOJIWleCKHM, JIerHTHMHpylOlI\HM HeKOTOpbl때 Ha60p rOCYllapCTBeHHblX l\eHHOCTeA 

H HaQHOHaJIbllylO HlleHTHtIHOCTb. B CB.lI 3H C 3THM, :BnOJIHe JIOrHtIHO COCTaBHTb 

CHMBOJIHQeCKHe CaMOpenpe3eHTal\HH HaQHOHaJIHCTHtIeCKH HaCTpOeHHblX nOJIH

TUtI eCKHX C'HJI C Olþlll1llaJIbHO npllH꺼ToA rOCYllapCTBeHHOA C IfIMBOJIllKO인. 

B lleKa6pe 2000-ro rOlla rOCYllapCTBelllla5! llyMa lPφ npHHjlJIa naKeT 3aKOHHOB 

o rOcYllapCTBeHHO찌 CllMBOJIllKe. napJIaMeHTCKll8 lle6an.1 no 3TOMY nOBOIlY no.rryt띠J1ll 

CTOJIb MOll\Hhlß 06UleCTBeHHbIß pe30HaHC, I.ITO BJIaCTb B TOM tIHCJIe npe3HIleHT 6blJla 

BhlHy:l<lleHa ny6JIHtIHO Bblpa3llTb CBOIO n03ll l\ ll때. OIþHl\HaJIbHOe llCTOJIKOBaHHe 

rOCYllapCTBeHHoß CllMBOJIHKH 6blJIO npellCTaBJIeHO KaK KOMnJIeKCHajl npOrpaMMa 

KOHCOJIllIlIlll\HH pOCCHßCKOrO 06m.eCTBa BOKpyr Bb!plll:l<eHHO당 C nOMOm.blO naTpllOTHtIeCKOß 

pHTOpllKll Hllell HCTOplltIeCKOß npeeMCTBeHHOCTH nOKOJIeHll히. 11 XOTjI IlHCKyCCHjI 

BOKpyr rmma II rep6a llMeÆl 삐HpOKHß 0611\eCTBeHHbl꺼 OT3ByK, BC.lI lleCjlTllJIeTHj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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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60Ta Ha~ rocy~apcTBeHHO다 CHMBOnHKOH H C03~aHHeM Ha HayqHO찌 OCHOBe e~HOrO 

CTH~ 3aBepillHnaCb TOp%eCTBOM KynbTypHbIX BKyCOB H TIpHCTpaCTHH y3Koro Kpyra 

nHI.\. 

- rep6. I'I3 Haqa;lbHO ~yBr naBbIH opën CHMBOnH3HpOBan BH3aHTII디CKylO nHHHIO 

TIpaBOCnaBHoro XpHCTHaHCTBa. COBpeMeHHOe H306pa%eHHe opna HMeeT CBOH KOpHH 

H B HKOHOrpa빠m neTpOBCK이 3TIOXH. 

rHMH. MenO~H>I HOBOrO CTapOrO rHMHa 6bma HaTIHCaHa BHaqaJIe ~JI>I rHMHa 

napTHH 60JIbilleBHKOB H nHillb TIO TIOCTaHOBJIeHHIO nOnHT6lOpO UK BKn(6) OT 14 

~eKa6p>l 1943 ro~a CTana MeJIO~Heη rocy~apcTBeHHoro 대뻐a COBeTCKoro COI03a. 

-φJIar. Beno-cHHe-KpacHbIH TpHKOJIOp MO%HO HHTepTIpeTHpOBaTb ~BO>l KO. I1CTO

pHqeCKH - 3TO yqpe%~eHHbIH npH neTpe 1 iþJIar ToprOBoro iþJIOTa, HO BMeCTe C 

TeM OH 6bm JIerHTHMHpOBaH HapO~OM B xo~e aBrycToBcKHX C06bITHH 1991-ro ro~a. 

φJIar - 3TO, nO%aJIyH, e~HHCTBeHHbIH CHMBOJI HOBOH POCCHH, B03HHKIIlH히 cnOHTaHHO 

KaK MaHHiþecT HOBoro rocy~apcTBeHHoro yCTpO찌CTBa H O~HH H3 onbITOB H306pe

TeHHOH Tpa~IIQIIH B pOCCII허CKOH TIO J1IIT찌qeCK。인 KyJ1bType. Tpa~QII꺼 3Ta c caMor。

HaqaJIa 6bma 3a>lBJIeHa KaK 3HaK npH3HaHH>I ~eMOKpaTHqeCI<HX QeHHOCTe다. O~aKo， 

6yayqH COBMeilleHHbIM C ‘HOBbIM CTapbIM’ rHMHOM, ~eMOKpaTHqeCKHH CHMBOJI Tep>leT 

CBoe CO~ep%aHHe ， H ~eMOKpaTHqeCKH낀 KOMTIOHeHT CMeIllaeTC>I B TIJIOCKOCTb H떼mpCKOH 

Tpa.m!l.\HH. 

TaKHM 06pa30M, B KaqeCTBe %enaeMOro 6Y~yillero rocy~apcTBO TIpe~JIaraeT 

CHMBOJIHKy TIpOillJIOrO, H3HaqaJIbHO HeCYlllYIO aBTopHTapHylO HMTIepCKylO Harpy3Ky. 

npH CJIOBeCHOM nO>l CHeHHH TaKoro BhI60pa CChIJ1aIOTC >I Ha He CJIlIillKOM BH>l THO 

OTIpe~e~eMoe repOlIqeCKOe npOIllJIOe, TO eCTb C03HaTeJ1bHO TIe~aJIlIpyroT H 3KCTIJIya

재pylOT naTpUOTUqeCKU찌 KOMTIOHeHT H HMnepcKoe(caMO~ep%aBHOe H cOBeTcKoe) 

npOill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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