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랴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 

- 사회 · 문화관계를 중섬으로 

신 범 식 •• 

1. 들어가는 말 

한국과 소련/러시아가 수교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짧은 사이에 양국관계 

는 적지 않은 일들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된다. 그 중에는 양국간의 관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가 보여준 양상을 이 글이 의도하는 정치 · 경제관계를 제외한 

사회 · 문화 · 학술 등의 교류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 · 문화관계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 

인가하는 질문이다. 

국가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포함한 정치관계와 경제관계 그리고 

사회 · 문화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각 요소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전 

해 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 문화관계를 따로 떼어 관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양상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 

구나 세계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국가 내부에서 지방화와 개별화가 강화되어 

지는 조건 속에서 국가간의 공식적인 통로를 우회하는 접촉과 정부 외적 교 

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 · 문화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간의 사회 · 문화관계는 정치 및 경제관계 

* 본고는 2000년 9월 27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한 · 랴 수교 10주년 기엽 학술회 
의 “한 · 러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졸고 
를 완성하도록 격려해 주신 토론자 연현식 교수님과 방청석에서 여러모로 지적하 

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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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에 대한 발전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한 · 러관계는 크게 서l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온 것으로 평 

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오랜 기간의 관계단절이 극복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가 과열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정치 · 경제적인 교류의 확대， 북방정책의 전개 및 대북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의 역할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 측의 대러차관 공여와 같은 조치는 그 

상징적인 예이다. 물론， 일반인틀 사이에서 퍼져간 상대국에 대한 기대와 환 

상의 급속한 확산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열적 양상은 그 

리 오래가지 않고 1995년을 전후하여 양국관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 

한다. 즉， 러시아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소용되는 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한 

국측의 판단과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 

란으로부터 유래한 한국측의 실망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파트너가 아니며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 

적인 역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판단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태도변화 등이 배경이 되면서， 북핵문제로부터 시작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서 러시아를 소외시킨 한국측의 외교적 겸직성과 그로 인한 러시아측의 섭섭 

함은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냉각시켰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문제점은 ‘외교관 

맞추방 사건’으로 정점에 달한다. 이러한 과도한 “흥분기”와 급속한 “냉각기” 

를 지나 이제 러시아와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에 대한 평가와 현실 가능 

한 협력의 대안을 찾아가면서 관계틀 안정화시켜야하는 이른바 “관리기”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따라서， 이 글은 이 러 한 양국관계의 딴전양상이 사회 · 문화관계의 발전과 

얼마나 연계되어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의 파악으로부터 시작 

1) 한 · 소 수교 10주년윤 기념한 한국 라시아잔문가둡과의 모임에서 아파나시예프 

(Yu. Afanasiev) 주한러 시 아대사는 “ 10년 전 양국은 ‘meeting together'했고， 10년 

동안 양국판계의 발전윤 위하여 ‘thinking together’해 왔다 이제부터는 ‘working 

together’플 진지하게 시작하여야 한다”고 지난 양국관계릅 술회했다. 외교관다운 

점잖은 수사 뒤에는 양국이 실잘적으로 이룩한 것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리시아 양국긴에는 한국이 오랜 시간 미국이 

나 임본과의 관계에서 발전시켜왔던 판겨l 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상대국에 대한 안목과 그에 따브는 관계의 체계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 

국의 관계는 일관성이 부재한 즉흥적인 대응의 대상일 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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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제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 

한 필수조건으로서의 사회 및 문화적 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제언들을 제기해 보는 방식으 

로 글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관계가 지니는 사회 · 문화적 측면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양국관계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 

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관계를 포괄하는 역사라는 현상은 따로따로가 아 

니라 한 덩어리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양국역사에 대한 회고는 현 

재의 양국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 

기 때문이다. 

2.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회고 

한국과 러시아 판계의 역사는 통틀어 한 세기를 휠씬 넘는다. 기록에 따르 

면 이미 1854년에 제정러시아의 동방진출 정책으로 러시아의 함대가 한반도 

동해안 항구들을 측량했으며 잠시나마 몇몇 섣틀에 상륙한 적이 있었다. 이후 

1860년대에 약국은 국경을 맞대게 되었으며 1884년에 ‘조 · 러 수호통상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외교관계가 수럽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접촉판계는 1990년 9월 양자간의 역사상 ‘두 

번째 수교’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제정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정책을 견지했다 그것은 당시 

극동지역에서 실제적， 전통적 강국들이었던 영국， 중국(청)， 일본에 비해 뒤늦 

게 진출한 러시아가 보유했던 꾼사력의 열세， 국내적 요구가 반영된 세력균형 

적 현상유지 정책， 그리고 빈한한 조선이 러시아에게 별로 경제적인 매력을 

주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한 타율적 개방을 강요당하고 있던 

조선왕조가 한때(1884년 갑선정변 직후) 일본과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왕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러시아는 그것을 계 

기로 한반도에 대한 자선탈의 적극적인 개엽이나 강력한 영향의 확보를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1905년 러 · 일 전쟁에서 후자가 승리함 

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되고 조 · 러 관계는 2차대전의 종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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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절연되었다. 

1945-1990년에 이르는 시기 양국 관계는 주지하듯이 ‘한 · 미 동맹’관계에 

맞서는 ‘조 · 소 동맹’관계로 특정지어졌다 냉전체제의 심화 속에서 소련이 또 

한편의 당사자였던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남쪽에서 러시아(소련) 

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 본격화된 페레스트 

로이카 정책과 1988년 서울 올림핀에의 소련선수단의 참가를 계기로 양국관 

계는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남한이 급속한 경제도약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북방정책’을 통해 탈냉전기의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던 남한정부의 이니셔티브도 작용하고 있었다. 

1990년 대 들어 한 · 러 관 계 는 정 치 • 경 제 · 군사 · 문화 · 관광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교류의 급속한 증대를 경험하였다. 1995년에 이미 양국대통령 사이의 

5회에 걸친 정상회담， 10여 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1991년에 

12억볼 수준이던 양국간의 교역량은 1996년에 약 38억불 정도로 증가되었 

다 2) 최근 들어 양국 군사부문의 교류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지표가 되 

었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1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고려인” 이외에도 3 

천여 명을 헤아리는 “재러 한인”들 - 외교관， 지 · 상사 직원， 유학생， 사업가， 

선교사 등 - 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수백 명의 러시아인들 - 외교관， 

초빙교수，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유학생， 사업가 등 - 이 한국생활을 체험하 

고 있다 그들 중의 일부단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러시아 정교 

회에서 신앙생활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다. 

