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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은러시아지방문화해석유형의제시와그적용이라는과제를설정하고러시아 3개연방

지구즉, 중앙연방지구, 북서연방지구, 남부연방지구를중심으로러시아지방의문화적특성을고찰

해본다. 러시아의지방문화해석유형의제시와그적용을순서대로구체화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의 과제가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제시와 그 적용인 바, 지방 문화의 특성을

유형화할수있는방법론을도입한다. 둘째, 방법론과수집된러시아문화내용에근거하여보다현실

적인문화해석유형을 도출한다. 셋째, 그 해석유형에 따라 각지방의 문화적 특성들을 해석해본다.

러시아의 3개연방지구의문화적특성을문화유형화의범주로고찰해본결과, 다음과같이연

방지구상호간의문화적성격을정리할수있다. 뻬쩨르부르크중심의북서지구문화의냉담하고, 공

식적이고, 부자연스럽게규칙적이고, 추상적이고, 혼돈스러운서구적인특징은남부지구의투박하고

원시적이고아시아적인 문화와대조를이루고있고, 그 사이에 위치한 모스크바중심의중앙지구가

가족적이고, 친근하고, 안락하고, 자연스러운러시아적성격을가지고있다. 특히뻬쩨르부르크중심

의북서지구의인공성은남부지구의자연성과대조를이루고있으며그가운데전통과문화로대표

되는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지구가 있다는 것은 러시아 문화 상징도에서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이론적틀은지방연구에실현가능한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지역연구의방법론적토대

를 마련하는 데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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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러시아 지방문화 연구방법론 도입의 필요성

본 논문은 문화를 자연적 시간에 반작용하는 생성메커니즘으로 보고 살아
있는 러시아 문화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과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가를 추적하
면서 러시아의 지방문화의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해석유형을 모색해 보
고, 그 해석유형에 따라 러시아 지방문화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기존의 러시아 문화연구의 성과를 한 차원 뛰어 넘어서 중앙보다는 러시
아 지방문화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상호 고찰하고, 추보식 서술의 한계를 넘
어서 총체적 서술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법적 틀로 
그 현상과 대상을 분석할 것인가이다. 지리적 환경이나 정치, 경제적인 현상
과는 달리 주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심리에 바탕을 두는 문화 현상을 각 
지방으로 나누고 나아가 각 지방의 특성을 상징성으로 추출해내려는 시도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화 해
석체계를 도입하고 그 적용의 예로 러시아 7개 연방지구1 중 중앙 연방지구, 

북서 연방지구, 남부 연방지구2의 문화 내용을 유형화해서 그 특징을 규명해

1 2000년 5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푸틴은 제849호 ‘러시아연방 대통
령 전권대표’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여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변강주, 주,

민족자치구, 자치주 등 89개 주체를 중앙연방지구, 북서연방지구, 남부연방지구, 볼가
연방지구, 우랄연방지구, 시베리아연방지구, 극동연방지구 등 7개 연방지구로 분리하
고 각 지구에 전권대표를 파견, 관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고 있다. 푸
틴대통령은 2000년 5월 13일 러시아연방의 89개 연방주체를 기존의 7개의 군관구와 
유사한 7개의 연방행정지구로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2 여기서 광역 차원의 행정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와 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화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행정-문화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고 또 본 논문의 과제가 새로운 문화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의 대상으로 연방 지구를 선택했다. 7개 연방지구 중 중
앙, 북서, 남부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뻬쩨르부르크 중심의 북서지구의 인공성, 남부
지구의 자연성,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지구의 전통과 문화가 문화특성에서 뚜렷한 대
조를 이루며 남에서 북으로 일 직선상에 위치하는 흥미로운 문화 지형도를 이루고 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4개 연방지구는 타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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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것이 본 논문의 과제라고 할 때 우선 중요한 작업은 러시아 지방문화 
내용의 자료화와 문화 분석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지
방문화 특성 도출과정을 순서대로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본 논문의 과제가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제시와 그 적용인 
바, 지방 문화의 특성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한다. 둘째, 방법론
과 수집된 러시아문화내용에 근거하여 보다 현실적인 문화해석유형을 도출
한다. 셋째, 그 해석유형에 따라 각 지방의 문화적 특성들을 해석해본다. 넷
째, 각 지방의 자료 해석 기준은 분석모형(틀)의 특성상 포괄적이고 보편적
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서 하나의 지방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3개 연방 지구의 
문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개별적인 특수한 이론에 기초하기 보다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하며, 지역의 현지 조사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이론적 접근
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지구들의 특징을 모아내고 각 지구 상호간의 특성을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문화를 단일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일적인 문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틀을 마련하기위해 문화연구범위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로만 야콥슨(Якобсон, 1987: 275)의 논문 ｢최신 러시아 
시｣에서 문학 연구의 원칙으로 사용했던 “문학의 연구대상은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 ― 어떤 작품을 문학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 ― 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야콥슨은 위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이제까지 문학사가들은 문학에 대한 연구 대신에 시시한 모든 
분야의 것들을 모은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러한 항목들이 제각기 다른 학문, 

즉 철학사, 문화사, 심리학 등에 속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이 분야들
이 실제로 불충분한 이차적 자료로서 문학적 문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다. 문학이 독립 학문이 되기를 원하면 문학은 ‘자신만의 유일
한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만의 연구방법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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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과 정당화에 있다(Якобсон, 1987: 

275).” 이처럼 야콥슨이 문학연구에 적용한 원칙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화의 연구대상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성(文化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서 말하는 문화성이란 문화를 문화답게 하는 것으로 정치나 경제, 자연환경
과는 다른 상징성에 근거한 문화적 속성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가 독립된 하
나의 학문으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유일한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만의 
연구 방법을 획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문화가 
‘자신만의 연구방법’을 획득하고 나아가서 그 연구방법을 적용하는데 바쳐질 
것이다. 

