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아시아 문명론* 

- 19세기 말의 문명충돌론 ?-

한 정 숙 •• 

1. 머리말 

시인이자 철학자， 종교사상가였던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1853-1900)는 자 

신의 사변적 철학 체계로써 서유럽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진지한 관심을 끌 

었던 극소수 러시아인 가운데 하나이다. 19세기에 러시아 문학이 도달하였던 

그 높은 수준에 비해 순수철학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여는 보잘 것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19 - 20세기에 일군의 러시아 사상가들이 러시아 

외부에서도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주로 사회사상， 정치사상 

등의 측면에서였다. 그리고 이같은 사회사상， 정치사상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러시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블라지미 

르 솔로비요프는 서구철학사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당히 보 

편성있는 철학체계를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생존당시 이미 서구인 

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았었다. 러시아 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초 

에는 열광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미학론， 종교관 등은 이 

른바 “은(銀)의 시대”에 특히 상징주의 계열의 러시아 문인， 예술가들에 압도 

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회개혁적 논의를 종교철학의 체계 속 

에 소화시켜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혁명 후에는 짙은 종교적 색 

채 때문에 반동적 철학자로 펌하되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활발 

치 못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과 더불어 그에 대한 관심도 크게 

고조되었고 그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1) 솔로비요 

* 이 논문은 1996년도 세종대학교 대양학술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총 15권으로 된 그의 전집을 발간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으 

며 그 가운데 3권은 이미 출간되었다. Bna~HMHp COnOBbeB, CoφaHHe CO~HHeHHR H 

nHceM B 15 TOMax (MocKBa 1992-).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 출판계 사정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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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이른바 “러시아의 길”을 모색하는 일부 인물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이정 

표가 되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93년 독일의 한 종교철학 학술 

모임에서 한 러시아계 참석자가 지고지순한 사상가로서의 솔로비요프를 찬미 

하는 자작시를 열렬하게 낭독하는 것을 대단히 홍미있게 들은 적이 있다. 솔 

로비요프는 이처럼 시대를 넘어서서 관심을 끌어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생존 당시에도 러시아의 식자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거니와 (광범한 지인의 범위， 그의 강 

의가 있을 때 운집하던 청중들을 생각할 때) 현재의 그의 독자(특히 러시아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란 것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렇기 때 

문에 그의 아시아 문명론은 그 극단적 성격으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 

을 수 없다. 

펼자가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최후의 주저인 <세 개 

의 대화>(900)에 첨부된 〈안티 크리스트〉이야기를 읽으면서였다. 이 저작에 

표현돼 있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문명에 대한 그의 극단적인 경멸， 동아시 

아인들의 정치적 부상 가능성에 대한 그의 거의 공황(恐虎)에 가까운 두려웅 

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랑의 철학자이자 보편적 윤 

리의 옹호자로서의 솔로비요프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일종 

의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특히 바로 그같은 두려 

움의 대상이었던 아시아인들로서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 

지 그 후 소식이 없는데 어쨌건 이를 통해서도 그가 펼친 다양한 저술활동의 규모 

를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 중단 상태에 있는 전집 외에 여러 종의 선집 

이 출판되어 있고， 각종 사상사 선집들 속에도 솔로비요프의 글들이 빠짐없이 등 

장하고 있다. 그리고 예브게니 뜨루베쪼꼬이， 모출스끼 등 러시아 혁명 이후 국외 

로 망명하여 활동하던 관념론 계열 연구자들의 솔로비요프 연구서들(E. Tpy6eu l<oR , 

MHpoC03epUltHHe B. ζ COßOBbeBa, MOC I< Ba 1913 K. MOqynbcl<때 ， Bßa，aHM.μ'P CoπOBbeB. 

$H3Hb H y l/eHHe, Paris, 1951)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출간되었다. 솔로비요프 

전기로는 저명한 철학자에 의해 집필된 A. J1oceB, B.π'a，aHMHp COßOBbeB H ero BpeMJl 

(MOC I< Ba 1990)가·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이고 내용도 충실하다. 이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그의 사상에 대한 저자 자신의 해석을 담고 있는 책이다. 1923년에 처음 

출판된 C. M. ConoBbeB, Bßa,aHMHp Coπ'OBbeB. $H3Hb H TBOp l/eCKaJl 3BOßIOUJl는 1997년 

에 재출간되었으며 이 역시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에 관한 대표적인 평전이다. 저 

자 사후에 처음으로 옹전한 책의 형 태로 출판된 B. φ. AcMYc , B.刀a，aHMHp CoπOBbeB 

(MoCI< Ba 1994)는 솔로비요프의 사상편력에 대한 간략하지만 내용의 밀도가 아주 

높은 해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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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정신사적 배경 하에서 이해하여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러시아가 동아시아로의 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침 

내 러일전쟁으로 이어질 파국의 길올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이른바 러 

시아 최대의 철학자가 아시아문명에 대해 제기한 견해를 좀더 체계적으로 살 

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환 것이다. 솔로비요프에 대해서는 서방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많은 연구서가 쏟아져 나왔으나，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 

근해서 설득력있는 평가를 내린 연구자는 아직 없다는 사정 2)도 여기에 한 몫 

작용하였다. 

솔로비요프는 체계적 저작자가 아니어서 그의 저술의 내용은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 있고3) 때로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의 모든 저작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추 

2) 외국어로 번역된 솔로비요프 저작집으로는 가장 방대한 독일어판에도 동방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글들인 〈중국과 러시아〉 

(1890)나 〈동쪽의 적 >(1892)동은 빠져 있다. 이 글들은 사상가로서 의 솔로비 요프 

의 명예를 높여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학자 세르비냉꼬 

는 1994년에 출판된 솔로비요프 연구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였다. 그 

러나 그의 분석은 결국 솔로비요프에 대한 옹호론으로 기울어져 객관성을 담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솔로비요프의 중국문명론은 단지 깊이있는 연 

구분석이었을 뿐， 중국인민을 펌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세르비냉꼬의 

평 가이 다. B. B. Cep lSHHeH I<O, BJlatlHMHp COJlOBbeB 3anaa BOCTOK H POCCHfI (MoCI< Ba 

1994) 154변. 그러나 중국인들이 솔로비요프의 중국문명론이나 범몽골주의론을 읽 

었을 때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세르비냉꼬의 솔로비요프 해석은 러시아 

의 대표적 사상가에게 홈집이 나서는 안된다는 고려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으로 보 

인다. 독일 학자 스테른코프는 동방문명에 대한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견해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살펴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도 이 문제를 그리 체계적 

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그는 솔로비요프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만 보인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Joachim Stem
kopf, Sergej und Vladimir Solov'ev, Eine Analyse ihrer geschichtstheoretischen 
und geschichtsphilosophischen Anschauungen (Muenchen, 1973), 얘O면. 

3) 1853년 생인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청소년기에는 당시 러시아 젊은 지식인들 사 

이에 유행하던 대로 서구의 실증주의적 사조를 받아들이고 유물론과 자연과학에 

심취하였으며， 그의 한 친구는 이 당시의 그를 일러 전형적인 60년대 니힐리스트 

였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있어 관심은 인문학 쪽으로 결 

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모스크바 대학 역사-철학부에서 강의를 듣고 수도원 

에서 생활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한 그는 철학， 미학， 종교， 정치， 사회평론 등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저 작을 남겼으며 스스로 시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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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올 듯한데， 그는 철저한 기독교 사상가로서， 기독교적 원리를 이 

지상에서 확립하자는 요구가 그의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모 

든 세계관， 종교에는 상대적 진리가 깃들여 있으되， 기독교만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비 

판， 다른 문명권에 대한 그의 평가 둥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한 

문명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 자신의 말을 빌자면 문명의 정신적 원칙， 곧 종 

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구 기독교 문명과 정교적 러시아문명， 

그리고 비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그의 각각의 평가는 시종일관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시 

기별 차이에 유념하면서 여러 저작에 나타나 있는 아시아 문명권에 대한 솔 

로비요프의 견해를 추적하여 19세기 후반 러시아 정신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초기 솔로비요프의 친슬라브주의와 그 반전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문필가로서의 활동을 비기독교 문명권의 정신사 

적 전통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최초로 출판된 독립된 논문 가운데 하나인 〈고대 이교에서의 신화적 과정〉 

(873)에서 그는 고대 인도인들과 서아시아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신화 

및 종교를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 자연관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하늘， 

곧 “바루나”에 대한 고대 인도인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 

써 고대 인도종교에서의 일신교에서 다신교로의 전환이라는 명제를 내놓았 

다.4) 또한 그는 기독교 이전의 세계에서는 제우스/인드라， 우라니아/밀리타/미 

트라/아스타르타 등 동서양의 신화 혹은 자연종교에서 공통된 신격(神格)들이 

4) B. C. COJlOBbeB, “M빼OJlorll t(eCI<때 npouecc B lIpeBHel.l J1 3L1t(ecTBe", Co6paHHe CO'lHHeHHI1 

BJ18.J1HMHpa CepreeBH'Ia C0J10BbeB. nOll pellal<Ulle!! c nplll.let(aHIIJll.IlI C. M. COJlOBbeBa 11 

3. J1. PallJlOBa. BTopoe 11311aHlle (C. -neTepGypr 1911-1914) 1권 7연. 이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 저작집은 모두 열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용한 것 

은 1966년 브뤼셀에서 간행된 영인본이다， 앞으로 이 열 권 짜리 러시아어 저작집 

은 C. C.로 약칭하기로 하며， C. C.에 수록된 솔로비요프의 글에 대해서는 저자이름 

을 따로 칭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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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등장함을 헤로도토스 등 고대 작가들의 저작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지 

적하였다.5) 젊은 솔로비요프는 이처럼 기독교권 이외 다른 문명권의 정신사 

적 전통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문학자였다. 