사상 · 문화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접촉과 교류의 역사는 한 · 러관계의 공 

식적인 기록과는 어느 정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민족이나 언어상의 계 

보로 볼 때 러시아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일각에서 

한민족의 알타이지역 기원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슬라브족의 기원이나 진화과정과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나 이인호 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두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토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몽골 타타르 세력 또는 중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주관하는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면서 똑같이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 

2) 양국이 각각 1997년과 1998년에 겪었던 외환위기의 여파로 교역량은 축소되어 1999 
년에는 23억불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부터 교역량이 다시 회복추세로 돌아섰 

다 홍현익， “한 러판계 10년· 변천과정， 문제점， 발전방안 한국슬라브학회 연례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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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을 지켜 나가야하는 주변민족의 정치문화와 정서를 지니게 된 공통점이 

있었다. 또 대내적으로는 폐쇄적인 전제군주제하에서 ‘법치주의’나 ‘합리성’의 

가치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한 가운데 곤궁한 삶을 연명했던 농민들의 상호부 

조적 전통이 강하게 발전되어 온 특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다같이 농민공동체적 삶에 뿌리를 둔 강한 평등의식과 그와 상 

반되는 듯한 가부장주의적 전통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3) 

이같은 역사적 · 문화적 유사성은 양국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부침， 또는 

단절과는 상관없이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같은 변방적 특성을 공유했던 

러시아 지식인들의 지적 창작품들에 대한 비상한 우호적 관심을 표방하게 하 

였다. 그틀은 자기나라의 정치 ·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서유럽 문화에 대한 간절한 동경， ‘몽매한 민중’에 대한 계몽자로서의 엄숙한 

사명감， 그리고 다른 한편 자주 공허한 사변이나 폭력 또한 분파주의로 나타 

났던 소영웅주의적 태도 등을 공유한 것처럼 보였다. 

1909년 한국의 선구적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남선이 툴스토이의 소설 

틀을 번역함으로써 션을 보이기 시작한 러시아문학은 1920년대에 투르게녀l 프， 

도스토볍스키， 푸쉬킨， 고골， 체흡 등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이 

후 한국의 지식인， 독자 대중에게 세계 어느 나라의 문학에도 뒤지지 않는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인민주의자들(HapOJlHHKH)의 “브나로 

드"(B HapOJl)운동은 20세기 초반 많은 한국청년들을 고무시켜 심훈의 ‘상록수’ 

같은 소설을 낳게 하였고， 또한 려시아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염상섭은 ‘표 

본실의 청개구리’와 같은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1945년 이전 시기에 러시아문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은 일 

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갈구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1917년 10월 혁명과 사 

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민족의 이념적 등볼로 받아들인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 

된 사회 · 문화적 현상이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국외독립운동가들 중 이동휘 

등이 레닌을 접촉했으며 1920-30년대에 여운형， 박헌영 등 적어도 수십 명의 

한인 독립운동가-사회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 

원을 호소하거나 또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등에서 수학했다. 그것은 1920-30 

년대에 소련을 방문했던 서방측의 몇몇 진보적 지식인들이 ‘현실사회주의’에 

3) 이인호， “한 · 러 문화괴뉴의 의의와 전망 한국-러시아 양국의 교과서 개선연구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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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관찰하고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것을 비관적으로 고백했던 바 

와는 사뭇 다른 맥락이었다. 

다른 한편 한국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심과 이해는 한국 측의 러시아에 대 

한 그것에 비해 보다 더 오래되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이미 19세기초에 러시 

아학술원은 중국어로 된 한국고대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사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는가 하면， 1855년에는 동해안 일대를 탐색한 곤차로프 보고서가 나왔 

다. 또 1874년에논 러 · 조사전이 발간되었으며 1897년에는 빼쩨르부르그대학 

에서 조선학 연구과정이 개섣되었다. 1900년에는 서양이 조선에 대해 갖고 있 

던 지식을 총정리하고 러시아인뜰 스스로의 조사연구를 추가한 권위있는 ‘조 

선지’가 두 권으로 간행되어 조선에 대한 연구가 지역학의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같은 학구적 선통은 이후 러시아 학술원 산하의 동방학연구소나 국 

럽문서보관소의 작엽에 반영되었다. 1948년 이후 40년간의 외교적 단절을 겪 

고서도 러시아(소런)의 한국(남한)에 대한 연구는， 비록 이데올로기적 제약으 

로 왜곡되긴 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축적을 이루어 왔다. 1990년 

한 · 소 수교시기에 양국이 가지고 있던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었다.:j) 

러시아(소련)의 한국 연구가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인틀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컸다고는 말할 수 없음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인틀에게 소개된 한국문화는 주로 북한의 선전물이나 전통예술장르의 

일부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소련’은 한국의 좌파들에게 새로운 국가건설의 모델로 인식되 

었다. 그러나 북한이 1948년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하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 

남한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50-53년의 한국전쟁은 한-소간의 어떤 접촉이나 

교류의 가능성도 봉쇄했으며 양측은 이후 40년 가까이 서로룹 “멸절시켜야 

할 적” 또는 그러한 “적의 속국”으로 간주했다. 그동안 상호간의 이해는 이데 

올로기적인 프로파간다나 허구적인 신화로 대제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 한국지식인 ·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자 

와 소련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게 제고되었다 그것은 정부당국의 수십 년에 

4) 김장진， “한 · 러 문화 · 예숲교류의 현황과 잔 I앙 경희대학교 한 소 수교 10주년 

기념학숲회의 말표문， 2000,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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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협소한 반공주의적 교육체계와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성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한국지식인들의 ‘열광’은 1987년 이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현실’보다는 일종 

의 ‘환상’에 기초했던 그같은 열광은 1991년 8월 정변이후 허망한 소련의 붕 

괴과정과 함께 봄날의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후 한국의 지식인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매스컴이나 출판물들에서 ‘사회주의’나 ‘러시아’는 가장 흥미 없는 주 

제에 속한다. 러시아-소련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 

차 결여했던 이념적 접근의 공허함과 부정적 결과가 극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다 

하지만. 1990년 수교 이후 양국은 분명히 새로운 관계의 정럽을 위한 노력 

의 첫발을 내디댔고， 이제 1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관리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공식적인 외교관계 

에 기초한 틀로부터 시작하여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적 내지 문화적 교류가 놓여있다. 이제 양국간의 사회 · 문화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형식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양국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자. 