II.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제시

1. 러시아 지방문화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문화의 연구 대상을 문화성이라고 했을 때, 본 논문의 연구 방향에 
비추어 보아 문화 내용을 유형화시키는 이론적 바탕으로 가장 합당한 문화이
론은 로트만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로트만은 문화의 다양한 개별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문화 자체가 갖는 의미를 구조주의와 기호학으로 해석하
면서 문화 전체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로트만에 따르
면 문화는 비유전적 정보의 총체로서 전 인류 혹은 그보다 제한된 어떤(민족
적, 계급적)집단의 공통된 기억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문화를 개념 규정함에 
따라, 문화 텍스트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화텍스트가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약호로 해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문
화를 관찰할 때 특별한 언어로서의 문화 유형을 기술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
호체계 연구의 여러 방법들을 문화 유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간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의 세계관이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계 질서의 구성도 그것의 모든 다른 층위를 조직화하는 어떤 공간
적 구조의 기반에서 인식될 수 있다. 이 때 세계관의 공간적 구조를 텍스트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제시와 그 적용   145

라 한다면 공간적 모형은 이에 대한 메타언어라 할 수 있다. 공간성이 인간
의 세계인식의 기저에 깔린 내용적 층위라면 그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문화
모형은 표현적 층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세계모형을 창조하는 문화는 
자신이 지닌 요소들 중 어떤 것은 강조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배제함으로써 세계모형의 창조와 함께 바로 자기 자신의 모형까지도 구성한
다(로트만, 1993: 14).

문화의 구성 요소는 다양하고 그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체계는 단일하며 그 체계의 특징으로 지방을 구분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문화가 동시대
를 살아가면서 일정한 사회조직체와 연관을 가지는 인간집단에 공통적인 어
떤 것은 분명하다.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의 형태이며 또 사람들이 교
류하는 집단 속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의 교류에 봉사하는 모든 구조는 언어
이다. 언어로서 문화 또한 주어진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기호의 체계이다(Лотман, 1994: 6).” 모든 구조들이 
그러하듯이 문화도 하나의 전달 체계이며 세계를 모형화하는 체계이다.  

이렇게 볼 때 “문화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의사소통이며 다
른 하나는 상징성을 가진다(Лотман, 1994: 6).” 로트만에 따르면 상징이란 
문화 기억과 결합되며, 창조적 과정을 위한 축약된 유전자(프로그램)의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상징은 개별적인 텍스트 이전의 집단적인 문화의 어떤 내용
을 담는다. 또 상징은 그 문화 안에 축적된 오래된 텍스트들을 그 안에 축약
시켜 저장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징은 의미론적이고 구조적인 독자
성을 가지며, 따라서 하나의 기호학적 맥락에서 나와 다른 텍스트의 맥락으
로 들어갈 수 있다. 상징은 문화의 한 공시적 단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흐름 속에도 존재한다. 상징의 기억은 항상 비 상징적 
텍스트 맥락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문화의 지속 안에서 상징은 가장 
고정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문화적 기억의 중요한 기제인 상징은 문화의 흐
름 속에서 통시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고정된 상징의 집합들이 문화의 기억을 활성화시키면서 문화가 고립된 시대
로 해체되는 것을 막는다(Лотман, 1996: 146-150). 가령 문화의 국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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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적인 경계는 문화적 삶 속에서의 주도적 상징들의 집합에 따라 결정
된다. 

로트만이 제기하고 있는 문화 연구의 중요한 원칙은 문화가 개별적 체계
들의 통합체라는 것과 문화는 비문화와의 대립 속에서(즉 공시성을 가지고) 

연구되며, 나아가서 진행적 역동성(통시성을 가지고)을 통해서 연구되어야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문화요소들은 문화통합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
분과 전체는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문화를 보는 관점은 대상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바탕으로 하나의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문화는 시간 속에서 변하는 유기체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 문화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변화를 거치게 되지만, 동시에 그 내용의 고유한 동일성은 간
직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는 변하지 않는 특성들에 대한 ‘공시적 구조’와 변
화를 거치는 역사적 요소들의 ‘통시적 체계’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2. 문화 공간의 특징 고찰

이 장에서 기호학의 정의와 방법, 대상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로트만에 따르면 우선 기호학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가 제안한 학문이다. 이
는 기호 소통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즉 사회적 삶의 범위에서 
기호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기호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호학은 인문학의 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다양한 분야들과 
관계하며 그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수단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과학적 대상이 기호학적 방법과 비기
호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호학은 연구자가 갖는 과학
적 심리학의 특이한 자질, 즉 그의 인식방식에 의해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영화감독들이 프레임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호학연구
자들은 기호학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그 주위 세계를 변형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문화 공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기호학3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방법과 범위에 근거해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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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연구할 때는 분석의 단위를 무엇으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통일적으로 문화 공간을 연구할 수 있는 분석의 단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사회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사건)들을 일정하게 
계열화하고 의미를 구성해 내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 단위를 본 논문에서는 
계(界)라고 하고 로트만의 이론에 따라 문화 기호계(界)를 분석한다. 

로트만은 텍스트에 대한 문화 모형을 보다 확장시켜 전체적이고 통일적으
로 문화를 기술해 낼 수 있는 세미오스페라(семиосфера, 기호계)라는 개
념을 제시하고 있다. 각 기호학적 체계들이 기능하거나 존재하고 문화의 경
계를 이루는 공시적인 기호학적 공간이 세미오스페라이다(Лотман, 1996: 

146-150). 기호계는 문화 발전의 결과이자 조건이다. 기호계 속의 어떠한 언
어도 기호계를 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기호계 성립의 필수적인 법칙은 양
항성과 비대칭성이다. 새로 탄생하는 언어들이 본성상 이항성에 의해서 나누
어지기 때문에 양항성은 복수성을 동반한다. 양항주의의 개념은 대상 속에 
존재하는 가장 명료하면서도 추상적인 원리를 찾아내게 한다. 한 항목과 가
장 잘 구별되는 또 다른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대상을 체계로 보는 구조주의
적 관점이 확립될 수 있다. 

기호계는 비대칭성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기호계의 언어들이 기호
학적으로 비대칭적인 까닭에, 달리 말해 서로 의미론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기호계는 정보의 생성자가 된다. 그러나 비대칭성은 무엇보다도 
기호계의 중심과 주변의 상호관계에서 드러난다. 기호계의 중심은 가장 발전
되고 구조적으로 조직화된 언어들이 놓인다. 그 문화의 자연어가 바로 그것
이다. 위에서 말한 기호체계의 특징인 양항성과 비대칭성은 기호체계의 공간
을 구분 짓는 경계를 전제로 한다(Лотман, 1996: 170-175). 경계를 통해 
구분된 양항 사이의 관계는 통일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인 모순적 관계를 갖는
다. 이는 상충하는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개별화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 공간의 자체 기술은 일인칭 대명사를 함축하고 있으며 기호계의 개

3 움베르트 에코는 문화연구에서 기호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의
미작용의 법칙들은 문화의 법칙들이다. 그런 이유로 문화는 의사소통적 교환의 끊임
없는 과정을 허용한다, 단지 그것이 의미작용의 체계로서 존속하는 한 그러하다. 문
화는 기호학 측면에서 남김없이 연구될 수 있다”(움베르트 에코, 1997: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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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특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하나인 경계는 이러한 일인칭 형태의 바깥 
한계로 정의된다. 

