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수교 이후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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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지 20여 년이 되어간
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이루어
진 양국 간 교류는 특히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이
루어졌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에 대한 구상, 에너지자원
의 공동개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계획으로 대표
되는 경제협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외적 교류의 확대는 내적, 가치
적 차원의 이해와 교류로 이어지며 이를 촉발하게 마련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국가 간 관계를 위해서는 한 사회 및 그 구성원
의 이념, 가치, 생활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 산업적 교류와 달리 문화 교류는 실용적 목적이나 정책적 고려에
지배되기보다 한층 복잡하고 총체적인 상호이해와 공감의 구조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문화 교류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한다.
문화적 소통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한ㆍ러 문화 교류의 실
상은 외적 교류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나 경제,
외교 등 다른 영역에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문화 교류와 이를 통한 상호이해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 힘들다. 이는 특히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포괄적인 국가 이
미지에서 잘 표현된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대해 한국인이 가지는 표상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철의 장막 뒤 몸을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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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거인의 이미지이거나, 그 거인의 드라마틱한 추락, 즉 소련 붕괴 후 외신
을 통해 끊임없이 타전되던 몰락의 징후들, 인터걸과 마피아로 상징되고 모라
토리움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은 추락의 이미지들이다. 소련이 세계지도에서
삭제되고 러시아연방이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한 지 근 20여 년이 흐른 현재
까지도 소련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한국 어디서나 쉽
게 만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거지와 매춘부, 알콜 중독자가 배회하는 가난한
나라로 러시아를 깔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러
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에는 이렇게 외경과 두려움, 조롱과 경멸이 착종되
어 있다. 2000년대 들어 푸틴의 집권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이루어진
러시아 국가 이미지의 재고는 최근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 다
시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해 수준 역시 높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체제전환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 한국이 전적으
로 북한을 배경으로 인지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
인 시장진출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다. 삼성이나 LG의 가전제
품이나 핸드폰, 현대나 대우의 자동차는 이제 러시아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익
숙한 풍경이 되었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42%가 한국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캐나다인의 43%가 한국어가 중국어와 같
다고 알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위치를 알고 한국어가 독자적인 언어임을 아는
러시아인은 조사대상의 98%에 달했다고 한다.2)
그러나 한국 상품의 이러한 선전(善戰)에도 러시아인은 ‘
좋은 기술을 가진
아시아의 조금 잘사는 나라’정도 외에 한국에 대한 어떤 ‘
문화적’이미지도
갖고 있지 못하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한국의 현대와 일본의 혼다
를 혼동하며, 최근 모스크바 거리를 장악한 ‘
스시 바(с у ш и-б ар )’
, ‘
야키토리
야(як ито р ия)’
, ‘
차이니즈 레스토랑’붐과 달리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
의 그늘에서 그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여 년 간의 양국 문화교류의 현실은 이런 상황의 원인이자 결과이
다. 물론 1990년대 이전 정치ㆍ이념적 요인으로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양국 간 문화적 소통의 수준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그 실제 양상에 있어 양국 모두 급격하게 달라진 문화교류의 환경과 조
2) 김영웅(200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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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교류 대상과 내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공식적인 < 한ㆍ러 문화교류축제> 가 수교 20여년 만인 최근에서야(2006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문화교류의 실질적 주체
가 되어야할 각국 문화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의 경
우 제 1회 한ㆍ러 문화교류축제가 열린 2006년 처음 문을 열었다. 개원 이후
한국문화원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09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아브데예프(А . А вд еев ) 러시아 문화부장관과 만나
2010년 한ㆍ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공동개최, 이와 관련해 2011년까지 진행
될 양국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서에 조인하고, 한국문화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
원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더욱 희망적이다.4) 그러나 이는 극히 최근의 상황으
로 수교 이후 상당 기간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담당해온 것은 삼
성, LG, 코트라 등 러시아 진출 기업 홍보관이었다. 러시아문화원의 경우 상
황은 더욱 열악하다. 괴테하우스, 프랑스문화원, 일본문화원 등이 한국에서 각
국 대사관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 문화원의 경우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매우 드물다.5)
이렇게 한ㆍ러 문화교류, 그 중에서도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의 문제는
양적ㆍ질적 차원에서 확대된 양국 간 교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3) 2006년부터 시작한 <한ㆍ러 문화교류축제>는 러시아의 SNC(Stas Namin Center),
한국의 SBS와 한ㆍ러교류협회의 주관으로 해마다 한국과 러시아(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다. 2006년 제1회 <한ㆍ 러 문화교류축제> 는
한국에서 <러시아의 밤(Russian Night)>이라는 제목 하에 러시아 록그룹 < 꽃
(Ц веты )>, 여성 2인조 <타투(t.A.T.u)> 콘서트, 오페라 <므첸스크의 레이디 멕베
드(Л ед и Макб ет мц ен ского уез да)>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2007년 제2회 축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를 중심으로 열흘간 개최되었고, 이 기간에 한국의
국악, 무용, 발레, 인형극. 비보이 뮤지컬이 소개되고, 한국 영화제가 열렸다. 2008
년 제3회 축제는 다시 한국에서, 솔로민(Ю . С оло ми н)이 연출한 말르이 극장의
<세 자매(Т ри сестры )>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4) 연합뉴스, 2009년 3월 23일.
5) 러시아문화원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문화원은 한국 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러시아 정부나 대사관과 합작 형태, 또는 한국 내 러시아 관련자의
개인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러시아 문화센터 및 첨
단과학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문화원은 1993년 ‘
러시아 하우스’
란 이름
으로 러시아 정부와 합작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과 영향
력,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대표성도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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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수교 이후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 양상을 예술문화 및 대중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
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 현황과 특성
1884년 조ㆍ러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1990년 한ㆍ소 공식 수교 이전, 한 세
기를 헤아리는 이 시기 동안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것은 정치 체제와 이념이었다. 일제 통치 시기와 남북분단 이전까지 러시아,
즉 소련의 이념과 사상은 한국 내 좌파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반공이 한국의 국시가 되면서 소련
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하인 1960년대와 70년대 러시아 문학작품의 대중
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러시아 문화는 1) 시기적으로 소련 이전, 즉 제정 러시아 시기 만들
어져 현대 정치 체제에 중립적이거나, 2) 높은 예술적 성취로 인하여 세계문화
의 보편적 구조에 편입된 고전(classic)만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다. 그 결과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 19세기 러시아 작가들, 세
계 연극의 고전적 레파토리로 자리잡은 체홉과 고골, 한국이 모방한 서구식 예
술교육 시스템 내로 흡수된 러시아 예술가들(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
빈스키 등의 음악가, 칸딘스키, 말레비치, 샤갈로 대표되는 화가), 특유의 조건
성(у сл о вно сть)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특히 중립적인 발레(볼쇼이 발레단)만이
러시아 문화를 대표하며 한국에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6)
문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ㆍ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6) 물론 해당 시기 한국의 반체제 운동집단을 중심으로 소련의 이념과 사상이 유행하
였다. 소련의 사미즈다트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레닌의 저서, 사회주의 문화이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관련 책들이 한국에서 읽혀졌고, “
인터내셔널가”
와 같은 노래가
퍼졌다. 이것은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 민중문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동경과 매혹은 대학생, 지식인, 일부 노동
자가 중심이 된 현상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급속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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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진 현재에도 한ㆍ러 문화교류의 실상이 20세기적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교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와 같이 문화
외적 논리에 지배되는 단선적인 문화 수용의 양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정책적으로 지
원되고 대중적으로 수용되는 러시아 문화는 고전적 문학작품, 연극, 발레가
주축이 되는 기존 패턴에 한정되며, 소련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현대 러시아
예술문화, 대중문화,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는 여전히 활발한 교류의 대상
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러시아 문화 수용의 이런 특성을 문학, 공
연예술(발레, 연극, 인형극), 대중문화(영화, 대중음악)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러시아 문학
문학은 러시아의 문화 이미지 형성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온 대표 영역
이다. 수교 이전에도 러시아 문학은 한국에 활발하게 수용되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
홉 등 몇몇 작가에 집중되었고, 현대 작가로는 솔제니친 정도가 추가될 수 있
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교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아래의 표를 보자. < 표1> 은 1960년 이래 한국 내 번역ㆍ출판된 러시아 문
학작품의 총수, 그 중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으로
대표되는 19세기 작가의 작품이 차지하는 총수와 그 비율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7)
< 표 1>
한국 내 번역ㆍ출판된