3. 양국간 사회 • 문화관계의 현황 

(1) 인적교류 

인적교류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를 정리해 보면 러시아와 한국의 인적교류 

는 일단 그 자체로서는 단시간 내에 급격한 증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러시아를 다녀갔 

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관광 명목의 많은 소상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과의 인적교류를 러시아의 그것과 비교 

하여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아래의 [표 1]과 [표 2]를 통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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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별 입국자 추이 5) 

싫영f 1997 1998 1999 2000 

관광 289,486 292,633 299,758 335,936 
상용 45,264 36,438 33,679 30.933 

미국 
공용 21,310 22,778 22,929 23,443 
가EI: 68,198 53,886 39,920 68,305 

계 
424,258 405,735 396,286 458,617 
00.9%) (9.5%) (8.5%) (8.6%) 

~관 상용광 1,572,339 1,876,720 2,1 11,789 2,381 ,619 
67,371 44,954 40,341 40.164 

일본 r~공l 용타 뉴←← 1.819 1,792 883 809 
34,605 

1,9 35404 95106 
31 ,108 49.462 

계 
1,676,434 2,184,121 2,472,054 
(42.9%) (46.0%) (46.39%) ( 46.5%) 

관광 137,816 194,266 
상용 35,623 48,714 

중국 공기용타 1,308 1,215 
141,892 198,599 

계 
316,639 442,749 
(6.8%) (8.3%) 

관상광용 47,520 45,958 42,316 47,576 
7,422 5.751 4.966 4.597 

러시아! 「|가τ 공τ용타 274 190 284 293 
81 ,631 83,502 80,326 102,926 

계 
136,847 135,401 127,892 155.392 
(3.5%) (3.2%) (2.7%) (2.9%) 

[표 1]을 통하여 주변 4강에서 우리 나라를 찾은 인원수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인들의 수는 매해 40만 명 00% 전후)을 웃톨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200만 

명 (45%전후)을 웃돌고 있고， 중국인들은 97년 20만 명 수준에 서 1999년 30만 

명을 넘어서 2000년에는 미국인들파 거의 비슷한 수준인 44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러시아인들은 97년 13만 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15만 명 

(3%전후)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문자수의 증가 

를 고려할 때에 러시아인틀의 방문 증가는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5) [표 1]은 관광공사 동계룹 기초로 재구성함 ( )안은 해당 년도 전체 입국자중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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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주변 4강국 중에서 압도적인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은 물론 

중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 정도의 방문자 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러시 

아나 중국의 경우에는 기타로 잡힌 통계가 많은데， 이것은 관광 명목의 소상 

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관광객 대 

비 업무목적의 방문자 비율이 높다는 점은 민간차원에서의 관심이 아직 미약 

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을 찾은 우리 국민들 중 주변 4강을 찾은 인원수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체적으로 외국 

을 찾은 한국인의 수가 급감하였다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그 추세를 비교해 보자. 미국을 방문하 

는 한국인은 해마다 40-80만 명에 이르는데， 전체 출국자의 13%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00만 병을 전후하여 출국자의 20-25%가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50만 명 

대에서 80만 명대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12%에서 18%로 크게 그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반면， 러시아 방문자들의 수는 연 3만 명(약 0.6%)을 밑도는 수준 

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는 한 · 러 수교 10주년의 영향에서 기 

인한 많은 행사들과 한국측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인하여 그 방문 

객의 4만 4천 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전체 출국자 수 

가 전년도에 비하여 26.9% 증가하였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다면 크게 증가 
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체 출국자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나마 증가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 · 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한 “특수"(特需) 

를 생각해 본다면 그 증가이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주변 4강파 한국의 인적교류를 단순화시켜 양적으로만 비교하 

여 볼 때에，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교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러시아에 대 

한 관심과 이해를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7) 

6) [표 2]는 관광공사 통계룹 기초로 재구성함. ( )안은 해당 년도 전체 출국자중의 
비율. 

7)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인적교류의 양이 적다는 것이 양국관계의 질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 도 불구하고， 문화교류의 경 우 양국관계 가 의 미 있는 발전을 이 루고 있는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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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표 2] 출국자 꼭적지 및 행선지별 추이 

~목\적、~’ 연~ 도、~ 1997 1998 1999 2000 

356 • 9•3•0••• L•_ 88，9~ 178,415 263,725 
135,585 I 103,397 125,985 165,832 
157.395 I 137,726 158,929 169,875 

는131펀4747 2짧 
2,957 3,518 t•• 10.114 14,330 19,777 

82,855 90,716 96，밍O 

겨l 
806,264 I 425,330 571 ,332 719,227 
07.7%) I 03.8%) 03.2%) 03.05%) 

영ιy t애앙운 싼상 상 ·팡용용 시창 
291.928 148,1 90 279,266 402.441 

「←

210.928 256.101 303.104 337.682 
210.806 218,120 233,878 231 ,304 

3.773 2.387 3,337 3.945 

「헬간 
14‘040 10,064 12,224 14.994 

t--
243.231 187,496 222,053 110,573 

1,126,573 822,358 1,053,862 1,100,939 
(24.8%) (26.8%) (24.4%) 09.98%) 

~니~양i여운 공 i 상의Sf ·용 용장장 시7 장i 
185,704 71 ，갱2 237,328 415.791 

「← 25484 3 93048 265 없2 394,746 462.885 
」

88,691 59,650 82,266 
t-•• •• 

1.1 19 2 얘4 
중국 

1.925 1.704 
4,864 3.793 7,116 9,561 

L으l단 [網 없꼈 
96,960 53.838 

」 계 
484，이)9 820,120 1,033,250 
05.9%) 09.0%) 08.76%) 

]72민6쩌꺼U딛j l랜718 C4122a퍼 %d )μ 1 ) 1=二객 9 l 6 2 갱 16(센lβ9I{ 「←←

3,046 
t--

공용 431 1,141 
랴시아 회완참가 451 490 

기El: 7.713 5,055 6,817 5,4175 

겨l 
30.328 18.306 26,837 44.989 

W.7% ) W.6%) W.6%) (0.82%) 

전채 
4,542,159 3,066,926 4,314,596 5.508.242 

(100%) I (100%) 000%) (100%) 

그렇다면 왜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인 교류가 이처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지난 반세기간의 냉전이 남겨준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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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일견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상대국에 대한 정보의 차단은 상대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게 

하였고， 특히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는 과거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환상을 낳게 하였는데， 이는 다시 새롭게 열린 

통로를 통해 받게되는 새로운 정보와 결합되면서 매우 복잡한 ‘스테레오타입’ 

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막연히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이 

로부터 복잡하고 불안정한 나라라는 펌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인상 

의 편차는 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인들의 러 

시아에 대한 인식/이해의 수준이나 그 관심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다양한 이유 

로 러시아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를 한국의 진정 

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 

인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존재는 러시아로 가는 장벽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인들이 지닌 러시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까레야"(Kope~ ， 

한국)에서 왔다는 답변을 듣고 “북에서 왔느냐” 내지는 “남에서 왔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의 정 

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말해 준다. 물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러한 조건에 힘입어 소련/러시아와 외교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 

이 사실이지만 남한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국에 대한 인식상의 한계들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들은 상대국에서 유학한 학생들， 대사관이나 지 · 상사 직원 및 가족들， 

현지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 선교사들 등에 게서 발견될 수 있다. 주러 한국대 

사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는 3천여 멍을 헤아리는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수백 명의 러시아/구소련 출신의 초빙교수， 연구원， 기술자 

및 유학생 등이 거주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대국 거주자들의 추이는 수교 

직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1996-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 

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추세이다. 주러 한국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의 수의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은 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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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 고 있다 8) 