모든 문화는 자신의 내부 공간(동일자의 공간)과 그들의 외부 공간(타자의 
공간)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4 이러한 이항적 구분이 어떻게 해석
되는가는 문화 유형론에 달려있다. 이러한 양항대립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도 항상 양항사이의 비대칭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기호계의 하
부구조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하부구조들은 공통적인 좌표 체계로 
조직화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의 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공간의 축은 
내부 공간, 외부 공간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계로 나누어진다. 기호계는 기호
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는 힘과 기호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 사
이의 긴장과 대립이 존재한다. 전자의 힘은 앞의 자체 기술에 의해 실현된다. 

이는 문화적 공간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보다 유기적이고 자기 조절적인 방향
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이 역동성을 잃고 유연성이 고갈되면 경직되어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주변은 기호학적 역동성의 영역이며 새
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긴장의 장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든 문화의 주변에서 비롯된 힘이 문화의 중심에 새로운 충격을 
가하면서 문화를 갱생시키는 예를 볼 수 있다. 가령 유럽의 아방가르드가 그 
이전의 예술에 대한 반역에서 출발하여 문화의 중심현상이 되면서 그것의 법
칙을 전체 문화계에 전파시키고 그로 인해 메타 문화적 층위에서의 강력한 
이론화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한 시대의 문화의 주변
에 자리했던 텍스트가 다른 시대에 문화의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이에 따르는 
메타 문화적 이론이 수반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하
나의 규범이 아니라 대립적 체계의 패러다임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변화되므

4 여기서 우리는 미셀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제기하는 바깥의 이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사회는 밝은 질서의 부분과 그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어두운 타자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 사회는 그 타자를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며 배제시키
면서도 끊임없이 담론화한다. 이 타자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한 시대 한 문화의 바깥
이다. 미셀푸코는 이성과 권력이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분절해 왔는가,

달리 말하면 ‘동일자’와 ‘타자’로 나누는가를 고찰하면서 서구이성의 합리성과 권력 
― 여기의 권력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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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사의 기술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의 구분이다. 

경계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분리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통합시키는 것이다. 기호계가 현실 지역의 성격을 포함할 경우에 경계는 
말 그대로 공간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렇게 경계는 기호계의 필요부분이고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우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는 
내적 조직화의 유형뿐만 아니라 외적 ‘탈 조직화’의 유형도 창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야만’은 문명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며 ‘야만’이 문명에 필요한 
만큼 문명도 야만에 필요하다. 기호계의 경계 지역은 끊임없는 대화의 장소
이다(Лотман, 1996b: 191). 

기호계에서 사고의 기본적인 행위가 해석이며 해석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
화이다. 대화는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며 비대칭성은 먼저 대화 참가자가 사
용하는 기호학적 구조사이의 차이에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신자와 발신자
의 교대에서 나타난다. 대화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분리가 전제되기 때
문에 가능하다.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차이가 절
대적이고 상호 배타적이 되어도 대화가 불가능해기 때문에 비대칭은 어느 정
도의 불변성을 전제로 한다.  

대화에 필요한 또 다른 조건으로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와 발신자의 공통
된 관심과 이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기호학적 장벽을 극복하는 능력
을 꼽는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적 상황 혹은 기호학적 상
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자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 
공통된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공간의 기호학은 이런 저런 문화의 세계상을 창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러한 세계상은 공간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다. 세계상의 창
조와 우주의 공간적 모델화는 문화적 삶의 습득에 피할 수 없는 기본요소이
다. 이 경우에 공간의 모델화는 현실 세계의 공간적 모습을 재구성한다. 그런
데 공간 이미지들은 다른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로트만은 수학자 
알렉산드로프(А.Д. Александров)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유형학적 특
질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오직 그러한 특징들만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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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총체성을 개념화할 가능성과 마주치게 된다. 우리는 이 총체성을 추상적
인 유형학적 공간이라 부른다. 나아가 이들 특질들을 순수한 형태로 분리하
는 것은 우리를 그것들에 알맞은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이끈다(Лотман, 

1996: 205).” 

어떤 특징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연속적으로 서로 인접한 성분들이 형성된
다면 우리는 그 특징의 추상적 공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
으로 우리는 윤리, 색채, 신화공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
간적 모델화는 비공간적 개념들이 표현될 수 있는 언어에 의해 가능해진다. 

문화 공간 즉 기호계는 배열이 끝나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어
떤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정보와 사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장소의 심층과 
표면에서 타오르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태양에 비유될 수 있다(Лотман, 

1996: 205).

3. 방법론의 확정과 해석유형의 제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러시아 3개 연방 지구(중앙, 북서, 남부연방지구)

의 문화이다. 대상의 연구는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상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시적 측면을 고려해야하고, 또 하
나의 대상은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그 특성이 명확히 규명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공시적 측면의 연구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상의 공시
적 측면과 통시적 측면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석하려고 한다. 우
선 공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현실공간을 언어적으로 모델화하
기 위해 러시아의 중앙, 북서, 남부 연방 지구의 문화적 특성의 공통점을 추
출하여 추상적 유형학적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시적 측면에서 
러시아 문화의 통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내용은 주로 전통의 범
주로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연방 지구의 문화를 유형화하여 해석하기 위해, 문화 공간의 구
성 원리인 이항대립, 비대칭성, 메타 층위적 범주 등의 원리에 입각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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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문화해석 유형의 메타층위를 문화를 등질화시키는 문화 등질화 
요소와 문화 다질화 요소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등질화 요소는 문화
를 평준화시키는 요소이고 문화 다질화 요소는 문화를 상승 고양시키는 요소
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문화 변동과 문화 변천이 결국은 문화의 등질적 요소
(하강적 요소)와 문화의 다질적 요소(상승적 요소) 간의 변증법적 통일과 대
립에서 비롯되며 나아가서는 문화와 비문화간의 통일과 대립에서 일어난다
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러시아 지방 문화의 해석 
유형을 제시한다. 