그러나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초기의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러시아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으며， 그의 이러한 성향은 1840, 50년대의 고전적 

친슬라브주의 6)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서 국수주의적 범슬라브주의에 대한 호 

감 표명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1877년에서 1881 

년 사이에 그가 니꼴라이 스뜨라호프와 나눈 펀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호전적인 범슬라브주의자 니꼴라이 다닐례프스끼의 열렬한 후원자로서 그의 

저작의 보급에 힘쓴 문펼가였던 스뜨라호프에 대해 솔로비요프는 이 시기의 

편지에서 다른 어떤 문인들에 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진정한 우정에 넙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7) 솔로비요프는 스뜨라호프를 

자주 방문하고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한 편지에서는 그에게 직접 “선 

생님은 빼쩨르부르그에서 저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며， 저는 선생님을 마치 친 

아저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을 정도였다. 나아가 이 편지를 보 

면 솔로비요프는，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닐례프스끼 

자신과의 대화도 고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8) 러시아와 투르크 사이의 

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다다넬즈，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해 왔던 다닐례프스끼를 지지한다는 것은 

곧 지지자 스스로도 범슬라브주의적 의미에서 이른바 러시아의 역사적 사명 

을 확신하고 이를 영토팽창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솔로비요프의 이같은 민족주의적 태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5) 같은 책， 16, 18면. 
6) “cnaBlIHOφHnbCTBO"라는 러시아어는 최근 국내에서 슬라브애호주의라는 말로도 번역 

되고 있으나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를 친슬라브주의라고 번역해 왔으며， 이 글에서 

도 이 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솔로비 요프의 서 간들은 nHCbM8. 8，π'8.l1HMHp8. CepreeBH I.f8. COJ/oBbeB8. 라는 제 목 아래 

1908년에서 11년 사이에 빼쩨르부르그에서 3권으로 출간되었고 1923년에는 나머지 

편지들이 Bn. ConoBbeB, nHCbM8.라는 제목으로 라들로프에 의해 편찬되어 역시 같은 

도시에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 .1923년의 서간집은 nHCbM8. 제 4권으로 표기될 것 

이다. 1877-81년 사이에 솔로비요프가 스뜨라호프에게 보낸 편지는 1908년에 출판 

된 서간집 제 1권 첫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8) B. C. ConoBbeB , nHCbM8. 1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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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던 것은 1877년에 발표된 〈세 개의 세력〉이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서 

솔로비요프는 강한 친슬라브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비정교 문명권들의 정신 

적 원칙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9)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인간발전을 지배하는 세 개의 세력이 있 

다. 그 하나는 모든 영역， 모든 단계에서 인간을 단 하나의 최고의 원칙에 복 

속시키고 사적 형태의 다양성올 허용치 않으며 개성의 자율성， 개인적 삶의 

자유 등을 모두 억압하는 세력이다. 이는 단 하나의 주인 아래 만인이 노예가 

되게끔 하는 체제이다. 그것은 인간을 말살시키고， 인간이 결여된 신(神)만을 

긍정하는 원리이다. 두 번째 것은 삶의 사적 형태에 온갖 자유를 주고 오로지 

개인 및 개인 활동의 자유만을 부추겨서 결국.사회전체가 이기주의와 무정부 

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오로지 신이 결여된 인간만을 긍정하 

는 원리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서 주관적으로는 자족하는 신과 같으나 객관적 

으로는 미미한 일개 원자와도 같은 존재로 살아갈 뿐이다. 이 두 세력이 이처 

럼 부정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세 번째 세력은 최고 원칙이 지니는 

통일성과 사적 형태들에 허용되는 자유로운 다양성이라는 양자를 조화시킨다. 

곧 전 인류적 유기체의 전일성(全一性， l.\eJ10CTb)을 형성해 주면서도 그 내부 

에서 내적 다양성을 허용한다. 이 세 번째 세력은 지고의 신적 세계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솔로비요프에 따르면 이 세 개의 세력은 각각의 역사적 단계， 구체적 문화 

에 대응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세력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이슬람적 동방 

이고 두 번째 세력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서구 문명이며 세 번째 곧， 전체적 

통일성과 사적， 개인적 자유의 조화를 가능케 하는 세력에 의해 지배받는 것 

이 슬라브세계， 특히 러시아이다. 솔로비요프는 세 번째 세력은 “인간과 신적 

세계의 중개자에 의해서만 현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0) 슬라브인， 특히 

러시아인들을 인류 가운데 다른 종족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올려 놓고 

있다. 

슬라브인들을 절반쯤은 신성한 존재로까지 격상시킬 정도로 열렬한 친슬라 

브주의로 채색되어 있는 이 글에서는 비기독교 문명권 가운데서도 동아시아 

문명이나 인도문명 등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비기독교문명으 

9) “TpH CHJIl>l", C. C. 1 권， 227-239면. 

10) 같은 책，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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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슬람문명만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슬람문명과 이슬람 

교에는 일체의 진보적 성격과 창조적 힘이 결여된 것으로 솔로비요프는 평가 

하고 있다. 이슬람 세계에는 어떤 실증과학도 존재치 않고 철학도 존재치 않 

으며， 일방적 종교적 원칙의 질곡 때문에 제대로 된 시도 회화도 음악도 발달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1) 

솔로비요프는 이렇듯 이슬람적 동방은 모든 삶의 요소를 억압하며， 일체의 

발전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비서구사회 역사 

의 정체성론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의 논의는 헤겔 

역사철학의 한 아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서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부 

분에 오면 헤겔류 담론의 영향은 자취를 감춘다. 개인주의적 서구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은 상론할 필요가 없겠다. 여기에서는 1840년대 친슬라브주의자들 

이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서구비판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서구문명이 하나의 단위로 총칭되고 있으며 친슬라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듯， 가톨릭적 원리와 프로테스탄트적 원리가 구분되어 고찰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정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칭해지 

는 슬라브문명에 대한 찬양도 비록 솔로비요프가 글에서 정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슬라브주의자들이 찬양하여 마지않았던 정 

교의 원칙， 곧 “다양성 속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데 

지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솔로비요프는 1873년 모스크바 대학 철학부를 졸 

업한 후 한 때 모스크바 근교의 신학원에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12) 이를 보더라도 그는 당시 러시아 정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관심을 가 

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슬라브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과 어올려 슬라브 

문명의 정신적 토대로서의 정교에 대한 사실상의 무조건적 지지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세력>론이 씌어졌다고 하겠다. 솔로비요프가 모스크 

바 대학의 철학박사 학위를 위해 서구의 실증철학을 비판하는 논문을 제출한 

데 이어 〈세 개의 세력〉을 발표하자 친슬라브주의자들도 처음에는 솔로비요 

프를 당연히 자기네 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13) 스뜨라호프와의 밀접한 교 

분도 이러한 지적 분위기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11) 같은 책， 229-230면. 
12) lIoces, 앞의 책 24연 참조. 
13) ACMyC , 앞의 책 3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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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친슬라브주의적 혹은 범슬라브주의적 시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러시아-투르크 전쟁기간 중에 그가 드러냈던 민족주의적 견해는 1880 
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수정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이 시기에 점점 더 노 

골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던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그가 비판적 시각 

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는 제국주의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를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의 극한적 형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 

데 그런 그에게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의 상쟁은 민족주의의 파괴적 성격을 

통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80년대에 들어와 

서 씌어진 한 글에서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고 있던 “백인의 사명”론을 

조롱하면서， 이들 제국주의자들은 “‘하급인종’들을 살육하면서 이것이 이 하급 

민족들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하였다.14) 그러나 이것이 그로 하여 

금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해 등올 돌리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의 제국주의 비판은 전혀 철저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 

를테면 나중에도 보게 되듯이 서구열강의 아시아 침공과 이에 대한 아시아인 

들의 반응을 목격하면서 그는 제국주의 비판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황화론에 빠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솔로비요프가 러시아 민족주의와 결 

별하게 되는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도덕성과 정신적 

힘에 대해 그가 큰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1870년대에 그의 민족 

주의가 정교에 바탕을 둔 슬라브문명권 전체의 정신적 원칙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던 만큼 현실 종교로서의 정교에 대한 그의 실 

망은 곧 러시아 사회 전체의 정신적 원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고 이 

에 따라 그 전까지 그가 지녀 왔던 천진난만한 친슬라브주의는 급격하게 폐 

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교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평가가 이처럼 급격한 반전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계기는 1881년 3월 알렉산드르 2세 

14) “Ha뻐OHanbH뻐 BOllpOC B POCCHH. BblllyC I< 1" c. c. 5권 9면. 이 “러시아 민족문제”는 

단일한 논문이 아니고 솔로비요프가 1880년대와 1890년대 초에 걸쳐 작성한 여러 

편의 글들을 한데 묶어 펴낸 2권의 책의 제목이다. 이 가운데 BblllyC I< 1 이 제 1 호， 

B꾀llyC I< 2가 제 2호이다 그런데 이 논문모음이 앞에서 언급한 열 권짜리 저작집에 

재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모음 가운데서 인용할 때는 “Hal.lHOHanbH뼈 BOllPOC"로 줄 

여 표기하고 c. C.의 체재에 의거하여 면수를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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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혁명가들에 의해 암살된 후 러시아 정교회가 황제암살자들에 대한 사 