I표 3] 재러 한국유학생의 증감 

1990년 수교 이전 이미 제 3국을 경유하여 당시 소련에 유학해 들어간 일 

부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수교 이후 봇물처럼 유학생의 숫자가 넘쳐 

들어 1997년 거의 2000명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지만， 양국의 외환위기로 인 

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적교류라는 것도 양 

국의 정치 · 경제적인 관계변화 및 국내사정파 밀접히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틀을 비롯한 상대국에서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 양국간 인 

적교류에서 지니논 의의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국에서 상당기간을 체 

류하면서 그 사회룹 체험한 이뜰은 상대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막연한 동 

경 그리고 무근거한 펌하를 넘어서 그 사회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한국 

의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질적으로 고양시키는데 공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양국의 이해 

정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적교류를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나 연 

구기관 등 조직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예 

들로는 이르쿠츠크주의 경우 한국의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방문과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이르쿠츠크시의 경우 대전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의 서초구， 성북구 등이 모스크바의 구역과 관계를 가지 

고 있다([표 4] 참고 ).9) 1991 년 모스크바시와 서울시의 결연 이후에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교류의 폭도 점차 넓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10) 

8) 주러시아 대한띤국대사판 20이년 자료 인용하여 구성 

9) 주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흠페이지 참조(http://www.koreaemb.ru/ 검색일자: 2에O 

09. 22.) 
10) 양국간의 지역차원의 jJ1뷰에 관하여는 다음윤 참고 김승준， “한 · 러 지역간 교류 
협력관계의 현주소 서대숙(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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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럼 중앙정부차원의 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제간의 교류가 좀 더 실질 

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간의 상호보완적인 사업의 개발과 인력 

자원의 교환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의 틀이 갖추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I표 4] 한 러 지자체간 자매결연 현황 

지자채명 자매결연 지자채 철연일자 

강원도 연해주 1998. 05. 27 
「←

경기도 모스크바주 1997. 05. 10 
)十

겨。 λ 。LLpl 」I;- 하바롭스크주 1996. 09. 14 

겨。 λ 。L τHIr 그 투; 이르쿠츠크주 1996‘ 09. 10 

대구광역시 쌍크트←빼쩨르부르그시 1997. 11. 03 

동해시(강원도) 나호드카시 1991. 12. 10 

부산광역시 블라디보스톡시 1992. 06. 30 

서울특벨시 모스크바시 1991. 07. 13 
」一 ••••• 
서초구(서울특별시)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늬 구 1992. 03. 21 

성북구양웅제(시서갱f(울남경돈특도7]S냉 ) 」시 윷 오란스우 l네시 세에 21바스또츠내구 1998. 09. 02 

안 데시(부랴찌야자치공화국) 1997. 07. 23 

사할린주 1992. 01. 17 

o} .!j'- 근 →기 Z一 1995. 06. 15 

또한， 한국의 러시야 관련 학과를 지년 대학틀이 러시아의 대학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10여 개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배제대학교의 경우는 매우 성공 

적인 교육기관차원의 교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배재대학교는 시 

베리아의 가장 오래된 대학중의 하나인 이르쿠츠크 국럽대학과의 협력을 시 

작하여， 배재대학교에는 한국 시버l 리아 센터， 이므쿠츠크 국립대학교에는 시 

베리아 한국 센터가 설립되었고， 이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형태로서 러시아-시 

베리아와 한국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올 해오고 있다. 배재대학교의 한국-시 

베리아 센터는 교육， 과학기술 정보 교환，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와 함께 러시아어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국의 학자와 기업 

가들의 경제활동에도 중개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시베리아 

센터논 특히 1996년 이르쿠츠크 대학교 국제학부에 최초의 한국학과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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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0년에는 한국어학부의 제 1 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또한 1996년 이 

후 4년 동안 매년 양교간에 어학연수생이 교환되고 있으며 교환 교수 제도를 

통하여 배재대학교에서는 이르쿠츠크 대학교 교수들이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르쿠츠크 대학교에서는 배재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 

다. 2000년 9월에 배재대학교에는 러시아학생들을 석사과정에 받아들여 최초 

의 이르쿠츠크 국립대학 한국학과 출신 학생 3명이 경영학과 한국어를 전공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공학계 분야의 기술적인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1) 학교간 교류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는 배제대학교 이외에도 많은 대학 

들이 상호학생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대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력들 

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한반도플 둘러싼 4대 강국 중의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의 인적교류를 평가하여 볼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적교류 

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러한 경험틀을 체계적 

으로 축적하고 나눌 수 있는 기재가 부재 (1、 ι)하다는 점이다. 초창기 수교 

직후에 많은 사람틀이 왕래하였지만， 이는 상대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황 

에서 시작된 유행과도 같은 것이었고， 더구나 많은 왕래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는 상대국을 왕래한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시작된 양국관계가 미국이 

나 일본의 수준에까지 이므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펼요하며， 인적교류를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정보틀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러시아 문화원이나， 러시아에 한국 문화원이 부재하 

고 있는 사실을 가장 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며， 한국 내에 제대로 된 러시 

아 음식점 하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에서 러시아라는 

나라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둡， 러시아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에 부응할만한 적절한 안내자， 정보 및 자료제공 

자， 교육자를 찾기 힘둡다 대사관이나 그 산하 공보원만으로는 그러한 수요 

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아렵다. 더구나 한 발 더 나아가 양국의 문화 · 예술을 

11) 이김주， “한 러 학술 · 교육 및 푼화 교류의 현주소 경희대학교 한-소 수교 10주 
년 기념학술회의 발표문， 2000,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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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새로운 수용자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활동 

가들과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문화원이나 영국문화원， 프랑스문화원， 독일 

문화원 등이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젊은 층에 미쳐 온 커다란 영향력에 비춰 

볼 때， 한-러 양국의 문화원 설립은 긴요한 과제이다. 한국측에서는 모스크바 

에 대사관 산하 공보원블 설립하고 일부 교회가 운영하는 문화원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 러시아측에서는 

주한러시아 대사가 문화예술교류재단의 설립 구상을 밝히고 일부 한국기업들 

과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 

로운 러시아대사관이 옛 러시아공사관 부지에 들어설 때 그 산하에 문화원이 

부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는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의의를 지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뒤늦게나마 일부 러시아전문가 

틀과 사업가들이 뜻을 모아 서울 중심가에 작은 문화원의 기능을 하면서 동 

호인 클럽의 성격도 갖는 ‘러시아 문화의 집’(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민 

간차원에서 러시아를 얄리고 알려는 노력의 한 징표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12) 

또한， 남북한 화해시 대룹 맞아 한 · 러 교류는 다른 방향에서 이 모색되고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7월 평양회담에서 러시아 주요도시 3-4곳에 남북한 공 

동의 문화원 설럽 추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3) 이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對)러시아 문화교류를 확대시키려는 시도로서 정치적 

접근과 문화적 이해(때階)의 상판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의 문제이다. 수교 이후 한국정부는 국비유학생의 형식으로 학생，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적지 않은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연구할 기회를 부여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판련 인력들이 연구나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 

아와서 러시아관련 엽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이며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전분인력 풀(pooJ)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적재 

12) 김 창진， 암의 글， 2000, 7-8쪽 
13) 동아일 보， 2α)0년 10윌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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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에의 배치 및 활용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 

교관의 경우 러시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4) 

한편， 러시아 측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아직 시민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자체 내의 시민사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양국간의 이해(理解)의 정 

도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는 종교단체나 사회사 

업 단체 등의 NPO(Non-Productive management Organization)를 중심 으로 하 

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시민사회적 요소가 그 

나마 가장 발전 및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며， 이는 한국의 적 

절한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꾸려가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통로가 될 분야로 여겨진다. 