<표 1> 러시아지방문화 해석유형

러시아지방문화 해석유형

문화 등질화요소 ↔ 문화 다질화요소

인공 ↔ 자연
단일성 ↔ 다양성 남부연방지구 해석유형
현대 ↔ 전통
교회 ↔ 세속

서구(유럽) ↔ 러시아 북서연방지구 해석유형인공 ↔ 자연
로마지향성(라틴적) ↔ 비잔틴지향성
로마지향성(라틴적) ↔ 비잔틴지향성

전체성 ↔ 다원성        중앙연방지구 해석유형
정교 ↔ 이교     
현대 ↔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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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적용

1. 남부연방지구의 문화 특성 유형화 및 해석 

문화 해석유형에 비추어 볼 때 남부 지구는 문화의 다질화 요소가 우세한 
지역으로 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연, 다양성, 전통의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
다. 문화 해석유형에서 보듯이 남부지구는 각 민족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영역이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범주는 
인공과 대립을 이루며, 전통은 현대와 이항대립을 이루는 개념이고, 다양성
은 단일성과 이항대립을 이루는 개념이다. 

다양성의 범주에서 해석
여기서는 주로 민족과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논한다. 러시아연방 토착민족

들은 대부분 21개 자치공화국과 10개 자치구에 밀집되어 있다. 남부연방지구
에는 8개의 자치 공화국이 속해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연방지구 중 가장 많
은 수이다. 남부지구 소속공화국에서 토착 민족이 속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인구셰찌야 공화국(인구슈족 74.5%), 체첸 공화국(체첸족 66%), 까
라차이-체르께씨야 공화국(까라차이인 36%), 까바르드-발까리야 공화국(까바
르드인 48.2%), 깔미끼야 공화국(깔미크인 45.4%), 다게스딴 공화국(아바르
족 27.5%), 북 오쎄찌야-알라니야 공화국(오세트인 53%), 아디게야 공화국
(아디게야인 22.1%)이다. 이러한 민족단위의 자치단체의 존재 여부는  민족 
고유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Игнатов. 

Бутов, 2000: 200). 

이처럼 남부 연방지구는 러시아에서도 민족적, 언어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다민족성은 이 지역의 아주 중요
한 문화적 특성이다. 까바르드인, 체르께스인, 아디게인은 하나의 아디게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은 아디게야, 까라차이-체르께시야 그리고 까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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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발까리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필적할 만한 민족은 다게스딴 산악 
민족인 아바르인, 다르긴인, 라끄인, 레즈긴인, 따바라산인, 루뚤츠인들이다. 

그 다음으로 체첸과 인구쉬인들이 자치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모두
는 까프까스-이베리아족 또는 이아페띠족과 연관되어 있다. 터키 민족 역시 
북까프까스에서 민족-영토 자결권을 주장하는 토착민족이다. 이들은 이전에 
국가를 가졌던 경험도 있다. 꾸미크인과 까라차이인, 발까르인들은 유사민족
으로 까라차이-발까리아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까바르드-발까리아와 
까라차이-체르께시야에 거주한다. 또 다른 터키 민족인 노가이인들은 다게스
탄, 체첸, 까라차이-체르께시야, 스따브로폴 변강주 등의 산악과 초원지대에 
거주한다. 이 지역에는 또 뚜르크-메스헤틴인들이 1944년 그루지아와 중앙아
시아에서 강제 이주되어 살고 있으며, 이것이 1989년 페르간스끼야 돌리나에
서 민족 간 갈등의 원인이었다. 또 아제르바이잔인들과 크림 타타르인들 역
시 강제 이주되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는 또한 그루지아인, 아르메니아인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도 거
주하고 있다. 이 중 희랍인들은 1930년대에는 이 지역에 희랍 지역을 형성하
기도 했고, 희랍 민족 소비에트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곳에 러시아인들의 사
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러시아 지방문화 연구에서 민족들이 지표상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분포도는 지방문화 특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의 범주로 해석
남부지구는 지형과 민족성, 강한 문화적 정체성 등으로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 각 민족들의 문화적 전통, 풍속, 예술(노래, 춤, 구비문학 등), 민속공예
업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남부 연방지구의 문화적 특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부 연방지구는 각 민족의 전통 문화가 우세하며 수공업, 세공품 
등이 발달해있다. 민속과 구비 전승 문학에서 민족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둘째, 남부 지구에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역이 많이 있
다. 셋째, 다게스딴의 구비 문학의 가치는 다언어적이며 다민족적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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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지만 그 구비문학은 각 민족 구비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
다. 넷째, 외부와 단절된 산악지대에는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전통공예품이 
있고 가내 수공업이 발달했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남부지역의 여러 민족들
은 나무나 돌을 재료로 한 조각, 금속 제품의 제조, 피혁 가공, 융단직조, 자
수에 종사하여 전통수공업을 발달시켰다. 예를 들면 다게스딴에서는 장식-실
용예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심지는, 세공품들과 에나멜로 칠한 조각품이 
유명한 꾸바치(Кубачи), 청동 조각품, 세공품으로 유명한 고짜뜰(Гоцатль), 

무늬 있는 도자기로 유명한 발하르(Балхар), 은 상감의 목조 세공품, 뼈세
공품과 나전 제품이 유명한 운쭈꿀(Унцукуль) 등이다. 옛날부터 남다게
스딴 지방은 융단 제품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여섯째, 각 민족의 역사적 기억
이 서사시, 구전 가요, 전래 동화, 영웅적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Тишков, 

1994: 69-72).  

일곱째, 체첸인들은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전통적 삶과 풍속, 춤, 가내 수공
업을 보존하고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나가고 있다. 체첸 민
중은 풍부한 예술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전 민속 예술의 토대에서 
발생했다. 현대 체첸 문학의 기본은 아랍 문학이며 아랍 문학은 17세기 말부
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체첸어 속에서 이러한 문학의 탄생과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다. 체첸인들은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전통적 삶과 풍속, 춤, 가내 수공
업을 보존하고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지켜나가고 있다. 체첸 민
중은 풍부한 예술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전 민속 예술의 토대에서 
발생했다. 북까프까스의 외부와 단절된 산악지대에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전통공예품이 있고 가내 수공업이 발달했으며 이 지역 민족의 역사적 기억은 
서사시, 구전 가요, 전래 동화, 영웅적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Тишков, 

1994: 399-402).