면청원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던 많은 러시아 지식인들의 염원을 저버렸던 

데 있다. 새로 즉위한 알렉산드르 3세 황제가 부친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범 

을 사면한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혁명세력과 수구세력 사이의 그칠 줄 모르 

는 대립과 갈등으로 갈가리 분열되어 있던 러시아의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로 생각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똘스또이와 같은 비폭력 노선의 신봉자들도 암살범의 

사면을 간구하고 있었고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솔로 

비요프 자신도 당시 알렉산드르 3세에게 직접 청원서를 보내 알렉산드르 2세 

암살범들을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사회적 화해의 실현을 위한 노력 

에 적극적이었다.15) 그러나 알렉산드르 3세가 사회적 화해의 정책을 시도하기 

는커녕 혁명세력에 대한 강경책을 선택함에 따라 솔로비요프의 이같은 고투 

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는 황제암살범 옹호자라는 이유 

때문에 보수파들의 맹렬한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16)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기독교적 용서라는 원칙의 실현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 

을 뿐 아니라 그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로 인하여 더 많은 실망을 안겨 주 

면서 러시아 지성계를 분열시키는 데 한 몫하였을 뿐이다. 그것은 러시아 정 

교회가 제정정부에 종속되어 국가의 현실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되는 정책결정 

의 테두리를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솔로비요프가 느낀 설망은 정교회에 대한 거의 거부감에 가까운 감 

정으로까지 나아갔다. 그가 황제암살범 사면 요청 사건 직후에 작성한 <러시 

아의 성직 권력 >(881)이라는 글은 러시아 정교 및 정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 

판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무엇보다도 러시아 교회가 내적인 생 

명력과 기독교적 원칙에의 충실함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정신적 권위를 획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기대어 강제적인 권위를 보장받으려 드는 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로써 정교회가 권위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 

릴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였다 17) 그는 러시아 교회의 정신적 불모성에 대하여 

15) B. C. C0J108be8, nHCbμa 4권， 149-150면. 
16) 솔로비요프는 친구이며 그의 저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던 타베르니에게 보낸 

1888년 10월 4일(러시아력)자 서한에서 자신이 받았던 이러한 비난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같은 책 208면. 
17) “ o llyXOBH얘 BJlaCTH B Pocc때" c. c. 3권， 22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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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 “러시아 신학은 동방교회가 물려받은 종교적 지식의 보고에 아무 

것도 첨가하지 못한 채 7, 8세기의 규정과 명제들에 아직까지도 매달리고 있 

다”고까지 주장하였다 18) 

러시아 정교회가 독자적인 정신적 힘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할 때 친슬 

라브주의자들이나 범슬라브주의자들처럼 러시아가 독자적인 세계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역사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변할 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제 오히려 외부세계의 도덕적 원리를 열린 자세로 

받아 들임으로써 정신적 발전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솔로비요프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같은 발전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정신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솔로비요프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문명의 원칙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불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왕년의 범슬라브주의 지지자 솔로비요프는 

1880년대에 일련의 논쟁적 평론들에서 슬라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회의 통합을 통한 유럽문명과 슬라브문명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기에 이르 

렀다. 그는 궁극적으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등 서유럽의 양대교회와 정교 

회가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더 역점을 두고 강조하였던 

것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의 통합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의 글들은 

〈러시아의 민족문제 1. 2>0888, 1891)라는 논문모음집들로 묶여져 나왔다，19) 

이 일련의 글에서 솔로비요프는 소속문명권에 대한 충성이 곧 최고의 충성이 

라 여겼던 다닐례프스끼의 역사-문화유형론과， 한 때 자신과 교분이 두터웠던 

스뜨라호프의 다닐례프스끼 옹호론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다닐례프스끼는 

1870, 80년대에 러시아 지식인들 사회에서 맹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자신 

의 저서 〈유럽과 러시아>(871)에서 인류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란 

없고 각 문명권은 독자성을 지니며 진보-정체의 잣대를 서구중심으로 적용해 

서는 안된다고 파악하면서， 러시아인들은 슬라브 정교문명권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촉구했었다찌 솔로비요프는 다닐례프스끼와는 달리， 인류전체에 보편 

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 가치가 곧 기독교라고 

주장하였다.21) 즉 그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슬라브인들의 종교인 

정교만을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정교라는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 

18) 같은 책， 237변. 
19) 앞의 각주 9)참조. 
20) H. R. llaHHJleBC I<HIl, POCCHJ1 H EBpona (MocKBa 1991), 71 , 75, 91-113연. 
21) “Hal.\HOHaJlbH뼈 Bonpoc. B퍼nycK 1", 1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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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교회로 분열 

되어 있었다. 보편적 가치인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독 

교회들의 통합이었다. 이 과제를 위해 러시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교만 

이 유일하게 가치있다고 여겨서 서구 교회를 배척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 

나는 것이었다. 솔로비요프에게는 교회통합은 정교회보다는 가톨릭 교회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22)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정교회보다 정신적 독립성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정) 그런 

데 이런 식의 교회 통합이 과연 러시아인들에게 가능할까? 그가 보기에 러시 

아인들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민족적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고대 슬라브인들이 자신들 사이에서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해 스칸디 

나비아로부터 지배자를 초빙해 왔다는 이른바 “바랴기인의 초빙”이나， 선진적 

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스크바국시대의 낡은 전통을 과감히 폐기하였 

던 뾰뜨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이 그 실례라는 것이다. 솔로비요프는 지고의 

가치인 기독교권의 통일올 위해 이제 러시아인들은 다시 한 번 민족적 자존 

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4) 이는 당시의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의 국수주의 비판은 여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범슬라브주의자들의 국수주의-정교중심주의는 솔로비요프에 이르러서는 기독 

교세계 중심주의로 테두리를 넓혔을 뿐이다. 이슬람-서구-슬라브권의 삼분법 

적 세계인식 구도가 유럽-기독교 문명과 비유럽-비기독교 문명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기독교권을 하나의 단일한 문명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솔로비요프의 열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지적 관심과 노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비기독교문명권에 대한 그의 입장을 한층 

더 경직된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22) 같은 책， 65면. 솔로비요프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해서는 로마교회에 비해서 훨 

씬 더 비호의적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기독교의 원리 중 예언자적 원 

리를 대표하고 있되 오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었다. 곧 프로테스탄트 세계는 

일체의 통합성， 진리， 성스러움 등으로부터 벗어날 지경에 이르는 거짓된 자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같은 책 64면 참조. 

23) 솔로비요프는 로마교황의 권위는 자의적， 전제적 권력이 아니라 가톨릭 교도의 사 
랑， 신뢰， 존경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 

였다. 같은 책， 152면. 교황의 권위야말로 솔로비요프가 보기에는 세속권력에 맞서 

서 기독교도들의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24) 같은 책， 29-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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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방， 특히 동아시아 문명권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견해 

솔로비요프가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절대적 우위론올 고수하면서 기 

독교권의 통합을 필생의 과제로 내젊에 따라 역사 속에서의 각 문명권의 의 

미에 대한 그의 해석은 자연히 유럽중심주의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때 

의 유럽은 물론 다닐례프스끼적 좁은 의미의 유럽， 곧 서유럽이 아니라 정교 

권인 러시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유럽이다. 이는 백인 문명권과 대략 일 

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계 전체가 동방으로 여겨지 

는 것이다. 솔로비요프의 세계 인식에서 기독교권을 제외한 문명권， 곧 동방 

은 일찍부터 “절대타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가 세계를 유럽-기독교 문명과 

비유럽-비기독교 문명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점에 

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동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의 고찰범위 

가 지리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동쪽인 동아시아로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의 글에서는 차츰 동방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의미가 가장 강 

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겠다. 

솔로비요프에게서 “절대 타자”언 동방에 대한 인식은 강한 오리엔탈리즘으 

로 채색되어 있다. 러시아사회의 이른바 아시아성을 비판하는 한 글에서 그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동방에 대한 편견을 마구 내뱉고 있다. 동방민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보기에는 외적인 힘， 적나라한 폭력에의 맹목적 복종이 

다. 

“유대인을 제외한 동방민족들은 신(神) 자신에게서 단지 절대적 혐만을 볼 

뿐이고， 따라서 지상에서도 외적 힘의 발현， 곧 조야한 사실 앞에 그 내적 이 

념적 정당성은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머리 조아린다. 인류 전체의 절반인 

동방 인간들의 특정을 이루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일체의 교묘하고 그럴 듯 

한 거짓에 대한 존경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들에게서 인간적 가치， 개 

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25) 

솔로비요프가 비기독교권으로서의 동방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는 그가 

1890년에 쓴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26) 그는 이 시 

25) 같은 책， 285-286면. 
26) 이 시는 제목은 Ex Oriente Lux라는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본문은 러시아어로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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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선 동방의 두 성격을 지적한다. 곧 애초에는 “빛도 동방으로부터， 권 

력도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 때 빛은 인류의 구원， 기독교를 의미하고 권력 

은 적나라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방에는 그리스도의 동방과 크 

세르크세스의 동방이 있다. 이에 반해 솔로비요프의 눈에 비친 서방은 비록 

기독교의 발상지도 아니고 그리스를 공격한 페르시아제국 같은 대제국을 처 

음부터 확립했던 것은 아니지만 천재적 재능을 지닌 그리스인들， 헬레니즘 제 

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배출하였고 역시 서방에 속하는 로마는 

“전인류의 원칙인 이성과 법의 힘으로” 솟아올라 “세계를 통일하였다 곧 서 

방은 합리성과 질서의 세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세계가 유혈 

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동서의 화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한 화해는 동 