한국을 러시아에 알리려는 노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서는 재러동포 가수 

이자 시인이었던 빅토르 초이의 사망 10주년을 맞아 그를 추모하는 열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빅토르 초이의 존재는 러시 

아에서는 하나의 신화에 가까운데，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 재러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提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의 제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유리 

텐(정홍식)씨는 “빅토르 초이가 러시아에서 한인들의 이미지를 드높인 정도는 

그간 삼성， 엘지， 현대， 대우 등의 한국 대기업들이 수십 억 원의 광고비를 들 

여가며 이룩한 효과를 월등히 뛰어넘는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 

고 있는 뛰어난 교포들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자연스럽고 

14) 이런 현상은 비단 러시아관련 외교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교업무 주관부처 
의 직제 및 인사상의 문재라고 여겨진다 소위 여건이 좋은 근무지와 그렇지 못한 

근무지의 인력순환적 차원에서 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반 

도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주변4강국과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 

성을 통한 지역전문가 외교관의 배출이 시급하다 순환적 인사변동이 가능한 일반 

직 (generalist) 외교관과 본국과 전문지역만을 순환하는 지역전문가 외교관(special

ist)의 병존 체제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는 외무부처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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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고 충고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지도자 지원계획’ 등에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궁극적으로 양국간의 이해를 고양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설시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65%가 모국이 어려우면 돕겠다고 

응답한데 비하여 내국인의 20%만이 재외동포를 돕겠다고 응답한 사실은 우 

리가 가진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혁명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고무적인 현 

상들도 있다. 젊은이들 가운데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를 배우 

며 알리려는 열정을 가진 집단들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천리안’의 동호회 

중에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200여 명(1999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다음 네트워크’( www.daum.net)에 개설된 사이버 카페나 

‘프리첼’의 커뮤니티에는 ‘러시아정보마당’， ‘러시아연구회’ 등과 같은 러시아에 

관심을 가진 동호회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가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 

정적인 경험들도 공유하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러시아 이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알기 위한 크고 작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서 활동하다 귀국한 유학생출신의 인력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많은 러시아 

관련 사이트틀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 검색엔진을 통해 파악된 러시아 관련 

사이트들은 2000년 9월 현재 150-2007~ 에 이른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 

도 인터넷상에서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글사이트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는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정 

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중에는 러시아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탈 사이트를 비롯하여， 러시아 각 지방을 연결하여 

현지에서 유학 및 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한국인틀과의 네트워크 

를 마련하는가 하면， 러시아 음식문화와 요리법 등을 소개하기도 하며， 러시 

아 대중가요의 동향과 MP3파일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러시아인 펜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등이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발전이 가져다준 간접교류 덕분에， 40-50년대의 젊은이들 

이 ‘스쩨뺀 라친’， ‘카츄사’， ‘모스크바 근교의 밤’ 등의 노래를 즐겨했다면 요즈 

음 러시아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빅토르 초이의 노래， 아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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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의 노래， 한국 드라마에서 사용된 러시아 노래들 가령， ‘백만 송이 장 

미’， ‘백학’， ‘설연’， ‘맘마’ 응 - 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조직화와 다양한 

정보제공의 가능성은 민간차윈에서 시도되는 간접교류의 중요한 징후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인 교류는 아직 본격적인 성장의 단 

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중국과의 교류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블 이룬다， 하지만 10년의 과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펄요한 지식들괴 인적자원들이 축적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조직하여 러시아와 상호이해와 이 

익을 증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문화 • 예술교류 

양국간의 교류분야 증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및 예술분야 

에서의 교류일 것이다. 작성한 통계를 보면， 수교이후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1997년과 1998년 양국이 겪은 경자l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여 

그 누계가 수백 회에 이~닫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 · 예술 교류는 양국간의 

관계를 단순히 협력윤 통한 이익(利益)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 

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꽤解)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예연검에 나타난 예술활동 상황을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보면 [표 5]와 [표 6]파 같은 결파를 얻게 된다 15) 

한국 측에서 소련/러시아릎 찾은 문화활동가틀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터시아와 한국인 경제위기플 겪은 1997년과 1998년을 

전후하여 외국에서 공연펀 한국작품닫 전체 중에서 러시아 공연작품들이 차 

지하는 비중은 줄어둡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 · 러 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때00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전되고 있는 수준이다. 인적인 교류가 전체 수준의 

15) 문예진홍원 발간 「문예연감~， 1991-1999륜 자료로 재구성한 것임. 모든 통계에서 
1990-1992년까지는 소린/이시아플，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을 합하여 계산합. 분수에서 분모는 해당분야의 외국 예술가 및 작가들의 한국에 

서 활동건수의 총계이고， 분자는 (구)소련/리시아 예술가 및 작가둡의 한국에서의 

활동건수임 동계에 잡히지 않은 건수가 더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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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에밖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하여 러시아에서 한 공연이 전체 해외공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반적인 러시아와의 교류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I표 5] 한국예술기 및 작가들의 (구)소련/러시아에서의 활동 

미술전시 국악 | 양악 연극 무용 계 비고 

1990 +7/95 

lV 16n llJ T 9 9τ/(/ μ 6 ( %i5z j ll1 α W 1 1//ll 

* 15/166 + 증국 소련포항 

* 해딩자료 나와있지 않음 

1991 +7/112 5/ 41 I 9/ 65 I 0/ 9 8/ 40 29/267 

1992 0/107 1/107 I 9/ 62 I 1/12 6/ 59 17/347 

1993 6/218 1/ 55 : 17/86: 0/13 8/ 66 32/438 

1994 4/269 4/118 I 28/502 

1995 2/ 78 6/141 I 17/387 

1996 2/ 94 2/377 1#121766 # 총계에는 

2/124의 문학번역작풍이 포함 안됩 

1997 2/307 12/270 I 23/826 # 문학작품번역은 총24건이 있었지만 

1998 3/237 0/169 I 13/689 
러시아어로의 번역은 없었음 

* 문학작품번역은 총19건이 있었지만 

합계 33 46 1 186 
러시아어로의 번역은 없었음 

I표 61 (구)소련/러시아 예술가 및 작가들의 한국에서의 활동 

미술전시 국악 양악 ( 연극 무용 계 버고 

1990 +24/173 26/190 + 중놔， 소련 포함된 자료 

* 해당자료가 없음 
1991 +9/851 

1992 8/180 I 30/317 

1993 3/197 25/445 

1994 5/214 48/468 

1995 8/166 70/485 

1996 14/229 99/610 

1997 7/182 99/652 

1998 1/ 85 55/370 

합계 79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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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소련/러시아 측에서 우리를 찾은 경우는 월등하게 많다고 볼 수 있 