여덟째, 깔미끼야 민중의 문화는 중앙아시아의 수천 년 된 까체브 민족 문
명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 이주를 경험하면서 
깔미끼야 민족의 문화는 우랄근처, 볼가 유역, 북까프까스 민족들의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아서 민속과 서사 장르에서 아주 독특한 색조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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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깔미끄 인들은 능숙한 전사들이며 정치가이며, 축산가이며, 상인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벨트와 가죽을 생산했고 나무
와 금속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깔미끼야의 옷과 뜨개, 고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는 수예품은 화려함과 섬세함으로 돋보인다. 깔미끄의 정신적 문화는 충분
히 견고했으며 이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독창적인 동방의 문화를 갖고 자신
의 독특한 민요, 문자, 문학과 음악을 보존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남부지역
의 여러 민족들은 나무나 돌을 재료로 한 조각, 금속 제품의 제조, 피혁 가
공, 융단직조, 자수에 종사하여 전통수공업을 발달시켰다(Тишков, 1994: 

178-181).  

자연의 범주로 해석 

여기서는 자연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로 접근하여 자연 환경적 측면
에서 특징을 분석해본다. 남부지구 소속 연방 구성주체(субъект)들을 자연
의 범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까라차이-체르께씨야 공화국은 산악지대이며 그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이곳은 등산하기에 안성맞춤이며, 돔바이나 쩨베르드 
산은 관광, 레크리에이션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다. 이 산들로부터 쿠
반강, 라바강과 그 지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까바르드-발까리야 공화국은 까프까스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앙부분은 까바르진스키 평원에 접해있다. 숲이 차지하는 면적은 18만 헥타르
에 이르고 토양의 대부분은 흑토질이다. 중앙까프까스 지역의 산은 유럽에서
도 가장 높은 산들이다. 이 산들은 대체로 유년기의 산이 많고 특히 엘브루
스산은 까프까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산이다. 까바르드-발까리야 공화
국의 주요 강으로 쩨레끄, 말까, 발산 등이 있다. 이 지역에는 100여 개가 넘
는 작은 호수가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높은 고산지대에 있어 평지부분에 
있는 호수는 강의 하류에 있는 하상에 불과하다(Гохберг, 2002: 135).

스따브로뽈 변강주는 평지와 산악지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의 
북동지역은 융기한 산악지대를 낀 평원이며 남서부는 전형적인 산악지대이
다. 뺘찌고르스크(Пятигорск) 지역은 초원, 활엽수림대이며 등산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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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인 산이 있는 평원지대이다. 이 지대의 주위로는 꾸마강과 뽀드꾸마
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아래 지역으로 17개의 가파른 산들이 펼쳐져 있다. 

끼슬로보쯔크(Кисловодск) 지역은 깊은 동굴과 암굴이 있고 모래산과 백
악기산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다.

끄라스노다르 변강주는 지리적인 위치가 뛰어나고 기후적 여건이 매우 좋
은 곳이며 자연경관이 다양하고 아름답다. 이 지방은 흑해와 아조프해를 끼
고 있다. 북서까프까스의 북부와 중앙지역에는 꾸반스키 평원이 차지하고 있
고 남쪽에는 대 까프까스의 산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계가 매우 풍부하다.

끄라스노다르 변강주의 주요한 강은 쿠반강으로 그 길이는 906km이며 자
주 범람한다. 끄라스노다르 변강주의 수자원의 유량은 일정하지 않아 봄에는 
하천이 자주 범람하고 여름에도 농업에 큰 피해를 끼치는 홍수가 자주 발생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수지와 운
하가 잘 건설되어 있다. 이것들은 주요한 수상 간선으로 길이가 450km에 달
하고 단순한 물의 조절을 넘어 수력발전소나 다른 수력기술기관으로의 역할
을 하고 있다(Гохберг, 2002: 139).

깔미끼야 공화국은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식물의 표면층은 
초원과 황량한 지역이 혼합된 형태로 되어있고 러시아에서 가장 숲이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볼고그라트주는 지하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량은 잘 알려져 있다. 인산염과 식탁염 및 염화마그네슘염, 광천수, 건축용 
모래와 점토, 석회암을 비롯한 다른 자원들도 채굴되고 있다. 이곳에는 동식
물계 역시 다양하다.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물쥐는 세계적으
로 희귀한 동물이다. 이 외 여우와 사슴, 멧돼지, 너구리, 담비 등 49종의 포
유류가 서생하고 있으며 20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어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볼가강과 돈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99개의 
수류가 있다. 볼가강은 러시아 유럽부분의 모든 강들을 연결하는 수상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은 다섯 개 바다로 진출입하는 항구로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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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쎄찌야 공화국은 러시아 남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다. 모든 강
들은 쩨레끄 연안지역과 근접해 있다. 가장 큰 강은 쩨레끄강으로 북 오쎄찌
야 공화국의 영역을 110km나 흐르고 있다. 토양은 흑토질과 밤색토양이다. 

산림은 잎이 넓은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공화국 영토의 22%

를 차지하고 있다. 동물계는 매우 다양하다. 숲지대에는 멧돼지, 곰, 늑대, 여
우, 사슴, 영양, 들고양이, 야생소 등이 서식하고 있다. 쩨야강, 아르돈강, 삐
아르돈 강 등의 상류에는 ‘북 오쎄찌야 금렵구역’이 자리잡고 있다.

아스뜨라한주는 카스피해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지역이다. 카스
피해와 공가강은 아스뜨라한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며 아스뜨라한주의 전체 
수면은 전 면적의 10%에 달한다. 볼가의 삼각주에는 900여 개의 강이 있으
며 그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강은 바흐쩨미르강이다. 아스뜨라한주의 수산자
원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여 이 지역의 주요 자원이 되고 있다. 아스뜨라한
주는 많은 섬들과 초원, 호수의 가장자리에 있다. 전체 면적의 70%는 카스
피해 연안의 염소지나 황량한 초원이다. 또한 아스뜨라한에는 700개 이상의 
함호가 있으며 1,300개 이상의 염소지가 있다. 이들 지역은 많은 양의 소금
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수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바스꾼착 호수이고 이 호수
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우며 그 면적은 115㎢이다(Игнатов. Бутов, 

2000: 149-154).

2. 중앙연방지구의 문화 특성 유형화 및 해석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연방지구는 문화해석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전통, 현대, 비잔틴지향성, 다원성의 범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은 현대, 

비잔틴지향성은 로마지향성, 다원성은 단일성과 각각 이항대립을 이루는 범
주이다. 

전통과 현대의 범주에서 해석 

러시아 민족성은 16세기에 형성되었으며 그때에 통일된 러시아 국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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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고 북동쪽과 북서쪽 루시의 모든 땅이 흡수되었다. 모스크바는 궁극적
으로 러시아 민족성이 형성된 문화적 중심지이다. 지역적 문화가 점차적으로 
연합해 갔으며 전 러시아적인 문화건설이 시작되었다. 대체로 후대에 보존된 
많은 특징이 바로 이 때 나타났다. 