한국 내 번역ㆍ출판된

러시아 문학 단행본 총수

러시아 5대 작가 단행본 총수

(단위: 종)

(단위: 종)

2: 1 비율
(단위: %)

7) 아래 표는 엄순천(2005), 248～ 251, 256～ 258에 제시된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한 것
이다. 표에서 편의상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푸쉬킨, 체홉을 러시아 5
대 작가로 지칭하였고, 괄호 속에 제시된 숫자는 순서대로 각 작가의 단행본 총
(種)수를 의미한다. 표가 1960년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종전과 분단, 박정희 정권
의 수립 등 이 시기부터 남한 체제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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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53

102 (50+24+12+6+10)

66.7

1970년대

373

297 (112+80+44+31+30)

79.6

1980년대

338

226 (103+59+30+17+17)

66.9

1990년대

263

134 (61+21+17+25+10)

50.9

2000년대

143

110 (49+38+8+5+10)

76.9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절정을 이루었던 한국 내 러시아 문학의 수
용은 공식수교 이후인 1990년대 20%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문
학에 대한 관심의 감소라기보다, ‘
문학의 위기’
라는 전세계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고전 작가들의 비중이 1960년대 이후 처
음으로 50%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출판된 러시아 문학작품의 다
양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19세기 고전작가는 물론, 블록
(А . Бл о к)이나 벨르이(А . Бел ы й), 자먀틴(Е . З ам я тин), 바벨(И . Б аб ел ь), 파제예
프(А . Ф ад еев ) 같은 20세기 초반 작가들로부터 시냡스키(А. С иня вск ий ), 스트
루가츠키 형제들(А и Б. С тр у га цкие ), 라스푸틴(В . Распу тин), 아이트마토프(Ч .
А йтм ато в ), 트리포노프(В . Т р иф о нов )에 이르는 소련 현대작가까지 다양한 시
대, 다양한 경향의 러시아 문학이 한국에 선을 보인다.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문화적 소통이 1990년대 이르러 그 결과물을 내
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1986년 “
러시아문학 전문출판”
을 표방하는 출판사
< 열린책들> 이 설립되어 과거와 차별화되는 명확한 기획력으로 1990년대 많
은 성과물을 내었다. 1990년 4월에는 중앙일보사가 총30권으로 이루어진 < 소
련동구현대문학전집> 을 발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러시아 문학의
번역이 일본어나 영어로부터의 중역이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유학이 가능해
진 결과 러시아어로부터의 직역이 본격화된 것도 이 때부터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 문학 출판의 이러한 질적 성장은 2000년대에 이어지지 않았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러시아 문학 출판종수는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이와 동시에 고전작가의 비중이 76.9%로 1970년대 수준
으로 돌아갔다. 1990년대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들은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고,
출판사는 다시 상품성이 검증된 고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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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책들> 이 ‘
러시아’
라는 라벨을 포기하고, 베르베르(B. Werber) 등 인기
있는 유럽작가 책의 출판으로 선회한 것은 그 상징적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본토에서 이루어진 상황과 비슷하다. 체제전환 직후 소련 시기 금서를
주 대상으로 한 출판 붐이 단기간에 종결되고, 이후 러시아 문학계가 다빈치
코드 나 반지의 제왕 류의 서구 대중문학, 추리소설을 주로 한 자국 대중문
학에 압도된 것처럼, 1990년대 한국에서 일었던 러시아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일시적인 특수(特需)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문학의 위기’
, ‘
대중문화의 위상 강화’
라
는 전 세계적인 문화 코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또 어느 나라 문학이건간에
그 나라의 고전은 타국의 번역출판에서 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에 헤밍웨이가 있다면, 스티븐 킹(S. King)과 존 그리샴(J.
Grisham)도 있는 것이며,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아가사 크리스티와 톨
킨(J. Tolkien)도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하다. 프랑스의 발자크
는 베르베르와, 중국의 노신(魯迅)은 위화(余華)나 쑤퉁(蘇童)과, 일본의 카와
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나 에쿠니 가오리(江國
香織)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왜 유독 러시아문학은, 한국문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에도, 한국독자의 의식 속에 여전히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로만 표상되는
것일까. 본토에서 천만 부를 훌쩍 뛰어넘은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포스트소비
에트 작가 페르소나의 상징으로 불리는 아쿠닌(Б. А ку нин )은 어째서 한국 독
자에게 여전히 낯선 이름이어야만 하는가.
러시아문학의 최신 동향, 즉 아쿠닌이나 펠레빈(В . П ел ев ин) 등의 대표작가,
장르문학의 인기와 이를 추도하는 추리소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최근에서
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2005년 문학동네가 기획한 세계신화총서 제4권으로 펠
레빈의