다. 수교 초에 해마다 20-30건의 러시아 문화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올 

해에는 100여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특히 2000년 양국 수교 

10주년 기념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이러한 증가세를 나타나는데 일조하고 있 

다.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교류 양상은 러시아와의 인적교류가 전체 인적교류 

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앞의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러시아의 

수준 높은 예술과 러시아 내 일부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소 

개되었으며， 한국관객들에게 발쇼이 발레단， 끼로프 발레단， 러시아국립발레단 

이나 따간까 극장， 마린스키 극장， 발쇼이 극장 그리고 러시아 호보로스톱스 

키(성악)， 벤게로프(바이올린)， 마이스키(첼로)， 루간스키(피아노)， 바쉬메트(비 

올라) 등 세계 수준급의 러시아 음악가틀의 이름도 친숙한 것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달 또한 모스크바와 빼쩨르부르그 등 러시아 각지에서 

현대 한국 예술이 이룩한 성과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 

었다. 러시아 음악계에서도 익히 이름이 알려진 백건우， 조수미， 장한나， 장영 

주 등은 모스크바와 빼쩨르부르그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한국 화가들 

의 독특한 화풍이 러시아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정명훈， 최현수， 

백혜선 등과 같은 이들은 세계적인 명성의 차이롭스키 콩쿨에서 수상하여 한 

국의 음악을 러시아에 알렸고， 강수연이나 이덕화 같은 배우들은 모스크바 영 

화제에서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연이나 전시회의 틀을 넘어서 예술인력들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는 KBS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있는 기따엔꼬 

등과 같은 러시아 음악가들 이외에， 서울 및 지방의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음악가들의 들의 수가 50여명에 이른다. 또한， 모스크바 차이롭 

스키 음악원의 한국분교설립 계획(쌍방울)， 중앙 콘서바토리의 설립(중앙 

M&B), 러시아국립발레학교 분교개설 계획(상명대) 등은 양국간의 예술가들의 

교류 및 문화콘텐츠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측 파트너의 

경제적 문제로 유보되거나 발전이 미약한 상황이지만 선중히 추진해 나갈만 

한 사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내 예술학교와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외국인 발레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러시아 출신이며， 러시아문학작품의 새로 

운 번역사업 등에 일조하고 있는 10여 개 국내대학의 노어노문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과 함께 이들은 양국간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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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감당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 · 예술교류는 199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1997년 한국과 1998년 러시아가 각 

각 겪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 

력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0월 6-18일 빼쩨 

르부르그에서 개최된 ‘한국축제주간’ 행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 

화를 러시아인틀에게 소개하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사실은 양국 문화 · 

예술교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문화와의 만남’이란 주 

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학 학 

술대회가 개최되고， 한국의 도예가들이 참가한 ‘한국도자기전시회’를 비롯하여 

한국환상곡 연주회， 한국의 자연， 문화유산， 풍속， 현대상 등을 보여준 사진전 

인 ‘한국의 어제와 오늘’이 열렸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은행나무 침대’ 등 

여섯 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된 ‘한국 영화제’가 열렸다 16) 이런 행사는 예술에 

대한 선호가 평균적으로 높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모스크바 등지에서도 확대되어 정기적으로 

가질 펼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러시아축제주간’을 통해 러시아의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이 격의 없이 한국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정기적으로 개설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근래 정동극장이 ‘러시아 연극주간’을， 그리 

고 서울시향이 ‘러시아 음악주간’을 개최한 것， 그리고 2001년 LG아트센터가 

‘러시아예술의 이해’를 위한 연작 공연물 상연 등은 매우 값진 시도라 하겠다. 

이런 시도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시민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국 

각 대학의 러시아관련 학과들에서 학교축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러시아문화 

와의 만남의 기회는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러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속한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난국에 처했던 1998년이 지나가자 문화 · 예술교류는 

1999년 들어 다시 활성화되었다. 한국연극 ‘어머니’의 모스크바 공연 0999. 5,), 

여성국극 ‘춘향이’， ‘황진이’의 모스크바 공연 (1999. 6,), 한 · 러 청소년 오케스 

트라의 양국상호방문0999. 5 - 6.), 국립국악원의 전통음악과 무용작품의 모스 

크바 공연， 러시아 볼쇼이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0999. 10.), ‘한국음악의 밤’ 

16) 공보처러시아 한국축제주간 행사결과 보고J ，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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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롭스키 음악원， 1999. 11.) 등이 대표적인 공연들이다. 

이러한 양국 문화교류의 발전과정은 한 · 러 수교 10주년을 맞아 열기가 한 

층 고조되어 많은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게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에서는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 천년의 삶과 예술’전을 양국정 

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회는 그 이름만큼 대규모의 유 

물과 미술품을 주로 한 ‘러시아의 예술’， ‘러시아 황실의 영광’， ‘한국과 러시아， 

선린과 우호의 근대사’ 등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650여 점의 성화와 같은 고 

대예술 작품과 유물， 외교 문건까지 전시하여 러시아 문화의 뿌리를 보여주었 

다. 러시아측은 에르 u] 타쥐 국립박물관， 국립보석관 등 러시아의 26개 박물관 

으로부터 500여 점을 기꺼이 제공하였으며， 총 5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초대형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콘화에서 말레비치， 칸딘스키， 샤갈 등 아방가르드 

작품을 비롯하여 로마노프 왕조의 유물， 툴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차이롭스키 등 위대한 문호와 작곡가들의 육필원고 및 초상화 등이 전시되고， 

비공개 외교문서 등도 전시되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해외 전시를 꺼리던 작 

품들을 출품하여 최대 규모로 치르는 러시아 역사 및 문화 그리고 예술을 집 

결한 전시회인 것이다 이즈음 한 화랑에서 ‘러시아 현대 작가 초대전’ 이란 

현대 미술 전람회도 개최되어 러시아 미술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가 자랑하는 대작 

‘삐꼬바야 다마(스페이드의 여왕)’가 국내 최초로 상연되었다. 이 오페라는 러 

시아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작품으로 한 · 러 수교 10주년을 기념으로 대한 

민국 외교통상부가 후원하여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 공연을 위하여 러시아 문 

화의 자존심으로 볼리는 볼쇼이극장 측은 솔리스트 23명을 포함한 200여 명 

의 인력을 투입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배를 통해서 컨테이너 5대분， 15톤 