모스크바시, 블라지미르, 수즈달, 야로슬라블, 브랸스크주, 뚤라주, 깔루가
주 등의 중앙 연방지구에 속하는 지역들은 사실상 러시아 민족의 역사를 이
끌어온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713년에 수도가 뻬쩨르부르크로 옮겨
져 중요성이 분산되었지만). 때문에 어느 연방지구보다도 문화적 전통이 풍
부하다. 모스크바 근교에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들은 궁전과 공원, 수도원, 구 도시, 문화적 기념물들이다. 모스크바 주
에는 세르기예프 빠사드, 즈비니고로트, 볼로꼴람스크, 깔로멘스크, 자라이스
크, 베레야 등의 유명한 역사적 유적 도시들이 많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가 된 아브람체보, 무라노보, 아스따피예보, 아르
한겔스꼬예 같은 많은 박물관 ․ 영지가 있고 이오시포-볼로츠끼, 호찌꼬프스끼 
등과 같은 수도원들이 있다. 특히 세르기예프 빠사드에는 러시아 정교회 중
심지 중의 하나인 성 세르기예프 삼위 일체 수도원이 있다. 모스크바 근교에
는 민속공예업과 루시 땅에서 650년보다 더 오랫동안 유명한 도자기업이 발
달해 있다. 다른 유명한 민예품을 보면 페도스끼노의 옻칠 세공품, 조스또프
의 금속판화, 보고로드스크와 호찌꼬프의 세공품, 빠블로프-빠사드의 숄이 유
명하다. 

이바노보주는 옛날부터 직물공예품, 넝쿨 공예품, 자수 공예, 민속 의상, 

도자기 공예 등의 전통 공예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직물공예가 
가장 발달했는데 이바노보의 직물은 전 러시아에서 유명하다. 이 지역의 직
물공예가들은 그림과 꽃무늬가 있는 우아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러시아 민
속예술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은 이바노보의 빨레흐(Палех)지방의 독특한 세
공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지방은 뛰어난 예술가들을 세상에 많이 배출한 
곳이다. 고대 루시로부터 현재에까지 예술가들의 장인술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궤짝, 패물함, 귀중품함에 그려진, 빨레흐 지방의 장인들의 
그림은 독특함과 개성으로 돋보인다. 옛날부터 빨레흐 지방은 성상화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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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 지방의 성상화는 모스크바, 볼가 유역, 그리스, 비잔틴, 스뜨로가
노프스끼, 노브고로트의 양식에서 차용해왔다. 빨레흐 지방 성상의 독특한 
양식은 18세기 경에 성립되었다.5 

꾸르스크(Курск)주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주의 천년의 역사는 
많은 역사-건축 기념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세워졌다. 이 기념물들은 현재도 잘 보존되어 있는 즈
나멘스끼(Знамеский)성당과 세르기예프-까잔(Сергиев-Казанский)

사원, 바라띤스끼(Барятинский)공후 궁전, 로모다노프(Ромоданов) 대
귀족 저택, 역사-건축 앙상블, 근본 수도원, 이전의 귀족 건물들이다. 옛 건축
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은 현대 건물 양식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꾸르스크 지방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문화 중심지 중의 하나인데 오늘날까지 
민간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6

브랸스크 지방은 13~14세기의 따따르-몽골의 침략이 없었고 17~19세기
의 농노제의 잔인한 지주 형태가 없어서 러시아에서 민간전통과 민간 예술문
화(무용, 노래, 조각품, 세공품, 나무조각품, 유리 조각품 등)의 실제적인 보
존처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의 구비문학은 오랫동안 전통민간유산 연
구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중앙연방지구는 러시아의 전통문화가 풍
부할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서구의 현대적인 문화가 가장 빨리 보
급된 곳이기도 하다.7

 

비잔틴지향성의 범주에서 해석 

비잔틴지향성은 비잔틴 제국, 제2의 로마의 붕괴 후 러시아 민족 속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국이야말로 정통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국가라는 
의식이 싹텄다.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삼아야 한다고 설파한 사람은 쁘스
꼬프에 있는 엘레아자르로프 수도원의 수도승 필로페이였다. 그는 인류역사
란 세 개의 세계제국, 즉 세 개의 로마역사이며 신에 의해 선택된 세 개의 

5 http://www.ivanov.intergrad.ru/kultura.html(2005. 5. 25 검색)

6 http://www.kursk.intergrad.ru/kultura.html(2005. 5. 27 검색)

7 http://www.bryansk.intergrad.ru/kultura.html(2005. 5.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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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역사라고 하였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설은 모스크바 공국의 건
국 기초 이념이 되었다. 공국은 견고하게 통일되고 하나의 메시아적 이념의 
상징 밑에서 형성되었다. 참다운 이상적 왕권의 추구는 전체 역사를 통하여 
러시아 민족의 특색이 되었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 개념은 그 본질에 있어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모스크바국과 최고의 영성적, 종교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그것은 신앙심을 모스크바 세속권력의 주된 특질로 만듦으로써 비잔티움 지
향의 신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해석의 변이체에서 그것은 사악한 땅
과의 결별을 시사했다. 한편으로 콘스탄티노플은 제2의 로마로 간주되었다. 

즉, 그 이름과 관련된 정치 상징에서는 그 최고 권력적 본질이 강조되었다. 

비잔티움은 로마의 권력을 계승한 ‘세계제국’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
서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설은 종교적인 경향과 정치적인 경향을 하나로 
수렴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상징으로서의 콘스탄티노플의 이중적 성격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
게 했다. 첫 번째 해석에서는 신앙심과 성직이 그리고 두 번째 해석에서는 
권력과 왕권이 각각 강조된다. 예루살렘이 전자를 상징한다면 로마는 후자를 
상징한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로서의 모스크바의 발전은 전자나 후자에 관련
된 일련의 상징에 의해 약호화될 수 있었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설이 곧 모스크바가 신예루살렘이라는 설로 변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
다. 후자는 전자에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의 실현이라 간주되었
다. 16세기의 러시아인들은 구예루살렘은 이교도인 사라센들에 의해 모독당
함으로써 명예가 실추되었고 따라서 모스크바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소피아 성당이 당대에는 러시아인들에게 교회의 화신이었던 반면에 
1453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부활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니콘 대주교
는 모스크바 근교에 ‘신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부활사원’을 세웠다. 이러한 
행위는 동방교회 대주교들 사이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니콘에 대한 그들의 
비난이 바로 ‘신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
미심장하다. 이렇게 하여 비잔티움의 상징은 두 개의 상징적 이미지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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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신성한 신정도시 신예루살렘이자 동시에 세계의 절
대권력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인 신로마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
은 모스크바를 신콘스탄티노플, 혹은 제3의 로마로 보는 견해에 통합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터키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1453년)이 러시아
에서의 따따르 지배의 종식(1489년)과 대략 시기적으로 일치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인들에게 이들 두개의 사건은 자연히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
다. 그것은 세계의 신성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대 변화였다. 비잔티움에서 이
슬람이 정교회를 이긴 반면 러시아에서는 정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승리를 거
두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모스크바의 지배자는 정교 세계의 유일한 
독립 군주가 되었다(로트만 ․ 우스펜스키, 1993: 263-266).   