방으로부터의 빛， 곧 기독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동방이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기독교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솔로 

비요프는 이 시에서 동방의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라는 요소를 제외한 동방은 폭력과 비이성의 땅으로 보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가 동방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1890년대 초의 대기근 사태 당시에 쓰인 한 편의 글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 글은 러시아의 농업사정 지식인의 역할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쪽의 적 >(892)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서두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본문 내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시아 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인들이 문화적 종교적 힘으로 유럽 기 

독교권을 제패하려 한다는 것이다:m 그가 본문에서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동쪽의 적〉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토질이 고갈되고 토지 

가 황무지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농업경제적 현상을 다루면서도 그와 같은 

정치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시 솔로비요프의 뇌리에 동쪽 

의 위협이라는 것이 거의 강박관념이 되다시피 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솔로비요프도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그 전보다 훨 

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슬람문명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평가 

가 반전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1896년에 씌어진 〈마호멧〉이라는 제목의 

어 있다다. BJJa떠a때n마때‘”싸뻐’1M‘”때P COJJOB뻐beB’/‘“‘Henoß왜8H!KHO 지J1H.때1Db COJl깨'Hl.(e J1J()68Hκ 

3얘a nHC마bMa Bocno얘MHI깨'Ha뻐HHJI CO얘B때'peMeHH쩌'HK08 (“M。야CKBa 1990) 57-58면. 
27) “ Bpar C BocToKa" , C. C. 5권， 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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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이다. 이슬람교 창시자의 생애와 교리를 다룬 이 저술에서 솔로비요프는 

다른 종교에 대한 마호멧의 관용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 ‘마호멧은 유대교 

도， 기독교도가 그들의 종교를 믿을 권리를 인정했다’ - 코란의 내용을 옹호 

하고 있다.잃) 예를 들어 코란의 내세관， 천국관에는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는 

것과 같은 류의 독선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솔로비요프는 

마호멧이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의 계율을 충실 

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죽움 후의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그를 높이 

사고 있다.잃) 솔로비요프는 코란에서 내세운 성전론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비신도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성전과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30) 비록 그는 여전히， 이슬람 문명이 진보의 개념을 

낳지 못했으며 또한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천재를 배출하지도 못하였고 인간 

을 완성의 길로 이끄는 신격(神格)을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슬람교에는 미래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결론 

에서 솔로비요프는 이슬람교가 중국， 인디아， 중부 아프리카 등지에 계속 보 

급돼 가는 것을 보면 인류는 코란의 정신적 우유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31) 이처럼 이슬람의 창시자의 생애와 그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된 데는 분명히 시대적 상황의 변화라는 요인이 

작용했을 터인데， 어떤 요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앞 

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가 이처럼 어느 정도 

완화된 이슬람관을 개진했다고 해서 곧 그가 이로써 기독교중심주의적 시각 

을 버렸다거나 혹은 기독교 중심주의를 완화하여 이슬람교를 기독교와 동격 

에 놓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음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슬람권을 제외한 아시아문명권에 대한 그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몽골문명을 포함한 

28) “MarOMeT, ero *H3Hb H penHrH03HOe y맨HHe"， C. C. 7권， 228-229면. 

29) 같은 책， 243면. 
30) 같은 책， 260면. 솔로비요프가 이처럼 18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마호멧과 이슬람 

을 후하게 평가하는 쪽으로 나아가다 보니 이슬람의 일부다처 제도도 그에게서 꽤 

관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코란은 다른 이교에서처럼 일부다처제를 무조건 선 

호하는 것은 아니고， 아내의 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같은 책， 278연 

31) 같은 책， 28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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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명이다. 때로 솔로비요프는 자신이 익숙치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일종 

의 원시적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불교， 니체， 중국 등이 모두 그러하다. 더구냐 이 대상이 그가 보배처럼 여기 

는 기독교문명권을 잠식해 들어온다고， 혹은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될 때는 이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890년에 발 

표된 〈중국과 유럽〉이라는 글에서 그가 중국문명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 

는 기독교중심주의와 인종주의의 결탁에 입각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그의 두 

려움을 보여주는 한 예를 들어보자. 그는 어떤 회합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 회 

합에 참석한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피부빛깔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 

럽식 복장을 했는데 중국인 참석자만은 유일하게 민속복장을 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액샌트가 하나도 없는 유창한 불어를 구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위로 점점 더 가까이 덮쳐오는， 낯설고 적대적 

인 세계의 대표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32) 기독교는 믿지 않으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재능이 탁월한 황색인종 - 바로 이같은 중국인의 잠재력이 그에게는 

기독교권의 우위유지에 도전하는 큰 위협으로 비쳤음을 알 수 있다. 

솔로비요프가 중국문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중국문명의 이른바 정체성론과 관련되어 

있다. 솔로비요프는 유대교-기독교의 진보사관과 유교의 복고주의를 대비시킨 

다. 노인의 문화이자 변화 곧 진보가 결여된 과거지향적， 상고주의적 문화， 그 

러면서도 이같은 상고주의 덕분에 대단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문화， 이것 

이 그가 보기에 중국문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곧 중국 

인들의 조상숭배이다. 솔로비요프는 이미 1883년에 씌어진 〈대논쟁과 기독교 

정책>이라는 글에서 중국문명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극단으로까지 밀고 나 

아간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동방문명은 최고권력에의 무조건적 복종， 노예， 

경직성， 무관심， 전통에의 복종， 정체， 폐쇄성， 가부장적 전제， 신정적 질서 등 

을 특정으로 하며 이같은 동양문화의 가장 순수한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은 폐 

쇄적이고 정태적인 중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아가서， 역사는 운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문화는 인간의 일반역사 속에 들어오지조차 않는다고 단 

언하였다.잃) 범슬라브주의자인 다닐례프스끼만 하더라도 중국문명이 수공업， 

32) “KHTa때 H EBpona". C. C. 6권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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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원예， 인공양어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화약， 인쇄술(다닐례프스끼 

의 주장을 따를 때)， 나침반， 종이 등을 발명했음을 예로 들어 중국문명의 우 

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34) 그러나 솔로비요프는 이같은 다닐례프스끼의 견해 

를 한마디로 일축하였다. 그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문명은 인류전체의 자 

산에 아무런 정신적 기여도 하지 못하였다. 화약， 나침반 동의 발명품으로부 

터 중국인들 자신은 아무런 중요한 엽적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는 

중국의 수많은 역사서， 병서 등은 양만 많을 뿐 독창성을 지니지 못하였다.35) 

솔로비요프는 중국인들은 영적 능력이 결여된 민족이고 그 문화는 다른 민족 

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다만 중국은 그 극단적 상고주 

의 덕분에 국가체가 유례없는 견고함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변할 수 있었다. 그같은 중국적 특 

질올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한 것이 솔로비요프가 보기에는 공자요， 유교였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공자는 중국성(中國性， KHTaH3M), 곧 상고주의의 추상적 

원칙과 민족 생활의 현실적 요구 사이에 필수적인 타협을 이루어낸 인물로서， 

본질로 보면 전통적， 보수적이고 형식에서는 합리적인 체계를 완성시킨 인물 

이었다.36) 그가 중국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형이상학적으로 사고할 능 

력을 갖춘 유일한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노자이다. 그런데 솔로비요프는 

노자사상의 웅혼함， 분방함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노자도 완전히 

독창적인 사상가는 아니고 인도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여기면 

서 그를 깎아내린다. 인도철학에 비한다면 노자사상의 웅혼함， 거침없음은 그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솔로비요프는 노자의 사상은 가 

장 극단적인 상고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면서 상고주의란 변에서는 공 

자와 노자가 상통한다고 주장하였다.윈) 솔로비요프가 중국문명을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중국에서는 정교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본 데 있 

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알렉산드르 2세 황제 암살범의 사면을 위한 노 

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정교회가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 

인 데 실망하여 종교권과 정치적 권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33) “BeJ1HI<때 cnop H XpHCTb~HC l< a~ nOJ1HT싸<a" ， C. c. 4권， 20면. 

34) llaHHJ1eBC l< 1때， 앞의 책 73면. 
35) “HaUHOHaJ1bH뻐 Bonpoc B Pocc째. Bblnyc l< 1", ζ C. 5권， 103변. 

36) “KHtall H EBpona", 124, 138 -139면. 
37) 같은 책， 118-124면，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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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가 로마 가툴럭에 기울어졌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 

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보기에 중국은 종교적 권력과 세속권력이 동일하며， 

공식적으로는 관료집단 이외에는 어떠한 성직자 집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 

회였다.38) 그는 “중국 황제는 최고 사제이며 오로지 그 직능에 의해 군주일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였다.39) 그는 이것이 중국인들의 정신적 부자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 틀림없다. 중국정신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이 

해는 대체로 대단히 편협한 것이었다. 그는 유교를 이기주의적 원리로만 파악 

하고 있어서， 유교의 인， 덕치， 도덕적 심판자로서의 하늘의 개념 둥을 완전히 

도외시하였다. 그에게 하늘이란 조상숭배의 상징개념으로만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솔로비요프는 그의 중국문명론에서 때로는 중국의 내부 

사정， 중국역사 등에 대해 심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한족과 

몽골족， 만주족을 마구 혼동하고 있는 것 이 라든가40) 당시 중국이 당장 유럽 을 

침공해서 장악해 버리려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 

국이 서구를 침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는 커녕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의 

계속적 침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같은 그의 두려움은 전 

혀 근거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몽골인들이 러시아를 정복 

하였던 13세기 전반과 아시아 거의 전체가 서구 제국주의열강의 침탈대상이 

돼 었던 19세기 말을 완전히 혼동해 버렸던 것이다. 