에 탈하는 무대장비와 의상 및 소품을 날랐다. 이 공연이 있던 날 세종문화회 

관에는 러시아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진수플 경험하고 싶은 많은 한국 

의 관객틀과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던 리시아인 

들이 많이 몰려와 오페라대작을 관람하였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적지 않은 수 

의 러시아인들이 국내에 모여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빼쩨르부르그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서울에서 ‘호두까 

기 인형’ 등의 아이스 발레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00년 9월에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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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교 기념 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2000년 11월에는 쌍트 빼쩨르부르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둥의 교 

향곡들을 연주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이래 두 번째로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 

오케스트라는 소련시절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레퍼토리를 뛰어난 기량으로 소 

화하고， 특히 1942년 독일군의 포위 속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 

라드’를 방송 생중계로 연주하여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북돋운 일화로 유명 

하기도 하다 17) 

한편 2000년 9월말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는 한국 국립국악원이 볼쇼이 

극장과 함께 ‘한 · 러 수교 10주년 기 념 합동공연’을 열어 한국 궁중음악과 민 

속무용， 가독과 사물놀이가 소개되었다. 이어 무대에 러시아 오페라단， 발레단 

이 등장하고 한국 피아니스트가 볼쇼이 오케스트라와 협연까지 하였다.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이 처음으로 볼쇼이 무대에 오른 것이며 특히 사물놀이가 러 

시아 관증에게 갚은 인상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 또한， 한국공예가협 

회와 러시아 동양학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국도예전을 2000년 9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고， 2000년 9월 27일부터 일주간 볼쇼이극장에서는 ‘한 

국의 주간’으로 한 · 러 합동음악회를 개최하기도하였다. 

최근 이러한 공연행사 교류와 함께 양국간에논 교육과 관계된 심화된 교류 

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 하나는 2000년 10월초 러시아 블라디보스 

톡에서 개최된 한국어 올림피아드와 한국어 능력시험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몇 외국어 대학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올림피아드 내지는 능력시험이 이루어 

졌지만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경연대회는 수교 10년에 처음이다. 말하기， 듣기， 

글짓기， 한국노래와 춤， 국악 등 4가지 영역으로 개최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 

화의 수용단계를 계측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의 발레 마스터틀이 한국에 

서 어린 제자를 키우는 현상은 한국인들에게 러시아의 수준 높은 예술이 한 

국에 수용되어 심화되어 가는 단계를 말해주기도 한다 19) 

러시아 예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도 마련되었다.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가 1999년 유네스코가 주축이 된 ‘볼쇼 

이 극장을 돕기 위한 기금 모으기 국제캠페인’에 러시아 볼쇼이 극장의 재건 

작업에 한국 측이 적극 동참할 것을 언론을 통해 호소하였다. 이는 사실 정부 

17) 문화일보， 2000년 8월← 11 월， 문화면 특집 참고， 

18) 동아일보， 2αXJ년 10월 1 일 
19) 이 김주， 앞의 글，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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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관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양국간의 문화 · 예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양 

국간 문화교류의 불균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작품들이 

러시아에 소개되는 것에 비해 러시아의 작품들이 윌등히 더 많이 한국으로 

유입된다. 마치 러시아는 문화공급자로서， 한국은 문화 소비자로서 관계를 맺 

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즉， 앞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교류상황은 

주로 러시아측이 ‘공급자’의 성격을， 그리고 한국측이 ‘수혜자’ 내지 ‘소비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어 왔고 그에 비해 단기간에 현저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인들은 그같은 고급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의 외국/외래 문 

화의 전파， 수용이 주로 미국과 일부 서유럽 문화 · 예술에 지나치게 치우쳐 

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사회주의’체제하에 있었던 러시아권의 문화 · 예술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문화 · 예술이 러시아 쪽에 보다 더 적극적 

으로 소개되고 많은 러시아인들의 관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문화 · 예술의 일방적인 유통은 그것이 설령 아무리 수준 높고 훌륭한 것 

이라고 할지라도 수용자측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러시아측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을 아니다. 

급속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문화 ·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라는 멍에가 벗 

겨짐과 동시에 러시아의 문화 · 예술은 많은 경우 그 존재의미 자체를 위협받 

는 극도의 상업화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가의 후원금은 격감했으며 건전한 시 

민관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러시아 문화 ·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진 

출은 이처럼 양면성을 갖는 것이다 20)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에 의한 꾸준한 관심의 증가는 균형잡힌 양국관계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상업주의에 의하여 결정되고있는 문화교류의 특성이 가 

20) 김장진，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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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오는 문제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흥분기와 실망기를 거쳐 이제 새 

로운 관계를 정비하여야 할 양국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가 

운데 신중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펼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중 

요한 것은 “어떤 인상을 심을 수 있는가”와 “어떤 문화적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3) 학술 및 과학기술 교류 

한국의 소련/러시아 연구 및 학술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현황을 잘 파악되고 있다.21) 또한， 소련/러시아측의 한국에 관한 인 

식 및 연구상황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가 존재한다 22)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그간의 학술교류의 개괄적인 상황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 

도록 하겠다. 

한 · 러 양국에서 각기 상대방에 대한 학문적 연구자들을 체계적이고 중장 

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의 러시아 연구는 냉전 시기의 이념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그 역사가 

일천하고 따라서 학문적 축적 이 극히 미 약하다. 또한 각 연구분야의 집중 또 

는 분화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거나 유기적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너무 단기적 이해관계의 측면 

21) 하용출， “소련 · 동구지역 연구 현황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6; 문수언， “소련 및 동구연구 현황한국공산권연구백서~， 
1989; 장덕준，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소련학의 경우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 
표문， 1996. 8. 31; 정한구， “러시아 연구: 사회과학 부문지역연구 뉴스레터~， 
1996년 1-3월. 

22) 김두정 외공산권의 한국관· 중국， 소련， 동독 교과서 속의 한국 관련 내용 분 
석~， 한국교육개발원(RR 89-16), 1989; ~동구권 수교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 
국관련 내용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1991; ~한국 · 러시아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한 
역사 교과서 개선 방안 탐색~ , 한국교육개발원， 1992; ~한국 · 러시아 양국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1993; ~한국 · 러시아 양국의 교과서 
개선 연구 토론회~ , 한국교육개발원， 1995; 백은순 외러시아의 한국관련 문헌 내 
용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1996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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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접근함으로써 러시아 연구의 비중을 지나치게 격하시키는데 일조한 

것에서도 연유한다. 