공포의 헬멧: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Ш л ем у ж аса. К р еат иф ф о

Т есее и М ино тавр е) 가 번역되었다.
특히 ‘
문화의 프론티어’
를 표방한 민음사의 < 황금가지 북스> 를 중심으로
최신 러시아문학에 대한 소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1998년 로스콘
(RosCon, Russian SF Convention) 최고의 작가’
, ‘
2003년 유로콘(EuroС on,
European SF Convention)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된 루키야넨코(С . Лу к ьяненк о )
의‘
워치 시리즈’
가 이 출판사에서 2008년 총 6권’( 나이트워치(Н оч ной д оз ор ) ,
데이워치(Д нев ной д о з ор ) ,

더스크워치(С у мер ечный до зо р)

각 상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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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간되었고, 같은 해 폴랴코바(Т. По ляк о ва), 아르세네바(С . А р сене ева) 등 러시
아 대표 추리소설작가들의 작품모음집( 러시아 추리작가 10인 단편선 )이 출
판되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아쿠닌의 메가히트작 ‘
판도린 시리즈’
의 일부
인 아자젤의 음모(Аз аз ел ь) , 리바이어던 살인(У б ийств о на Л ев иаф ане) 이
선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이러한 흐름에 대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일종의 ‘
문화적 신드롬’
까지 형성했던 이 책들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특별한 반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2 러시아 공연예술: 발레와 연극(인형극 포함)
수교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한국 내 러시아 문화 수용의 단조로움은
이 시기 공연문화 수용의 주 영역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레와 정통 연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판, 공연, 전시
등 한국 및 해외단체의 국내 예술문화 활동을 영역별로 기록, 정리해 매년 발
간하는 문예연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발레의 경우를 보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문예연감 자료에 따르
면 2000년 볼쇼이 발레단, 2001년과 2002년 에이프만(Б . Э йф м ан) 발레단,
2004년 볼쇼이 발레단과 키로프 발레단,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2005년 볼쇼
이 발레단, 러시아 국립발레단, 상트-페테르부르그 타츠킨 발레단, 2007년 상
트-페테르부르그 국립 아이스 발레단,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의 내한 공연(합동 공연) 등 2000년대 러시아 발레단의 내한공연
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
다. 다음의 표는 2007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현황을 표로 정
리한 것이다.8)
< 표 2> 2007년 국가별 발레 내한 공연 및 합동 공연
국가(지역)

내한공연

합동공연

합계

8) 황윤숙(2008) ｢2007 무용계 현황분석｣, 문예연감 2008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에서 앞의 숫자는 공연 종수, 괄호 안의 숫자는 공연 횟수를 뜻한다. 표에서 러
시아는 중동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이런 분류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무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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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국ㆍ남미

5 (6)
7 (22)

10 (22)
5 (11)

15 (28)
12 (33)

러시아ㆍ중동

15 (47)

2 (43)

17 (90)

일본

3 (5)

6 (9)

9 (14)

유럽

23 (63)

5 (6)

28 (69)

중국

1 (1)

3 (4)

4 (5)

아프리카

3 (3)

0

3 (3)

합계

57 (147)

31 (95)

88 (242)

표에서 러시아 지역은 공연 종수로는 유럽 다음으로 2위, 공연 횟수로는 1
위에 해당한다. 연감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동과 함께 분류된 < 러시아ㆍ중동
지역> 공연 대다수가 러시아 발레단의 순회공연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
실상 단일국가로는 공연종수나 횟수 모두에 있어서 2007년 내한한 모든 국가
중 러시아가 단연 선두이며, 공연 종수로는 전체의 약 20%, 공연 횟수로는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합동공연의 횟수가 다른 국가나 지
역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 발레가 단순히 보여지
는 공연이 아니라, 한ㆍ러 간 문화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극(인형극 포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교 직전인 1990년 5월
상연된 소련 국립 아카데미 말르이 극장의 < 벚꽃동산(В иш невы й сад )> , 같은
해 7월과 8월 각각 상연된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М о ск ов ск ий те атр на
ю го-запа де)의 < 햄릿(Гам л ет)>, 레닌그라드 인형극단(Ленингра дск ий ку ко л ьный
теа тр)의 <어린 왕자(М ал еньк ий пр инц )> 가 소련 극단 최초의 내한공연이었
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극단의 국내 상연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상연된 러시아
극단의 공연 종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내 상연된 러시아 연극이 연간 1-3편에 불과했던데 반해
1999년부터 2000년대에는 그 수가 평균 두 자리대로 안정되었다.9)
9) <표 3>은 안숙현(2008), 249～250, 254, 257～ 258에 제시된 자료와 문예연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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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도별 러시아 극단의 내한 공연 작품 수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편수