솔로비요프는 일본문명에 대해서도 한 편의 글을 남기고 있다. 1890년에 발 

표된 〈일본〉이란 제목의 짤막한 글에서 그는 일본문명의 진취성에 대해 중 

국문명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41) 그는 불교도입 이전 자연종 

교(神道) 하에서의 일본인들의 극도의 성적 문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불교가 

일본인들의 풍습을 윤리적으로나 성적인 면에서나 크게 순치시켜 놓았다고 

38) 같은 책， 114, 116변 

39) 같은 책， 115변. 
40) 예를 들어 솔로비요프는 군사적 우월성이 운화적 우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다음，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하였던 아시아인의 예로서 태멸레인과 바투를 

거론하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미래에 언젠가 중국인들이 수많은 인구에 

힘입어 그러한 군사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렇다 

고 해서 몽골인들의 문화적 우월성 앞에 머리 조아리지는 않을 것이다 “Ha뻐OHaJlb

H뼈 Bonpoc B POCC뻐. Bblnyc I< 1", 10면 ; 솔로비 요프가 한족， 만주족， 몽골족을 혼동 

한 다른 예들에 대해서는 “KHTaA H EBpona", 99, 107면도 참조할 것. 
41) “~nOHHJl (HcTopH4ec J< aJl Xapa I< TepHCTH l< a)" , C. C. 6권， 153-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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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다. (자연종교 하에서는 인간을 희생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으나 

불교가 도입된 이후 이 관습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그는 높이 평가하였다.) 그 

가 보기에 일본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에 대한 절대충성의 태도였 

다. 또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적 권력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는 일본도 동방의 다른 사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보기 

에는 어쨌든 일본인들은 역사적인 민족이고 진취적， 진보적인 민족이었다. 그 

것이 봉건제를 경험한 일본이 권력의 분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중국문명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소위 진취적인 민 

족인 일본에게서 솔로비요프는 기독교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 

인들은 불교를 통해 충족되지 못한 것을 기독교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게 

되었고 그래서 16세기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 집필하고 있던 19세기 말의 상황에서도 그는 일본인들이 기독교세계와 결 

합함으로써 기독교세계의 진정한 동맹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일 

본이 개국하여 서구열강과 통상하면서 서구화 정책을 펴는 데 대해 그가 호 

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1890년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비요프의 글에는 대두하는 일본제국주 

의에 대한 두려웅 같은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일본에 

대해 상당히 강한 친화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발표시기가 러일전 

쟁이 일어나기 14년 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 

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 솔로비요프는 동아시아의 대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황화론(黃福論)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러시아에서 이른바 황색인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 곧 황화론은 그렇게 접하기 어려운 담론은 아니었다. 솔로비요프 

자신은 황화(lI<eJ1T a}\ OnaCHOCTb)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황화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글 속에서 암시하고 있었다 42) 러시아에서도 많은 식자들이 일본 

42) “TpH pa3rOBOpa 0 BOμHe ， nporpecce H KOHue BCeMHpHOA HCTOpHH, CO BKnro4eHHeM Kpa

TKO꺼 nOBeCTH 0 1) aHTHXpHCTe", B. C. COJlOBbeB, H3ópaHHOe (MocKBa 1990), 241 면. 솔 
로비요프는 아시아인들이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는 자기 

한사람만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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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성장에 경악하면서 여기에 경계의 빛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긴장된 국 

제정치 상황에서 짜르 니꼴라이 2세로 하여금 대일 강경 책을 쓰게 하는 데 

앞장섰던 이른바 베조브라조프(5e306pa30B)그룹이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황 

화론이었다.갱) 솔로비요프는 베조브라조프 그룹 같은 정상배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어 보이고 또한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충돌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도 

베조브라조프 그룹 같이 경제적인 이권 획득 같은 현실적 이혜관계에 좌우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의 부상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의 분위기 

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솔로비요프에게서 황화론은 

특수하게 종교권의 대결에 관한 담론의 형태를 취하여， 비기독교권인 동아시 

아세력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기독교적 유럽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 

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표현되었다. 종교적인 변에서 솔로비요프가 동아 

시아 경계론을 펴게 되었던 것은 그가 보기에 당시 불교가 서구인과 일부 러 

시아인들 사이에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던 것과도 적지 않은 관련을 가진다. 

러시아가 불교와 처음으로 관련올 맺게 된 것은 17세기 후반 - 18세기 전반 

에 부랴뜨， 깔의끄 등 북방 몽골계 민족들의 거주지를 정복하면서부터였다. 

그후 불교는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되었으되 사회적인 영향력은 별반 

가지지 못하였으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시인， 작가， 화가들 가운데 불교 

에 매료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으며 그것이 그들의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당시 불교는 삶의 콘 원리로서보다는 도시문명 속에서 마음의 정일 

(靜適)을 찾게 해 주는 수단으로서 혹은 정 적 미 (靜寂美)의 극치 를 보여 주는 

미적 표현의 한 원천으로서 관심올 꿀었을 뿐이다.얘) 솔로비요프 자신도 러시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이 실린 그의 저작 “TPH pa3rOBOpa"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43) 러일전쟁 직전 베조브라조프 그룹의 황화론에 대해서는 HC I<eHllepoB , A. A., “POCCH

RC I< a~ MOHapX뼈. Pelþop뻐 H peBOJlJOl1H~" ， Bonpocb1 HCTOpHH, no. 1, 1999, 101면 참조. 

당시 재무대신으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러시아 정부의 최고 실력자 역할을 하였 

던 세르게이 비떼는 자신이 이른바 동아시아로의 평화침투론을 펴다가 베조브라조 

프 그룹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황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도 하다. C. 10. BHTTe, BocnOMHHaHHJl. TOM 2. (1894- OI< U6pb 1905) l!apcTBoBaHHe HH

Ko.naJl 11 (MoCI<Ba 1960), 238-250면. 
44)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불교의 전파와 그 주된 수용 양상 

에 대해서는 Vladimir Tikhonov (한국명. 박노자)， “러시아에서의 佛學 짧究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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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를 미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평론을 쓰기 

도 하였다.45) 솔로비요프는 불교 교리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 

었다. 그러나 그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종교로 여겼고46) ， 이것 

을 불교에 대한 최대의 비판점으로 삼았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절대적 가 

치를 두는 그가 보기에 신의 부정은 인간의 절대화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톨스토이주의를 기독교가 아닌 네오 부디즘이라 규정하면서 극 

도로 경계하였는데 그 이유는 툴스토이주의가 역사적 예수의 부활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인간의 자기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데 있다.47) 불교에 대한 비판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의 노력에 의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도피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교 교리 

가 서구인들의 기독교적 정신적 원칙을 잠식하게 되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더욱 경계했던 것은 일종의 신흥종교 

적 조류로서의 네오 부디즘이었다. 신비주의적 운동으로서의 네오 부디즘은 

당시 합리주의적 서구문명에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 및 미국인들 사이에서 적 

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었다. 솔로비요프가 신지론자(神智論者， theosophist)들 

의 대표적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옐레나 블라바쓰까야를 네오 부디즘의 전 

파자로 여겨 맹렬히 공격하는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 

다.생) 그가 보지에 블라바쪼까야는 불교용어를 빌려 쓰고 불교적 분위기를 풍 

『대장경의 세계 J (동국 역경원， 1999), 1041-1046면을 주로 참조하였다. 
45) “ BYllllHllcKoe HaCTpoeHHe B n033HH", C. C. 7권， 81-99면. 
46) “3aMeTKa 0 E. n. BJlaBaQKOIl", C. ζ 6권 394면. 
47) 솔로비요프의 툴스토이 공격의 심층적 근거에 대해서는 솔로비요프의 독역본 전집 

인 Wladimir Solowjew, Werke. hrsg. von W. Szylkarski, W. Lettenbauer & L 
Mueller. (Muenchen, 198이 제 8권 역자 주인“Anmerkungen zu den <Drei Gesprae
chen>" , 430-440변에 주로 의거하였다.<세 개의 대화〉 독역본에 붙여진 역자주 

는 루돌프 윌러의 것으로 보인다. 
48) “PeQeH31쩌 Ha I<HHry E. n. BJlaBaQKoll <The Key to Theosophy> " , C. ζ 6권 

287-292연 ;“3aMeTKa 0 E. n. BJlaBaQKOIl", 같은 책 394-398면. 옐레나 블라바쪼까야 

(영어 식으로는 Helen B1avatsky. 1831-1891)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신지론자로서 

아시아， 유럽， 미국올 두루 다니며 심령주의， 오컬티즘을 전파하다가 1875년 미국 

에서 올커트와 함께 신지협회 (Theosophical Society)를 창설하였다. 그녀는 〈이시 

스의 계시>， <신비스러운 가르침>， <신지론의 핵심〉 등 여러 저서를 남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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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하지만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교리를 내세워 얼치기 유럽인들 

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에 불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세계로 밀고 들어오는 불교의 공세적 웅직임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기도 

하였다.49) 

그런 점에서 볼 때 그의 황화론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세계가 겪을지도 모르 

는 정신적 몰락의 위험을 군사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이 말을 사용할 때 거기에는 현실정치적 의미 또 

한 배제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점증하는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하여 황인종의 세력 대두에 대한 숨길 길 없는 두려웅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그런데 논문 〈일본〉의 집펼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상하여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와 대적할 세력으로 그가 지목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몽골인， 만주족을 포괄하는 총칭으로서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894년 

의 청일전쟁을 통해 새로 대두하는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강국으로서의 일본 

의 힘을 확인한 때부터 그의 주된 두려움의 대상은 일본이 되어 버렸다. 문명 

에 대한 평가에서 또 한 번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즉 일본이 청일전 

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이제 아시아 전체를 석권하고 그 여파를 몰아 유럽까지 

도 정복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인가 중국인 

가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세계사 

적인 격변이 일어나 기존의 기독교 중심주의적 질서를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 

이다. 그것은 그의 예감으로는 13세기에 몽골인들이 유라시아대륙 전체를 뒤 

혼들며 세계제국을 세웠던 일에 비견될 만한 격변이다. 따라서 여기서 동아시 

아인들은 인종을 불문하고 몽골인으로 총칭 된다. 그는 자신이 1894년 가을， 

정확하게는 이 해 10월 1일에 핀란드의 사이마 호수에서 “다가오는 몽골인들 

의 위험에 대한 특히 강렬한 예감”을 느꼈다고 기록하였으며，%) 동아시아 세 

력에 대한 자신의 극단적인 두려움을 범몽골주의 (naHMOHrOJIH3M， Panmongol-

때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지지자를 얻었다. 그녀의 저작도 1990년대에 러시아에서 

새로 출판되어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49) “ 3aMeTKa 0 E. n. 5naSaUK얘"， 395, 397변. 