16세기 초에 체계화된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이념은 이러한 자부
심의 집약체였다. 이 주장은 모스크바 군주권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
니라 몽골지배를 극복하고 영토의 무한팽창에 나선 러시아인들의 선민의식
을 극대화하였다. 볼셰비키 혁명 후 정교회는 정권과 갈등을 빚었으며, 스탈
린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파괴되고 수난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
날 러시아인들은 정교전통의 회복에서 자국의 영광을 찾으려는 염원으로 교
회를 적극 복원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에서 정교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흐름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원성의 범주에서 해석 

다원성의 범주는 현대 러시아를 해석하는 범주이며 여기서는 모스크바나 
중앙지구의 문화적 특징만이 아니라 구소련 해체이후 전 러시아가 겪는 과정
의 총괄적인 해석에 해당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
화의 핵심에 모스크바가 있으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석해 본다. 소련의 
정치체제가 붕괴되면서 문화와 권력 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 편
에서는 문화는 정치의 이념적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예술작품
이 사회적 감정의 분출구로서의 유일한 안전판 구실을 중단했다. 이전까지의 
문화의 발전 과정은 국가 구조의 붕괴(구소련의 붕괴)와 정치 제도의 와해로 
중단되었다. 새로운 문화는 조직적인 면에서 이전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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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와 정권 사이의 상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권력은 자신의 
요구를 문화에 강요할 수 없게 되었고 역으로 문화는 수요를 보장받지 못하
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화된 통제체계와 통일된 문화정책 같은 중심
축이 사라졌다. 문화발전은 사회의 과제가 되었고 첨예한 사회 불화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 사고의 범위는 서구문화의 추구로부터 고
립주의에 대한 옹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어졌다. 통일된 사회문화
사상의 결여는 20세기 말 러시아 문화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받아들
여졌다. 다른 측면에서 문화의 다원주의는 문명화된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

3. 북서연방지구의 문화 특성 유형화 및 해석

북서연방지구는 문화해석모형에 비추어 볼 때 서구화(유럽화), 라틴적-로
마지향성, 인공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서구화는 러시아, 로마지향성은 비잔
틴 지향성, 인공은 자연과 이항대립을 이룬다.

 

로마지향성의 범주로 해석 

러시아의 18세기는 표트르 대제에 의한 대변혁 덕분에 역사상 중요한 전
환기를 이룩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공국에서 제국으로 발전했으며 중세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계몽정신을 수용하게 되었다. 표트르의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종교적, 문화적 변형을 포함하는 일대 혁신으로 의
상이나 일상적인 에티켓에서 행정부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때까지 존속해 온 전통을 과감하게 파괴하였다. 

표트르의 개혁은 또한 변형의 보편성 및 광범위성뿐만 아니라 신속함을 수반
하였다. 개혁의 절박성에 사로잡힌 표트르와 그 측근들은 ‘더 빨리, 더 새롭
게’를 일종의 모토로 삼았으며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형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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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트르의 개혁과 관련된 가장 큰 사건은 뻬쩨르부르크의 건설이었다. 표트
르의 명령에 따라 1703년 네바강 하구의 늪지 위에 세워진 ‘표트르의 도시’ 

뻬쩨르부르크는 과거와의 확실한 결별을 말해주는 공간적인 상징이었다. 비
잔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장중한 분위기의 모스크바와 달리 이탈
리아 및 프랑스풍의 건물과 궁전, 정원들, 베니스와 암스텔담의 운하를 닮은 
운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뻬쩨르부르크는 그 외관에서 이미 과거 모스크바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던 것이다. 

표트르 시대의 이데올르기는 그 이전 시대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부정
으로 특징지어진다. 수도를 뻬쩨르부르크로 이전함에 있어 표트르는 로마의 
신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최고 권력적 전통을 따를 수 있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때부터 로마제국과 뻬쩨르부르크와의 유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새 수도를 ‘성 표트르(베드로)의 도시’로 명명한 것이
나 로마시의 문장을 모델로 한 문장의 채택은 로마지향성을 여실히 말해준
다. 원래의 도시 계획안에 나타난 뻬뜨로빠블로프스크성당의 중심적 위치 또
한 성 베드로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시와의 유사점을 지적해준다. 로마-

뻬쩨르부르크의 평행관계는 사도 안드레이에 대한 숭배에서도 나타난다. 베
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는 러시아에서의 베드로의 분신이자 변이체였다. 신성
에 대한 세속권력의 승리는 뻬쩨르부르크를 신로마로 보는 견해에 권위를 부
여해 주었다. 한편, 제국 로마 지향성은 신로마의 황제 표트르에 대한 개인숭
배로 이어졌다. 표트르의 이미지와 관련된 일련의 성당이 세워졌으며 표트르
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식되었다(로트만 ․ 우스펜스키, 1993: 

259-286).

서구(유럽)화의 범주로 해석 

서구화의 범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18세기는 
‘혁신’의 기치 아래 시작되었다. ‘새로운’ 것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모방
할 만한 것과 동일시되었고, ‘옛’것은 파괴되어야 할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
다. 표트르시대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존
재로, 또는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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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은 황제 표트르 치하에서 러시아의 급속하고 놀라운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러시아’와 ‘새로운 민족’의 상은 이미 18세기 초
에 생겨나고 그 이후의 문화의식에 계속 전해지는 독특한 신화가 되었다. 18

세기 문화는 그 이전의 발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전적으로 새로운 단계라는 
사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회의도 불가능하리만큼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었다. 