3

1

1

3

1

2

3

3

4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편수

13

14

9

8

12

13

11

9

9

공연 수의 양적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연극에 대한 러시아 연극의
질적 파급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한국에서 상연된 대부
분의 러시아 연극은 관객들의 호평과 국내 연극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92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Г о су д ар ств енны й Ак ад ем ич еск ий Ц ентр ал ьны й Т еа тр к ук о л им . С . В . О б раз цо ва )
의 < 진기한 콘서트(Н ео б ыкн ов енный ко нцер т)> 는 관객들의 큰 호응으로 2002
년과 2004년에 다시 초청되었고, 2001년 초연된 폴루닌(С . П ол у нин )의 < 스노
우 쇼(С нежно е ш о у )> 역시 2004년과 2006년 앵콜 공연될 정도로 인기를 모
았다.10) 한편 러시아 연극에 큰 관심을 가진 경기도립극단은 2005년 상트-페
테르부르그 알렉산드린스키 극장(А л ек санд р инск ий Те атр )의 < 검찰관(Рев из ор )> 을 초청하였고, 연출자인 포킨(Б. Ф о кин)과 함께 고골의 < 결혼(С ва дь б а)>을 합작공연으로 올렸다.11)
2001년 LG아트센터의 < 러시아 페스티벌> 에 초청된 도진(Л. Д о ди н)의 < 가
우데아무스(Gaudeamus)> 는 “
한국연극은 2001년 잊고 잃어버린 연극의 언어
12)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2006년
를 < 가우데아무스> 를 통해서 되찾은 느낌”
역시 도진의 < 형제자매들(Бр ать я и сестр ы)> 은 7시간 반이라는 긴 상연시간
에도 불구하고 “
포스트 드라마 연극 시대에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13)는 평
감동이 어떤 것인지 이 연극은 외롭지만 영웅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가를 받으며 외국연극으로는 이례적으로 월간 <한국연극> 이 선정한 ‘
2006년
부터 문예연감 2008 까지 9권의 연감에 제시된 연도별 연극 관련 현황분석 및 편
람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하였다.
10) <진기한 콘서트>와 <스노우 쇼>에 대해서는 안숙현(2008), 248～249, 252～ 253 참조.
11) 허순자(2006), 3.
12) 안치운(2002), 17.
13) 김윤철(200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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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베스트 7’
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도진, 포킨, 류비모프(Ю . Л ю би м ов ), 긴카스(К . Г инкас ), 모구치(А .
М о гу ч ий ) 등 현대 러시아 연극을 대표하는 다양한 경향의 연출가들이 한국에
활발하게 소개되었고 이들의 공연은 한국 연극에 강한 자극제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러시아 연극 수입이 한국 연극계에 갖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의 해외초청작 레파토리이다. 서울국제공연예
술제의 해외초청작은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를 총망라하여 그해 세계에서 가
장 주목받은 유명작품만이 초대된다. 이제 9회를 맞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서 연도별 연극 분야 해외초청작의 총수, 이중 러시아 연극이 차지하는 수와
그 제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4)
<표 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연극분야 해외초청작품 수와 러시아 작품 수 및 제목
전체
작품수

러시아
작품수

러시아 작품 제목(극단)

2001년

3

0

-

2002년

5

1

<놀라운 인형극-진기한 콘서트> (러시아 국립아카
데미중앙인형극장)

2003년

2

2

<오이디푸스-렉스(Oeidipus-Rex)> (리체이느이 극
장(Государственн ы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н а Литейном))
& <갈매기(Ч ай ка)> (모스크바 유고자파드 극장)

2004년

5

1

<카르멘! 나의 카르멘(Карм ен ! М оя Карм ен)> (러시
아 국립아카데미중앙인형극장)

2005년

4

1

<바보들의 학교(Шко ла для д ураков)> (포르말느이
극장(Ф орм альны й Театр ))

2006년

9

1

<개와 늑대 사이(Между со бакой и во лком )> (포르
말느이 극장)

2007년

9

0

-

2008년

7

1

<바냐 아저씨(Дядя Бан я)> (타바코프 극장(Московский
теарт-сту ди я п/р О. Табакова))

14) < 표 4>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www.spaf21.com) 역대 공연목록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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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해외에서 공연되는 무수히 많은 화제작들 중 겨
우 열 편 남짓이 선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극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해외초청작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2003년은 해외초청작이 모두 러시아 연극
이었다. 특히 이들 러시아 극단은 일회적 초청에 그치지 않고 이후 앵콜공연,
다른 상연작 초청 등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2008
년 초청작인 타바코프 극장의 < 바냐 아저씨> 는 공연 일주일 전 전석이 매진
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누렸다. 이 모두가 러시아 연극의 높은 예술성과 한
국 내 파급력을 증명해준다.
앞서 살펴본 러시아문학이나 발레의 한국 수용과 비교할 때 러시아연극의
선전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 호평받은 러시아연극은 체홉이
나 고골 등의 고전적 연극 레파토리에 제한되지 않고, 러시아연극의 현재를
반영하는 실험성 강한 현대극, 사실주의 연극의 전통을 벗어나는 작품을 다양
하게 아우르고 있다.
러시아 공연 전문가 안숙현은 모구치의 < 개와 늑대 사이> , 류비모프의
< 마라와 사드(М а ра т и М ар к из д е С ад )> , 앞서 언급한 도진의 < 가우데아무
스> 나 < 형제자매들> 등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연극이 연출의 독립성과 연극
성의 최대화, 비언어적 기호의 다양한 활용, 현대적 무대미학의 구현과 같은
현대 연극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를 깊이 있는 사유 가능성과 성공
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5) 이런 점에서 연극은 체제전환 이후 변
화한 러시아 문화의 내용을 한ㆍ러 수교의 전통, 수교 이후 달라진 교류 환경
속에 적절히 반응하여 수용해낸 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 연극은 결코 대중적인 문화영역이 아니라
는 점, 즉 러시아 연극의 선전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것
은 소수의 연극애호가와 연극종사자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
라서 수용 양상과 교류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극의 한국 내 수
용은 고전작가의 부활로 회귀한 러시아문학, 고전 레파토리에 제한된 발레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한국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통예술문학보다 대중문학이, 클래식
보다 대중가요가, 연극보다 뮤지컬과 영화가 대중적 사랑을 받는 것이 현실이
다. 물론 러시아 문화가 뛰어난 예술성으로 가장 고급한 정통예술장르에서 영
15) 자세한 사항은 안숙현(2008), 261～ 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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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고급문화, 또
는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별도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이해의 수준을 말하기에는 현재 러시아 문화의 한국 내 수용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불균형적이다. 대다수의 러시아 문화는 한국 내에서 소수
매니아 문화로만 존재한다. 이는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지며 영화와
대중음악은 그 대표적 장르이다.