50) Wladimir Solowjew, “Aus Anlass der letzten Ereignisse" (no nosollY nocne

tlHHX CO뻐T때)， Werke. 8권 379면. 이 글은 1900년 6월 의화단원들에 의하여 북경 
주재 독일 공사 폰 케텔러 남작이 살해당하자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가 이로부터 

충격을 받고 쓴 것으로서， 그의 최후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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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 〈범몽골주의>는 바로 이 날짜에 씌어 

진 것이다.51) 

범몽골주의! 사나운 이름이나 

내 귀엔 달콤하기까지 하네. 

마치 신의 위대한 천명이 내렬 

전조로 가득찬 듯. 

이 시에서 범몽골주의는 아시아인들 결집의 이념이다. 비기독교도인 아시아 

인들이 유럽 기독교도들을 위협할 때 이 아시아인들은 몽골인으로 불리고 그 

들을 불러모으는 기치는 범몽골주의로 불린다. 범몽골주의는 러시아인틀을 포 

함한 유럽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고이며， 이 때 그것은 감히 사랑의 약속을 잊 

어 버리고 신을 부정한 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신의 정벌을 의미한다. 솔로비 

요프는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제국을 정복한 것을 두고， 두 번째 로마였던 

비잔티웅이 바로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범몽골주의로 뭉친 동방의 민족 

에 의해 멸망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멸망한 콘스탄티노플의 

뒤를 이어 제 3의 로마를 자처해 왔고 러시아인들은 이 제 3의 로마야말로 

영원할 것이며 제 4의 로마는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세기말의 상황에서 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이 범몽골주의로 뭉친 아시아인들 

의 공격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가공할 예감에 전율한다. 그것은 아닌 게 아 

니라 몇 년 후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겪게 될 패배에 대한 예견 

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 바다에서 알타이에 이르기까지 

동쪽 섬들로부터 온 우두머리들은 

허물어진 만리장성 아래 

천군만마를 모아들였네. 

메뚜기처럼 셀 수도 없이 많고 

메뚜기처럽 탐욕스럽게 

믿을 수 없는 힘에 가득차 

이 종족들은 북으로 몰려들고 있네. 

51) B. C0J10BbeB, “ HenOt/BH:#(HO J1HlDb COJ1H1~e J110ÓBH ... " 88-8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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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루시여! 지난 날의 영광일랑 잊어버리게: 

쌍두의 독수리는 묻어발겨졌고 

그대의 군기 조각은 

황인종 아이들의 노리개감으로 던져졌으니. 

사랑의 맹약을 저버릴 수 있었던 자들 

전율과 공포 속에 굴복하리니 ... 
제 3의 로마는 폐허되어 누워 있고 

제 4의 로마는 이제 없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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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당할 범몽골주의 세력의 공격도 역시 “아직 바닥나지 않은 신의 

정벌의 무기”를 의미하는 것52) ， 곧 러시아인들이 스스로의 죄과에 의해 받는 

벌을 의미한다. 

범몽골주의의 양면적 위험 곧 정신사적 위험 및 현실정치적 위험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공포감이 불합리할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은 그의 

사망연도에 발표된 저작인 〈세 개의 대화> (I90ü)이다.<안티 크리스트에 관 

한 짧은 이야기와 부록이 첨부된， 전쟁과 진보 및 세계사의 종말에 관한 세 

개의 대화>라는 길다란 정식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기묘한 저작에서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툴스토이 불교 내지 네오 부디즘 및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군사적 팽창주의로서의 범몽골주의이다.53) 이 

글의 본편은 툴스토이주의자이자 인민주의자인 젊은 ·공작(I<HjJ 3b) ， 합리적 서 

구주의자인 정치가(n。재THI<) 그리고 러시아 민족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장군(reHepaJl) 그리고 미래의 질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Z라는 이름의 남자54)， 그리고 상류층. 여성， 이렇게 다섯 사람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화편에서 솔로비요프는 툴스토이의 무저항주의에 온갖 

조롱을 퍼부으면서 이를 기독교가 아니라 네오 부디즘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 

52) 같은 책， 89면. 
53) “TpH pa3roBopa", 241 면， 256-279면 중 여 러 곳， 382-387, 391면 둥. 
54) <세 개의 대화〉에서 Z는 솔로비요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동장한다. 

그의 이름은 라틴자모의 맨 마지막 글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역 

사의 종말 둥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Z는 예언자， 미래의 인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 이 해석은 솔로비요프의 독역본 전집인 Wladimir Solowjew, Werke. 제 8권 
역자 주인 “Anmerkungen zu den <Drei Gespraechen>", 459-뼈O변에 의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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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가， 이 본편에 덧붙여진 소설 형식의 글인 안티 크리스트 부분에 가서 

는 툴스토이를 아예 안티 크리스트로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툴스토이 상을 그려내고 있다.닮) 그것은 기 

독교의 핵심 교리에 관한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여기 

서 솔로비요프가 톨스토이를 네오 부디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기독교를 

잠식한다고 보이는 정신적， 종교적 세력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신경질적인 거 

부감을 입증하고 있다. 

한 수도사의 유고 형식으로 되어 〈세 개의 대화〉에 첨부된 〈안티 크리스 

트〉 이야기는 황색인종에 의해 유럽이 정복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는 러일전쟁 발발 직전의 급박한 상황이 반영된 듯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 

한 다급한 경고가 울려 퍼진다. 그런데 이 일본의 위협이 황색인종 전체의 단 

결에 의한 범몽골주의의 공습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 

한 시 <범몽골주의>의 첫 네 행， 곧 “범몽골주의! 사나운 이름이나 /내 귀엔 

달콤하기까지 하네. /마치 신의 위대한 천명이 내릴 /전조로 가득찬 듯”이라 

는 귀절들이 〈안티 크리스트〉이야기의 모토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술회한 바 

있다.56) <안티 크리스트〉 이야기에서 범몽골주의에 관계되는 부분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57): ‘모방성이 강한 일본인들은 서양의 범헬레니즘， 범게르만주 

의， 범슬라브주의 둥에서 시사를 얻어 범몽골주의의 기치를 내걸게 된다. 이 

는 이민족인 유럽인들에 맞서서 결전을 벌이기 위해 동아시아의 모든 민족들 

을 자신들의 주도 아래 결집시킬 위대한 이념이다. 일본인들은 20세기초에 유 

럽인들이 무슬림 세계와의 결전에 몰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우선 조선을 점 

55) 다섯 명의 대화 참여자들 가운데 툴스토이의 분신인 공작은 Z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인 데다가， Z가 안티 크리스트 이야기를 읽으려고 할 때 몹시 당황스러워하면 

서 구차한 변명을 댄 후 사라져 한동안 모습을 감추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작품에서 안티 크리스트는 톨스토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마저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루돌프 뭘러는 여기서 안티 크리스트는 툴스토 

이보다는 니체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언.-한 “Anmerkungen zur 

<Erzaehlung vom Antichrist>", 440변 참조. 톨스토이가 。| 작품의 안티 크리스트 
와 같은 초언을 찬양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안티 크리 

스트〉가 읽힐 때 퇴장했던 공작이 다시 돌아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볼 때 윌러 

의 해석 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6) “ Aus Anlass der letzten Ereignisse" , 379면. 
57) “ TPH pa3roBopa", 382-잃8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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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고 그후 북경을 점령하게 되며， 북경에서 중국 진보파의 협력을 얻어 낡 

은 만주왕조를 붕괴시키고 대신 일본인들의 왕조를 세우게 된다. 그런데 중국 

의 보수파도 곧 이 일본인 왕조를 받아들이 게 된다. 어 차피 중국인들이 자신 

의 국가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고 유럽인 아니면 일본인들에 종속될 수 밖 

에 없는 상황일진대 중국인들은 그 중에서 전혀 낯선 존재인 유럽인들의 지 

배보다는 중국인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인 일본인들의 지배를 선택하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이 중국황제가 되어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창설한 

다. 이는 유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 만주， 몽골， 티뱃의 무수한 인구 

가 쓸모있는 병력이 되어준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아시아인들은 프랑스인들과 

영국인들을 아시아로부터 몰아내고 인도차이나를 중국에 합병한 후 중앙아시 

아를 정복한 데 이어 우랄 산맥을 넘어 본격적인 유럽 정복에 나서게 된다. 