옛것, 옛 시대와의 단절이 17세기 말에 일어난 것인지 17세기 중엽에 일어난 
것인지 그 단절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진행된 것인지 또 
더 나아가 그 이후의 러시아 역사를 평가할 때 이 단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러시아의 빠른 문화적 발전을 뒷받침해 주었던 긍정적인 사건으
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민족적 자립성의 상실을 초래한 부정적 현상으로 평
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단절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큼은 명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8세기
의 러시아 문화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국가적이며 반교회적 성격을 지녔고 
그 점에서 표트르 이전 시대와는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러시아 문화의 일관된 유럽화로 이해할 수 있다(로트만 ․ 
우스펜스키, 1993: 71-79).  

인공성의 범주로 해석 

도시는 문화사가 만들어 놓은 상징체계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이름으로서의 도시로 도시기호학의 양대 영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그것을 둘러싼 대지와 이중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동심적 구조와 이심적 구조가 그것이다. 기호 공간에서 
도시의 동심적 위상은 통상 산(혹은 산맥)위의 도시 이미지와 관련된다. 이
심적 도시는 문화 공간의 ‘변경’, 즉 해안이나 강어귀에 위치한다. 여기서 강
조되는 것은 ‘땅-하늘’의 대립이 아니라 ‘자연-인공’의 대립이다. 그것은 ‘자
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것으로 자연과의 투쟁 속에 존재하며 도시 
해석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연의 힘에 대한 이성
의 승리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 질서의 왜곡을 의미한다. 그러한 도
시의 이름을 둘러싸고 집약되는 것은 종말론적 신화,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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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의 운명, 그리고 자연의 승리 개념은 도시 신화의 이러한 주기와 불가분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통상 홍수, 혹은 바다 속으로 침하 등으로 나타
난다. 뻬제르부르크의 신화 속에는 종말론적 전설이 깊이 침잠해 있다. 

도시의 개념에 각인된 자연력과 문화의 영원한 투쟁은 뻬쩨르부르크의 신
화에서 물과 돌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돌은 ‘자연적이고’ ‘거친’, 태곳적부
터 제자리에 서 있는 바위가 아니라, 옮겨지고 가공되었으며 ‘인간화된’, 그
리고 ‘인공화된’ 돌이다. 뻬쩨르부르크의 돌은 자연의 한 현상이 아니라 인공
물이다. 뻬쩨르부르크의 신화에서 돌, 바위, 절벽은 부동성, 안정성, 바람과 
파도에 맞설 수 있는 능력 등의 관례적 자질이 아닌 자리 교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반자연적 자질을 부여받는다. 

‘뻬쩨르부르크 신화’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뻬쩨르부르크의 특질에 대한 감
각이 신화의 자아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뻬쩨
르부르크는 일종의 외부적인 비(非)뻬쩨르부르크적인 관찰자의 존재를 상정
한다. 그것은 ‘유럽에서 본 시각’, ‘러시아에서 본 시각’ 같은 것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문화가 자기 자신에 대해 외부적 관
찰자의 입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정반대되는 시각, 즉 ‘뻬쩨
르부르크로부터’ 유럽이나 모스크바를 향한 시각도 형성된다. 이에 상응하여 
‘뻬쩨르부르크는 유럽 속의 아시아’ 혹은 ‘러시아 속의 유럽’으로 인식된다. 

양자의 해석은 모두 뻬쩨르부르크 문화의 비조직성, 인위성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인위성’의 의식이 뻬쩨르부르크 문화가 갖는 자기 평가의 한 
특성이었으며 얼마 후 비로소 자기평가의 한계를 넘어서 낯선 개념의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뻬쩨르부르크 문화에서 항상 강조되는 ‘환영성’ ‘극장성’

같은 특성도 이와 관련된다. 일견, 환영과 예언의 중세적 전통은 ‘합리주의
적’이고 ‘유럽적인’ 뻬쩨르부르크보다 전통적이고 러시아적인 모스크바에 더 
합당한 특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뻬쩨르부르크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은 
적절한 변형을 거쳐 가장 현저하게 유지된다. 공중에 매달린, 아무런 기반도 
없는 도시의 개념은 뻬쩨르부르크를 환상적이고 유령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
게 해준다(로트만, 1996: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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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에서 러시아 지방문화 해석유형의 제시와 그 적용이라는 과제를 설정
하고 러시아 3개 연방지구 즉, 중앙연방지구, 북서연방지구, 남부연방지구를 
중심으로 러시아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적 접근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지구의 문화적 특징을 모아내고 각 지구 상
호간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를 단일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일적인 문화 분석틀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현실공간을 언어적으로 모델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중
앙, 북서, 남부연방지구의 문화적 특성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추상적 유형학
적 공간을 설정했다. 다음으로 러시아 문화의 통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내용은 주로 전통의 범주로 해석해보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 
지방 문화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유형을 제시하고 그 해석유형에 따
라 각 연방지구, 각 주체의 문화적 특성을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 북
서, 남부연방지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핵심적인 상징적 
특성을 추출하여 지방 문화 해석유형을 고안해 냈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 지역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지역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 지방문화에 국한되어 있지만 연구방법론으로 도입된 ‘공간’의 
구성 원리인 양항대립, 비대칭성, 메타 층위적 범주 등의 원리는 문화 연구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지역연구가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의 부재
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김
경일, 1997: 62), 본 연구는 지역 연구가 자신만의 고유한 연구방법과 이론
적 틀을 고안해내고 독자적 학문 분과로 성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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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racters of Russian Regional Culture

Kong Young Ho
Research Fellow of Center for Cross Cultur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is devoted to study of Russian regional cul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Central federation, the Northwest federation, and the

Southern federation of Russia. It is possible to summarize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t will introduce the methodology with which the properties of regional

culture were analyzed. Second, it will create a cultural model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assembled from this study of the Russian culture. Third, it will interpret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regions of Russia based on the model deduced from the

second par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Following R. Jakobsen's

principle,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the literature is not the literary product, but

literary quality, that which makes the given product a literary product, this research

is particularly mindful that the subject of cultural science is not the culture per se,

but cultural quality.

This paper adopts Y. Rotman's theory as the basic method of cultural research.

He determines that the culture is form of dialogue between the people and is possible

only in groups where the people communicate. Hence, culture has, fir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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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as its main component and secondly, symbolic nature, besides

semiosphere concerns to a subject of the given research of culture. Binomial

principle and asymmetry are the obligatory laws of semiosphere construction. In

researching typical propertie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an abstract set of objects

could have general properties. This abstract space has type. In this paper typical

spaces are the three federations of Russia.

Key Words: Methodology, Cultural Study, Russian Regional Culture, Semi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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