2.3 러시아 대중문화: 영화와 대중음악
2.3.1 러시아 영화
수교 이전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의 수용은 에이젠슈테인이나 타르콥스키로
대표되는 소련 예술영화가 일부 매니아의 사랑을 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
다. 한국에 최초로 공식 개봉된 소련 영화는 1988년 9월 본다르축(С . Бо нд ар чу к )
의 < 전쟁과 평화(В о йна и м ир )> 이며, 같은 해 12월 멘쇼프(В . М е нш о в)의
<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М о ск ва сл ез ам не вер ит)> 가 “
소련 영화사
상 최고흥행작”
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입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소련)
영화의 수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다음의 표는
1988년 이후 2007년까지 국내에 수입, 개봉된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를 연도
별로 정리한 것이다.16)
< 표 5> 1988년～2007년 국내 개봉 러시아(소련) 영화 편수
연도
편수

1988 1989 1990 1991
2

2

3

1

1992 1993 1994 1995 1996
3

1

1

0

2

1997
2

16) <표 5> 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내 <온라인 영화연감>
에 제공된 “
1977～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 “
2007년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
현황”
, “
2007년 외국영화 개봉일람”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자료들
은 특별전이나 회고전, 영화제 초청 같은 형식의 (비상업적) 상영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극장개봉에 한정된다. 러시아에 대한 정보부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연감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위 표는 이를 수정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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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편수

1998 1999 2000 2001
1

2

2

1

2002 2003 2004 2005 2006
0

0

0

1

2

2007
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교 이후 교류환경의 질적 변화는 러시아 영화의 국
내 수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연평균 256편의 외국영화가 개봉되던 2002년에서 2004
년 사이 러시아 영화는 단 한 편도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다.
물론 이는 당시 러시아 내 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 시작된 러시아 영화의 침몰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1970년대 평균 20회를
상회했던 시민 한 명당 연간 극장 방문 수는 1998년 0.3회로 추락했다. 한마
디로 당시엔 수출할만한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인들이 볼 영화도 없
었다.
이후 영화인들의 자각과 반성, 영화보호법 등 제도적 지원 아래 러시아 영
화가 부활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 3년 연속으로 < 나이트워치> , < 터키 갬
빗(Т у ре цкий гам б ит)> , < 9중대(9 ро та)> 등 자국 영화가 < 반지의 제왕> , < 스
파이더맨 2> , < 트로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17) 이 흥행작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타란티노(Q.
Tarantino)가 < 나이트워치> 에 보낸 찬사, ‘
워치 시리즈’
의 전 세계 배급권을
20세기 폭스사가 입도선매한 것, < 나이트워치> 의 감독 베크맘베토프(Т . Б ек м ам б ето в )가 안젤리나 졸리, 모건 프리먼 등 A급 미국배우가 출연하는 할리
우드 영화(< 원티드(Wanted)> )에 최초의 러시아인 감독으로 영입된 것, < 9중
대> 의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노미네이트 등은 이들 영화가 국내용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실들이다.18)
3년 동안 한국에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던 러시아 영화가 2005년 < 나이트
워치> 로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17)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이문영(2008), 87～ 107 참조.
18) 위의 사실들은 인터넷 씨네21(www.cine21.com) 기사 참조(2004년 8월 23일, 2005
년 12월 16일, 2006년 11월 1일, 2007년 9월 11일). 수입된 러시아 영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우연들이 있다. <9중대>의 감독 표도르 본다르축(Ф . Бон дарчук )은 한국
에 최초로 수입된 소련 영화 <전쟁과 평화>의 감독 세르게이 본다르축의 아들이
며, <나이트워치>에서 보리스 게서 역을 맡은 멘쇼프는 한국에 두 번째로 수입된
소련 영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의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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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들은 각종 영화제 초청작으로 한국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 나이트 워치>
가 2005년 7월 제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 9중대> 가
2006년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베크맘베토프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영화제에서 얻은 호평은 전국 개봉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각각 1,600만 달러, 3000만 달러 수입의 대기록을 세운
두 영화의 한국 내 총 관람객 수가 각각 1500명, 22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 그나마 < 나이트워치> 의 관람객 수는 2000년대 수입된 러시아 영화 총 8
편 중 < 러브 오브 시베리아(С иб ир ский цирю л ь ник)> 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수입사인 20세기 폭스의 배급력 덕분(?)이다. 1988년부터 2007
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에 수입ㆍ개봉된 총 28편의 러시아(소련) 영화 중 총
관객 수 1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8편, 100,000명을 넘긴 작품은 단 3편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8편 중 6편이 1988년부터 1992년, 즉 수교 직
전ㆍ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여기 해당하는 작품은 1편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다.
< 표 6> 1988～2007년 관객 동원 10,000명 이상 러시아(소련) 영화
연도 편수
1988