아시아인의 습격에 의해 그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는 멸망하고 이어서 

유럽 전체도 정복당하며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일본계인 중국황제의 가신이라 

는 지위로 떨어져 버린다. 이후 반세기동안 몽골인들 곧 아시아인들의 유럽 

지배가 이어진다. 새로운 “몽골의 멍에”가 유럽인들에게 지워지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기간 중 유럽에는 아시아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유럽인들은 아시아인들의 지배를 몰아내기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한다. 결국 전 유럽인들의 일치단결한 투쟁에 의해 몽골인들의 지배는 분 

쇄되고 유럽해방이 달성되며， 유럽인들은 21세기에 이르러 합중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상이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가 그린 범몽골주의로 인한 세계정세의 전면 

적 변화의 양상이며， 이는 세계종말 곧 안티 크리스트 출현의 전단계이다. 

〈안티 크리스트〉이야기 자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이 다음부터 전개된다 

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아시아인들과 전혀 무관하지만 한 

대목에서 동아시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곧 안티 크리스트가 출현하여 모 

든 사람을 현혹시킨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안티 크리스트의 세계제국이 

수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티 크리스트의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교황으로 앉게 되는 마술사 아폴로니가 이른바 “원동"(遠東， naRbHH~ BOCTOK) 

출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58) 이 때의 원동이 엄밀한 의미의 동아시아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그는 태양신 수리야와 강의 요정 사이의 

58) 같은 책， 39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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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수리야가 동아시아의 태양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먼 동방이 안 

티 크리스트편인 것은 분명하다. 아폴로니의 사실상의 지휘를 받는 안티 크리 

스트군과 예루살렘인들 사이에 결전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갈라져 있던 기독교의 세 교회， 곧 로마 가톨릭， 정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내게 된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결합 

하게 된다. 솔로비요프는 이 정도까지 서술한 후 이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 

겨 놓고 있는데， 이어질 부분인 예수의 재림과 안티 크리스트의 몰락 등은 자 

신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비요프가 이 이야기에서 안티 크리스 

트의 속성올 밝히는데 주력하고자 했고 그것은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밝혀졌 

다고 생각했던 데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안티 크리스트> 이야기 전체는 

세계몰락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지만 기독교 사상가 솔로비요프는 예수의 

죽음에 이어진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았듯이， 세계의 종말 이후에 찾아 

올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 세계몰락과 갱생의 과정 속 

에서 동아시아인들에게는 구질서 파괴자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현실정치적 

의미에서이건 또는 기독교적 종말론 혹은 천년왕국사상의 맥락에서이건 새로 

운 세계의 창조를 위해서는 구질서의 완전한 파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인들에게도 일정한 세계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시 <범몽골주의>의 얼핏보아 불가해한 첫 네 행 “범몽골 

주의! 사나운 이름이나 / 내 귀엔 달콤하기까지 하네./마치 신의 위대한 천명 

이 내릴 /전조로 가득찬 듯”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의 작 

자는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인 구질서의 총체적 파괴 

를 한편으로는 가슴두근거리며 기다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 

게 양보해서 동아시아인들의 세계사적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역할만 부여될 뿐， 새로운 질서의 창조와 건설의 사명은 전혀 주어 

지지 못하고 있다. “범몽골주의”는 파괴와 정복을 위한 기치일 뿐 긍정적인 

가치를 내포한 이념이 아니다. 아시아인의 힘은 오로지 수에 있을 뿐이다. 시 

<범몽골주의>에서도 아시아인들은 “메뚜기”같은 무리로 그려지고 있다.59) 그 

59) 몽골인들의 습격을 메뚜기떼에 비유한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한 서술에서 시사를 얻은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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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찢어발겨진 군기조각을 가지고 노는 존재일 뿐， 긍정적인 가치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솔로비요프는 〈중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인의 식 

인풍습을 거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전쟁에서 적， 원수 등 

의 간을 빼내 먹는다고 기록한 게오르기예프스끼라는 저자의 글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를 들면서 그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일부러 부추 

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안티 크리스트>이 

야기 가운데 유럽 해방 이후 부분에서는 마술사 아폴로니를 제외하고는 아시 

아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라도 한 양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세계에서 인류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은 

오로지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정신적 조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드라마 

이다. 이 드라마는 지극히 장엄한 것이지만， 그래도 세계의 종말 자체는 두렵 

기 짝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잘못에 대해 신의 징벌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벌하는 신의 채찍， 그것이 솔로비요프에게는 세 

계사에서 몽골인들， 곧 아시아인들의 존재의미이다. 솔로비요프는 툴스토이주 

의와 네오 부디즘， 아시아를 기독교적 유럽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세 가지로 

규정하면서 유럽문명권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 세 개의 대화를 집 

필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저작에서의 경고는 그의 유언처럼 

되어버렸다.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백인종 이외의 인종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을 

자신의 고명한 부친 세르게이 61)와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또한 유럽문명의 앞날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유럽문명이 쇠 

퇴할 경우 앞으로 인류문명을 쇄신할· 주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메리카 흑인들에 대한 경멸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세르게이는 아메리 

카 흑인들은 아무리 씻어봐야 하얘지지 않듯이 아무리 가르쳐 봐야 현명해지 

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로 흑인에 대한 그의 판단을 표현한 바 있고 이를 

아들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거리낌없이 자신의 글에서 인용하였다.62) 아들 

60) “KHT.a lí H EBpona", 103면 
61) 그의 부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19세기 러시아의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 가운 

데 하나였다. 

62) “Aus Anlass der letzten Ereignisse", 381 면.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부친 세르 

게이를 “종교적， 학문적， 애국적” 관심이 훌륭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인물로 표 
현하면서 그에 대한 유보없는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Ceprelí MHxalíAOBH4 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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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지미르는 애초에는 피부빛깔 자체보다는 종교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 기 

독교를 신봉하는가의 여부， 혹은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친화적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여러 민족을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말년에 이르면 

종교의 구분선과 피부빛깔의 구분선이 그에게서는 이제 합치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었던 것 같다.<안티 크리스트〉 이야기에서는 아시아인들을 가리켜 

“노란 얼굴한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다，63) 황인종들의 일치단결， 이것이 그에 

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사태였던 것이다. 

이렇듯 비기독교권을 싸잡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함으로써 솔로비요프는 

1900년 전후의 상황에서 동아시아권 전체의 결속이라는 전혀 있을 법하지 않 

은 전망을 그려내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주장이 예감 

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맹렬한 제국주의적 팽창， 

그 결과 일본이 조선，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예견한 것은 상당히 정확하 

다. 그러나 솔로비요프가 그려내고 있던 범몽골주의는 실제로 전개된 일본제 

국주의의 팽창과정과는 판이하다. 예를 들어 솔로비요프의 저작에서는 중국인 

들이 서구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비기독교 아시아인들이 기독교 유럽을 정복하리라는 두려 

움에 사로잡혀 점차 비기독교권에 대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도 정당 

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1900년 6월에 의화단 봉기의 와중에서 북경주재 독 

일 공사였던 폰 케텔러 남작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범몽골주의에 대 

한 그의 두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충격을 

표현하면서 황화에 대한 두려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한 “최근 

사태에 대하여”는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최후의 글이 되어 버렸다.64) 당시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중국인들의 반유럽감정은 공격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비요프는 여기에서 노 

란 피부 인종에 의한 유럽 멸망이라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적대적 

인 시나리오를 끌어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한 편 

으로는 솔로비요프의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몇몇 예견에 대해서는 섬뜩하기 

조차 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러시아가 일본에 의해 패 

BbeB", C. c. 7권， 355면 이 하. 
63) “TpH pa3roBopa", 385면 
64) 이것이 앞의 각주 40)에서 소개한 “nO nOBolly nOCJIellHHX COÕblTHß" (“Aus Anlass 

der letzten Ereignisse"는 독일어역 제목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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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한 부분이라든가， 동아시아인들의 지배를 물리친 후 서 

구인들이 민족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여 21세기에는 유럽합중국이 건설된다는 

식으로 본 것 둥이다. 

4. 맺는 말 

많은 연구자들， 추종자들에 의해 지고지순의 기독교사상가， 평화애호자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가 사실은 그의 기독교중심주의 때문 

에 결과적으로 동방， 특히 동아시아에 대하여 인종주의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편견을 드러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솔로비요프는 애초에 세계문명을 동 · 서 · 러시아로 나누어 보는 삼분법에 

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는 (정교적) 러시아만을 긍정적 개념으로 여기고 있었 

다. 그러나 1881년 이후 그의 세계인식은 동 · 서 이분법으로 전환되면서 기독 

교적 서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러시아는 동서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되 서방적， 유럽적 성격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비판받게 되었으며， 동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체적으로 정도를 더해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 성격을 점차 탈피하면서 

수정되었으나， 그의 시선이 점점 더 통진하면서 동아시아가 극단적인 두려움 

의 대상이 되었다. 솔로비요프의 눈에 비친 동아시아는 두 가지 모습에 의해 

특정지어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진보를 거부하는 복고와 정체의 정신적 성향 

이고 다른 하나는 문명과 진보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힘이었다. 동아시아의 부 

상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세계종말에 대한 예감과 결부되어 범몽골주의에 대 

한 공포를 낳았던 것이다. 