1

1989

2

1990

2

1992
1996
2000

1
1
1

제목 (총 관객 수)
< 전쟁과 평화> (167,035명)
< 차이콥스키(Ч айк ов ск ий)> (131,103명),
< 안나 카레니나(А нна К ар енина )> (30,048명)
< 캄엔씨(Ид и и см о тр и)> (17,536명),
< 인터걸(Инт ерд ев о чк а)> (86,844명)
< 싸이베리아(З ат еря нный в с иби ри)> (40,130명)
< 노스탤지어(Н о ста ль ги я)> (11,918명)
< 러브 오브 시베리아> (160,146명)

비교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전국 개봉된 러시아 영화의 총 관객 수를 연도
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9)

19) <표 6>과 <표 7>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영화연감>, “
1977～ 2007 개봉
한국/외국영화 정보”
에 제시된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다. 영화 제목은 한국에서 개
봉된 이름으로, 원제목은 괄호 속에 러시아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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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2005～2007년 한국 개봉 러시아 영화와 총 관객 수
연도 편수
2005

1

2006

2

2007

2

제목 (총 관객 수)
<나이트워치> (1,500명)
<리턴(В о з вр ащ ение)> (1,566명),
<러시안 묵시록(Лич ны й но м ер)> (34명)
<데이워치> (667명). < 9중대> (222명)

표를 통해 러시아 영화의 한국 수용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동시에 지난 20년 간 그 수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왔는지, 관객이 이 변화
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교 직전과 직후 수입되어 어느 정
도 한국 관객의 반응을 얻은 러시아(소련) 영화는 1) 영화화된 러시아 고전이
거나(< 전쟁과 평화> , <차이콥스키> , < 안나 카레니나> 등), 2) 강제수용소,
매춘(< 싸이베리아> , < 인터걸> ) 같이 소련과 관련해 자극적인 소재를 택한
영화에 속한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수입된 영화는 최신 러시아 흥행
작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 러브 오브 시베리아> 를 제외하고 이 영화들에 대
한 한국 관객의 반응은 싸늘하였다.20)
관객 수 100,000명을 넘긴 단 3편의 러시아 영화 중 두 편이 수교 전에 수
입된 < 전쟁과 평화> 와 < 차이콥스키> 라는 점, 1988년 한국 최초로 수입된 소
련 영화 <전쟁과 평화> 의 관객 수를 현재까지 그 어떤 최신 러시아 영화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반응을 당
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한 소련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같
은 해 개봉된 <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는 총관객수 8,000만 명을 넘
은 소련 내 흥행기록, 아카데미 외국영화상 수상, 이에 대한 국내 홍보에도
불구하고 고작 3,930명의 한국 관객이 보았을 뿐이다.
결국 가장 현대적 장르인 영화에서마저 러시아 문화의 이미지는 톨스토이
등으로 표상되는 러시아 고전의 고정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공식
수교 이후 교류 정상화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20) 제작비 4,300만 달러, 광고비만으로 2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러브 오브 시베리
아>는 제작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할리우드 방식을 따른 러시아
최초의 영화이다.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러시아 사관생도와 미국 여자의 로맨스
를 다룬 이 영화는 대사의 70%가 영어이고 여주인공도 영국의 유명배우(줄리아
오몬드)가 맡는 등 전형적인 러시아 영화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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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터넷 공간이나 동호회에 최신 러시아 영화의 매력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관객 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절대적 소
수이다. 러시아 최신영화들도 수교 이전부터 형성되어있던 러시아 영화 매니
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구조에 흡수되고 만 것이다. 2009년 4월
< 제독의 연인>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개봉될 영화 < 아드미랄(А дм и рал )> 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21)