대다수의 러시아 사상가들을 별로 탐닥치 않게 여기던 서구의 많은 지식인 

들도 유독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만은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선을 옹호하며 "65) 등의 대저에서 그가 보여준 높은 수 

준의 철학적 사변과 윤리의식이 여타의 러시아 철학자들， 사상가들에 비해 훨 

씬 탁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문명의 독 

65) OnpaB~aHHe ~05pa ， HpaBCTBeHHa~ 빼1I0CO빼~ (1894-1897) , 이 저 작은 c. c. 제 8권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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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서유럽과 대립하는 러시아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확보하 

고자 애쓰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을 솔로비요프가 공격하면서 오히려 서유럽 

과 러시아가 한편임을 강조하였던 것도 서유럽인들에게는 만족스럽게 여겨졌 

을 것이다. 솔로비요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세력의 침탈을 받 

고 있던 아시아문명권의 문화적 수준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권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그의 아시아문명론은 많은 점에서 

결국 그가 비판하였던 제국주의의 담론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러시아 국내 사정에 관한 한 결코 반동적인 인물 

이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의 민족적 이상이 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정의와 진보의 이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애국적 의무는 곧 사회적 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인물이다，66) 그는 농노제 폐지， 

종교적 자유，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윈) 이런 점에서는 당대 

러시아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의 최대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한 그도 비기독교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해나 관용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가 서유럽인들에게 동방으로 간주되고 오리엔탈리 

즘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던 때에 러시아인인 솔로비요프 자신은 비기독교 

권 동방에 대해 그 못지 않은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블라 

지미르 솔로비요프는 길지 않은 일생 동안 특히 현실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 

적 잦은 사고의 전환을 겪었던 인물이다. 그가 더 오래까지 살아 20세기 초의 

인류의 대참사가 아시아인들의 유럽침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 

교도들인 유럽인들 자신의 제국주의 혈투 자체에서 비롯되었음을 자신의 눈 

으로 직접 목격하였더라면 아시아 혹은 비기독교 문명권 전체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달라졌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이른 사망은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앗아가 버렸다. 

아시아문명에 대한 솔로비요프의 평가 혹은 두려움을 접하면서 새뮤열 헌 

팅턴의 문명의 충돌론을 연상케 됨은 어쩔 수 없었다. 헌팅턴도 솔로비요프와 

비슷하게 주로 종교를 기준으로 문명권을 구분하였으며， 비기독교 문명권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68) 솔로비요프가 정교회와 가톨릭-개신교회 

66) “PyCC I<때 HaUHOHaJlbH뼈 HneaJl (nO nOBony CTaT벼 H. H. rpOTa B “Bonpocax 빼J10CO

IþHH H nCHXOJlOrHH")", C. c. 424-425면. 
67) “HaUHOHaJlbH뻐 Bonpoc. Bblnyc l< n", ζ ζ 5권 180면. 
68)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에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01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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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필요성을 역설하였음에 반해 헌팅턴은 정교문명권과 가톨릭-개신교 

문명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헌팅턴 또한 솔 

로비요프처럼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발은 비기독교 문명권 사회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69) 19세기말과 20세기 말이라는 두 개의 세기말 

적 상황 하에서 기독교적 서방인들은 그들의 세계패권이 상실될 지도 모른다 

는 가능성에 대해 비슷한 두려움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권의 충돌이 

과연 닥칠 것인지， 이 거듭되는 경고는 사실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서구중심 

주의자들의 공세를 은폐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솔로비요프 르네상스를 주도하 

는 인물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절정기에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동방 일반에 대한 불신과 비하로 일관했던 솔로비요프가 바로 

이 동방의 대두 가능성에 부딪쳐 정신적 파탄을 맞이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 

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는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각 

축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 

고 조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당 

시 국제사회에서의 조선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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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ladimir Solov ’ev on Eastern Civilizations 
- A Theory of Clash of Civilization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

Hahn, Jeong-Sook 

Vladimir Sergeevich Solov’ev 0853-1900) is one of the most celebrated 

Russian philosophers in the prerevolutionary era. From the outset of the 

Perestroika, Russian intellectuals have been trying to find out a new 

source of identity for the Russian people, who feel embarrassed in the 

ideolbgical vacuum. Many tend to put forth the so-called “Russian idea" as 

a new mental guideline for the Russians. 1n this context Solov ’ev IS 

regarded as one of those thinkers, that 따ticulated the essence of the 

“Russian idea" in cogent and lucid terms. Further in this trend of reinsta

tion. not a few Westem students have joined, appreciating Solov ’ev ’s will 

to overcome the narrowness of mental horizon of his contemporary Rus

sian intellectuals who adhered to the too specifically Russian situation. 

1n this paper 1 tried to analyse Solov' ev ’s view on Eastem civilizations. 

1n a word, his estimation of Eastem civilizations was indissolubly tied 

with a Chiristianity-centrism, on which his whole system was based on. 

According to him, only Christianity can have a claim to the absolute and 

whole truth; other religions or Weltanschauungs merely .speak for a rela

tive truth. 1n the same vein, he maintained that all the Christian churches 

and societies should be {re)united. 1n fact, he was a trailblazer to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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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nd project of building the Christian United States of Europe, trans

cending the boundary of Russia. My thesis is thus provok어 by the ques

tion “But what about other civilizations?". 

As a whole his evaluation of non-Christian civilizations was negative and 

sometimes even extremely hostile to them. In his artic1e <Three Forces> 

(1877),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the Russian Turkish War, Solov’ev 

criticized the Islamic world as a civilization devoid of any vita1 forces. 

According to him this society lacked any capacity to change and develop 

itself. ]udged from his remarks in this artic1e only, one can fairly say that 

his attitude approximates that of Panslavists. During the 80’s of the nine

teenth century however he underwent a radical change and tumed an ardent 

critic of Russian nationalism and Panslavism, shaking off the obsolete legacy 

of his Panslavism. His criticism of Islam was gradua11y toned down. 

At this juncture, one should never fail to notice the rhetorica1 aspect of 

his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he vehemently criticized Slavic- and 

orthodoxy-centrism of the Panslavists only to bring into relief the nece

ssity to unite a11 the Christian worlds. Vis-a-vis East-Asian civilizations 

his panic-like fear a1ways seemed to linger over his consciousness to his 

deathbed. He eva1uated the Chinese civilization most severely. Solov ’ev re

garded China as an archconservative society. Confucianism and ancestor 

worship were considered to be the main hindrances to socia1 changes and 

progress. China was in his opinion' a past-oriented society, which is very 

stable but cannot make progress for itself. For Solov ’ev Lao-tse was the 

only Chinese thinker, who was able to think metaphysically, namely beyond 

the narrow limit of specifica11y Chinese mentality even with his lack of 

origina1ity and limitation of progressive spirit. Both Confucius and Lao-tse 

were no more than the preachers of the ideology of stagnation. In this 

view, China was a country that remained ungraspable and thus fearful to 

this Russian philosopher. 

As regards the ]apanese civilization, Solov ’ev had at first more favor

able attitude to it compared with to the Chinese. ]apanese people were 

approved as a historical and progressive nation. He expected that this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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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come a Christian one, on friendly terms with European countries. 

This expectation was probably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Japan had 

φened door to Western powers and pursued a policy of Westernization in 

her early phase of modernization. 

But during his last years Solov ’ev expressed. only fear to all the East

Asian nations. In his imagination the object of this fear had materialized in 

the guise of Panmongolism. It was a variant of the discourse about the 

so-called “Gelbe Gefahr". According to him, the danger of the Panmon

golism had two dimensions. The one was related with international power 

politics or military aspect and the other with weltanschauung. In a curious 

work under the long title <Three Conversations on War, Progress and the 

End of the World History, Attached with a Short Story about Anti-Christ> 

(900), Solov ’ev expressed this fear without any hesitation. In this work 

he predicted that all the Asian countries would be politically united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 and invade and conquer the whole European, say 

the Christian world. The Asians with yellow skin are depicted as military 

invaders, as another Tartars-Destroyers; ultimately Anti-Christ would appear 

and reign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apoca1ypstic scenario, 

Christians however would eventually overcome all the problems related 

with Anti-Christ and be united at the final round, in which the Asians 

would play no constructive role. Psychologically, Solov ’ev had a great fear 

of the ever-widening influence of Buddhism and the so-called Neo-Bud

dhism gaining its forces across Russia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ree Conversations> reached the pinnade of his aggressive Chris

tianity-centrism. 

Obviously Solov’ev had no insight into the pains of the Asian people 

who suffered under the invasions of the Western imperialistic powers. He 

could not even understand the genuine cause behind the murder case of 

von Ketteler, the then German ambassador in Peking. Solov ’ev only 

thought that the Boxers were barbarous and savage killers, who would 

with their Panmongolistic violence precipitate the end of the worl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anti-imperialistic aspiration of thes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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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ers. Despite his severe criticism of imperialism, this theoretical consi 

deration did not have any real substance with regard to concrete events. 

His view on the Asian civilzations thus constitutes in itself a variant of 

(disguised) imperialistic discourse, which he might never have dreamt of. 

The story of Panmongolism inevitably reminds us of Samuel Hunting

ton ’s theory of the clash of civilizations. At the similar situation of fin

de-siecle, both Christian theorists wamed against the hostilities and inva

sions of the non-Christian civilizations. On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othe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s it only a coinci

dence? Would the clash of religions really come true? 1 think that in both 

cases the discourses on the hostilities of non-Christian worlds to the 

Christian are nothing more than the wish fulfillment of the Westem intel

lectuals to defend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intemational politics. It only 

functions as an offense in disguise, regardless of the initial or naive 

intention of their authors. 1nitiators and supporters of the new Solov'ev

Renaissance should not ignore this vital but hidden agenda of these dis

co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