2.3.2. 러시아 대중음악
음반발매를 통해 그간 공식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대중음악은 크게
1) 러시아 민요와 로망스, 2) 러시아(소련)식 팝이라 할 수 있는 에스트라다
(эстр ад а)나 팝사(поп са), 그리고 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민요와 로망스
는 보다 지속적이고 폭넓게 한국에 수용되었다. 이는 이 장르 일반의 문화적
중립성, 러시아 민요와 로망스 특유의 서정성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음악 코드
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 레드 아미 코러
스(The Red Army Chorus)> , < 붉은 사라판(The Red Sarafan)> 등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이미 수교 이전이다.
수교 직전과 직후 이들의 수입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면, 점차 러시아로부터의 직수입이 이루어진다.22) 이 과정에서 주목
할만한 활동을 한 음반사가 2001년 설립된 아울로스 뮤직이다. 영미 대중음악
을 제외한 세계음악과 클래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음반사는 국내 최초로 러
시아 최대 레이블 멜로지야(М ел од ия )와 5년간 독점계약을 맺고 ‘
러시아의 위
대한 보컬 시리즈’
라는 기획음반, < 한국인이 좋아하는 러시아 로망스 베스트21) <아드미랄>은 러시아영화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어 2008년 개봉하였다. 러시아
영화사상 최고의 제작비, ‘
워치 시리즈’
의 주인공이자 베크맘베토프 감독의 페르소
나로 불리는 최고 인기배우 하벤스키(К . Хаб ен ский )를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은 작
년 러시아 최고의 흥행작이었다. 20세기 폭스사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20여 개국에
서 상영되었고, ‘
러시아판 타이타닉’
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22) 예를 들어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제작된 <다크 아이즈(Dark Eyes)>라는 러
시아 로망스 모음집이 1993년 서울음반에 의해, 1990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스베틀
라나(С ветлана)의 로망스 앨범이 1998년 신나라 레코드에 의해 수입, 발매된다. 한
편 독일에서 제작된 레브로프(И. Реб ров)의 러시아 민요집이 2000년 수입되어 < 러
시아 민요 베스트 I&II>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었다. 이상의 자료와 이후 소개될 국
내 발간 러시아 음반 자료는 MBC 음반ㆍ 음향자료실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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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송이 장미> 등을 냈다.
러시아(소련) 팝이나 록의 경우는 민요나 로망스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한국
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선택도 음악외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
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소개이며, 그 원조에 해당
하는 것이 영화 < 백야> 에 삽입되었던 브이소츠키(В . В ысо цк ий)의 “
야생마
(К о ни непр ив ере дл ив ые)”
이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1987년 신나라 레코드에
서, 1993년 킹레코드에서 브이소츠키의 베스트 음반이 발매되었다. “야생마”
계보의 다음 주자는 1993년 KBS 드라마 < 사랑을 위하여> 에 삽입되어 히트
한 소련 록 그룹 < 상트 페테르부르그> 의 “
고백(П риз нани е)”
이다. 바로 다음
해인 1994년 예당음향을 통해 이 그룹의 앨범이 수입되었고, 같은 해 5월 소
련 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콘서트까지 열렸다. 또 잘 알려져 있듯
이 1995년 코브존(И . К о б з он)의 “
백학(Б ел ые ж ур аб л и)”이 드라마 < 모래시계>
의 타이틀 곡으로 쓰이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 결과 나이세스 음반
에서 “
백학”
을 포함한 드라마 OST 시디가, 뮤직라인에서 코브존의 음반이 나
왔다. 이 2장의 앨범은 발매 한 달 만에 50만 장이 팔려나가는 성과를 보였
다. 또 이바노프(А . И в ано в)의 “
비를 부른다(Я з о ву д о жд и)”
가 드라마 < 덕
이> 에 삽입된 후 그의 앨범이 신나라 뮤직을 통해 발매되었다.
이렇게 러시아 대중가요가 한국에 알려진 주된 배경은 한국 연예산업의 부
수적 현상으로서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다양하게 수용된
노래가 바로 푸가쵸바(А. П уга чев а)의 “백만 송이 장미(М ил л ионы ал ых р о з)”
일 것이다. 일찍이 임주리나 심수봉의 번안가요를 통해 한국에 널리 알려진
곡이지만, 이것이 소련 가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 이
곡이 SBS 아침드라마 < 엘레지> 에 삽입되어 “
백학”
의 유례없는 성공과 결합
되어 관심을 모으면서 1995년 이즈 멜로디에서 두 곡을 대표곡으로 내세운
소련 대중가요 컴필레이션 앨범 < 러시아 슈퍼 히트 I & II> 가 발매된다. 이
후로도 백만 송이 장미는 1998년 드라마 < 백야 3.98> 의 OST로, 2003년 영화
< 와일드카드> 에 주제곡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영화에서 이 노래는 배경음악
차원이 아니라 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었고, 음악 역시 타카피(T.
A. Copy)라는 인디 밴드에 의해 펑크 록 스타일로 편곡되었다. 러시아 대중
음악 수용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러시아 여성 듀오 타투의
선전이다. 기존 러시아 대중가요와 달리 타투의 인기는 노래로부터 출발했다.
“
그녀가 말한 전부(All the Things She Said)"로 알려진 타투의 노래 “
미쳐버
리겠네(Я сош ла с у м а)”는 2003년 한국에서 핸드폰 대기음 서비스 순위 10위

1990년 수교 이후 러시아 문화의 한국 수용 현황 연구

137

권 안에 들만큼 인기를 끌었고, 또 다른 노래 “
광대(К л оу н)”
가 영화 < 장화홍
련> 의 인터넷 홍보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타투는 2006년 제1회 한ㆍ러 문화
교류축제 당시 한국에서 최초의 콘서트를 열었다.
한편 소련 록의 경우 한국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는 빅토르 초이(В ик тор
Ц о й)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일차적 배경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상징으로 부상했
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인 3세 로커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이다. 1994년
예당음향에서 그의 유작앨범인 < 검은 앨범(Ч ерн ый а ль бо м )> 이 수입되었고,
1995년 MBS가 그를 주제로 2부작 다큐멘타리를 제작, 방송하면서 대중적으
로 널리 알려졌다. 방송 이후 바로 나이세스 음반에서 빅토르 초이와 그룹
< 키노(К ино )> 의 선집이 발매되었고, 1999년 윤도현 밴드의 4집 앨범 < 한국
록 다시 부르기> 에 초이의 “혈액형(Гр у ппа кр о ви )”
이 편곡, 삽입된다. 또
2001년 예당음향에서 1994년 이미 발매된 < 검은 앨범> 과 초이의 1985년 앨
범 <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Э то не лю б о вь )> 를 합쳐 2장의 시디를 출간한
다.23) 초이의 인기는 소련의 단일 가수로서 가장 많은 음반이 한국에서 발매
되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노래가 “
한국”록 다시 부르기
레파토리에 포함된 것이 잘 보여주듯이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한인 교포
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
음악’
에 대한 접근은 대중적 차원이 아니라 소수 매니
아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교 이후 러시아 대중음악의 수용은 문화 교류의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 산업의 부수적
파생물로서, 또는 음악외적 동기에 의해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타투의 경우를 이러한 수용 방식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 타투의 노래가 대중
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모션을 담당한 다국적 메이저
배급사 유니버셜 뮤직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투는 영미 팝의
독점적 지배구조의 ‘
이국적’수혜자일 뿐이다. 수교 20년을 목전에 둔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러시아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
동했던 아울로스 뮤직이 2003년 러시아 록그룹 < 류베(Л ю б э)> 의 음반 발매를
끝으로 러시아 록 베스트 음반 기획을 포기한 것은 이런 정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23) 러시아 대중음악의 한국 수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이문영(2004), 442～4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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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 글은 현장에서 느낀 안타까움으로부터 출발했다. 러시아 문화를 가르치
면서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소련) 가요,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들었다. 학생들은 스베틀라나의 서정성, 류베의 보컬 라스토르구예프(Н .
Рас то ргу ев )의 파워풀한 가창력, 젬피라(З ем ф ир а)의 예상치 못한 쉬크함에 놀
라워하고, 촌스러운 듯 유쾌한 소련 팝에 웃음을 터트렸다. 물론 브이소츠키
가 “
야생마”를 부르는 화면을 보고 깔깔대는 그들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기
도 했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은 1970년대 소련 영화 < 운명의 아이
러니(И ро ния су д ьб ы ил и с л егким пар о м )> 를 재미있게 즐겼고, 러시아
M-TV 뮤직 어워드에 등장한 최신 가수들의 현란한 퍼포먼스에 넋을 잃었다.
“
그런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러시아 문화가 얼마만큼의 대중성
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를
통해 드러난 실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교 이후 한국 내 러시아 문화의 수용은 확대된 국가
간 교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 소통을 방해하던 이념적, 정치
적 금기가 완전히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러시아 문화가 수용되는
방식은 이러한 교류환경의 변화, 교류대상의 다양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러시아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일차적인 교류 주체나 이를 받아들
이는 대중 모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 볼쇼이 극장 등 러시아
문화를 상징해오던 고전적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들이 있었다. 수교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자연스런 변화이다. 또 러시
아와 러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 연구자와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었
다.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 등 제3자의 시선 속에 가공된 것이 아닌, 날것으
로서의 러시아를 경험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이루어진 러
시아 문학 레파토리의 다양화, 한국 연극계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는 현대
러시아 극단의 내한공연, 최신 러시아 영화의 수입 등은 이러한 발전에 기반
한 것으로 수교 이전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그에 기반한 시도들이 그간 문화외적 논리에 의해
러시아에 강요된 틀을 깨고 더욱 풍부하고 심화된 문화 이미지를 만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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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러시아에 대한 고정된 기대를 배반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 예를 들어 ‘
소련’
이라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문화적 경험은 한국 대중에
게 흥미로운 ‘
새로운 문화’
로서가 아니라, 서걱거리는 3세계 문화 이상이 되지
못했다. 당대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대 러시아 대중문화와 일상문화는 한국에
여전히 낯선 대상이다.
오랜 기간 교류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로 인해 발생
한 심각한 문화적 이질성, 언어 장벽, 그리고 미국 문화에 지나치게 친숙한
한국인의 취향,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문화 자체의 위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소통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한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시간과 더불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러시아 문화 역시 2000
년대 들어 위기적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오히려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 가능한 것은 ‘
수용 과정의 체
계화와 현대화’
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에 바탕을 둔 수용 대상의 선별, 기존
의 현대적 문화산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익숙한 서구 문화와 구별되는
러시아만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새로운 문화로서 러시아
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등이 그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문화교류의 제도적 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
악한 상황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러시아 문화예술의 오랜 전통, 그것을, 또는 그것이 가능하게 한 러
시아 문화 고유의 의미가 공유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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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свое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Корее после 1991 года
Ли, Мун-Ен
П о сле у ста нов л ения д ипл ом а тич еск их о тно ш ений со тр у д ниче ство м еж ду
К о р еей и Ро сс ией а ктив но р аз вив ал ос ь в р аз ных с ф ер ах . Н о в о тл ич ие о т
по л итич еск ой ил и эко но м ич еск о й с ф ер ы, гд е раз в итие о тно ш ений м о жно с
л егко сть ю ве риф и циро в ать с п ом о щ ь ю вид им о го р ез у л ьтата, гов о рить о т ако м
р езу ль тате в ку ль тур ной о бл асти д остато чно сло жно . К о нечно , если м ы ср авним
с период ом до 1990-х год ов пр ош л ого век а, то м ы м о жем з аметить, ч то ур ов ень
к ул ьту р ного поним ания м е жд у д ву м я стр анам и з нач ител ьно в оз р ос . Од нак о это
ни в к оей м ер е не о тр аж ает р ез к о изм е нивш и еся у сл о вия и атм о сф еру к у ль ту рно го о б ме на , а так же о б ъе кт о бм ена и его к онк ре тное со д ерж ание. Ру сск ая
ку л ьту ра, ко тор ая в насто ящ ее в рем я распр о стра няется в К о рее, ещ е о гр анич ива ется ре пер туа ро м 20-о го век а. Дл я к о рей цев р у сск ая ку л ьту р а стр о ится в
о снов ном во кр у г к ласс ическ о й х уд о жеств енно й тр ад иции, к ото р ую пр едс тавл яю т
так ие им е ни, к ак То л сто й, Ч е хо в, Ч айк ов ск ий и Б ол ьш ой ба лет и т.д . А о
м ассо во й и по всед невно й к ул ьту ре со вр ем енной Ро ссии - тол ьк о м ало ко р ейце в
з нает. Т ак им о б р аз ом ку л ьту р ное со тр у дн иче ство м ежд у д в ум я с тра нам и е щ е
ну жд ае тся в у гл уб л ении, ч то б ы от веч ать у сл о вия м р ас ш ир яю щ е го ся о б м ена.
Исх од я из это го в данной раб оте пред пр инята попытка, во -пер вых , р ассмо тре ть
о со бе нно сти ос во ения р у сск ой к ул ьт ур ы в К о р ее в 3 ку л ьту рн ых о б л астях
(ру сская л итер ату ра, театра льные постано вки(ба лет, спектак ль), м ассо вая ку ль тур а
(кино и м ассо вая м уз ык а)), в о-вто ры х, про анал из иро ва ть пр об л ем ы, в -тр етьих ,
вы д вину ть нес ко л ьк о пр ед л ож ений по ул у ч ш ению сл о жив ш ейс я ситу 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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