현재 한국에는 전국에 모두 22개에 이르는 대학에 러시아관련 학과(노어노 

문과， 러시어학과， 러시아학과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역사학과와 정치외교학과 등에서 러시아 관련 과목들이 일부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러시아관련 학과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한국 

의 러시아연구 또는 러시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은 아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러시아관 

련 학과를 다녔던 학생들과 오늘의 학생들이 가진 자부심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다.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러시아에 대 

한 무판심 또는 경시 풍조는 대학원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정부 차원에서 지역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표방하면서 서울의 9개 

대학에 국고지원을 받는 국제대학원이 설립되었다. 그 중 5곳에 러시아 · 동유 

럽 전공과정이 개설되었으나 교육내용은 2년간의 학습 후에 “전문가”가 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지원자도 줄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1년부터 97R 국제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 

제대학원의 특성화 및 자립화 방안으로 러시아지역에 대한 전공자를 입학시 

키는 대학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 국립 빼쩨르부르그대학， 국립 모스크바대학， 국립 모스 

크바국제관계대학， 국립 러시아극동대학， 국립 이르쿠츠크대학 등에서 한국학 

(조선학)이 연구되고 있으며， 삐찌고르스끄 외국어대， 이르쿠츠크 국립경제대 

학 등에서 한국어가 교습되고 있다 초 · 중 · 고 (슈꼴라) 수준에서는 모스크 

바 시내의 고려인이 교장으로 있는 한 학교에서 (900병의 학생 중 500명이 고 

려인 및 한국인) 한국어틀 가르치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한 리시아의 한국 

학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2년간 

의 실적을 보면 모스크바대학， 빼쩨르부르그대학， 극동대학， .삐찌고르스크 외 

국어대학 등에 한국학 국제센터 또는 한국어강좌 운영경비로 약 9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극동문제연구소와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한반도연구 세 

미나 지원용으로 22,500 탈러가 지출되었다. 또한 한 · 러외교문서와 항일독립 

운동 문서 발굴을 위해 약 2만 달러가 지불되었으며， 한국학 연수를 위한 러 

시아 장학생 3명과 한국어연수 장학생 8명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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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러시아의 각 대학과 연구소들의 한국학 연구가 중국학과나 일본 

학과로부터 독럽적으로 운영되고， 연구분야도 한국어나 고대중세사 또는 경제 

발전사 등에 치중된 것으로부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분야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한국학 연구가 되도록 한국측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 

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갱) 또한 한국의 러시아학 연구자들과 러시아의 한국 

학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포럼을 결성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획도 고려해 봄직하다. 특히， 현재 러시아내에 한국을 전공으로 하는 학문 

후속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에， 러시아 내에 지한인사 

(치|韓人士) 및 한국잔문가를 육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양국간의 과저l 라고 할 수 있다 24) 

기성학자들이 중심이 된 한 · 러학술교류와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풍성한 양 

적 교류에 비해 질적으로 무슨 성과가 남겨지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와 대안의 설행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별적 사례를 

들자면，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옛 중소연구소)와 러시아학술원 산하 극동 

연구소가 올해로 11 회 째를 맞은 공동연례학술회의를 제외하고는 진지한 학 

술교류가 지속적으로， 또는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측이 회의를 주최할 경우 초청되는 러시아학자들은 대체로 한국 

을 자주 드나드는 몇몇 인사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액수의 논문 발 

표비는 물론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제공받는 그들이 내놓는 논문의 질은 대부 

분의 경우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그것을 묵인하는 한국학계 또는 

정부 산하 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는 러시아학자들의 그것과 함께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비견할 만하다‘25) 

23) 특히，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이나 노보시비르스크 국제관계대학 등에서 현대적 의 
미의 한국을 발전시키려는 노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학교의 배출 

생들이 실제적인 대외판계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모색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다 

24) 비단 러시아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소 수교의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재미 한국학자들이나 러시아내의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 및 관리가 부족한 현실은 우리의 재외인적자원에 대한 평가절하가 얼마나 심 

각한 수준인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 김대중 대 

통령의 방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맥상의 난제로 인한 고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외교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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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아，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대학이나 정부산하 연 

구소 등에서 많은 학술회의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0여 년 

간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의를 개최하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 대부분의 회의는 

발표를 위한 발표로 그치고 1회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년간 

연구의 지속과 양국에 대한 이해(理解)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 

다. 주로 재정적인 책임을 맡게되는 한국 측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러시아 학 

자들도 진지한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때우기 식의 발표로 책임을 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의 학술교류와 상호연구는 개인적인 관심 

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부터 바로 

잡혀야 한다. 

또한， 연구의 주제가 너무 현안 중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 

고 싶다. 사회과학의 경우 실천과의 연관 속에 학문의 의미가 조명되는 부분 

도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양국관계를 이루는 상 

대방의 인식과 문화 그리고 민족적 저변 및 자연 및 풍속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등한시 된 채 대부분의 연구가 정치 · 경제의 현안에 매달려 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과학적 지식의 축적에 아무런 도 

움도 안될 것은 명확한 일이다 26) 

그렇다고 연구가 추상성만을 지향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학술대회와 학술교류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과연 양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례 

는 참으로 적어 보이고， 더더군다나 일반인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 

25) 2어0년 9월， 10월에 한 · 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서울과 

모스크바 양쪽에서 한 · 랴관계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의 내용이 

나 준비과정을 보면 한국학계의 국제학술교류에 대한 인식과 러시아를 대하는 한 

국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26) 러시아학과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러시아 행정구조， 자연 
지리 및 산업동향 등에 판한 변변한 한글로 된 교과서 한 권 없는 현실이 한국의 

러시아학이 지닌 위상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일본 

의 경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미 극동 및 시베리아지방에 대한 지리， 산 

업， 민족， 방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었고， 그러한 축적물은 현재 훗가이도오 

대학의 슬라브연구센터에 자료로 보판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러 

시아에 대한 연구의 수준이 매우 일천함을 깨닫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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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진정한 양국간의 학문적 교류가 발 

전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연구와 학술교류가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경험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성의 부재라는 측면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주요한 기관 

들이 러시아 학자들과의 교류를 지원하였지만， 대부분 2년을 넘기기가 어려웠 

고， 4년을 넘겨 계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런 1회적 행사성의 학술교류 

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 · 러 수교 1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들이 계획 및 조직 

되어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분주했지만 그런 분주함이 “러시아”를 전공하 

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평소에 그런 관심의 반만이라도 꾸준히 기울여 왔었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가치와 그 이해의 펼요성이 공유되지 못하고， 하나의 지역을 연구 

하는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학계 전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리 

어 러시아전문가들보다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러시아전문가들과 함께 비교 

학문적 시각에서 러시아를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한국적인 학문의 축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 러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시베리아횡단연구사 

업’등과 같은 시도는 러시아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7:7) 그 뒤 경의 

선 연결과 시베리아철도의 연결구상이 부각되면서 유사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러시아 이해의 틀을 넘어서서 전 

체적인 러시아 연구의 필요성파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 

니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28) 

인문 · 사회과학 분야 이외에 자연과학 및 이 · 공학 분야에서의 교류도 매 

우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무한한 보고로 불려칠 정도의 러시아 기술에 대한 

관심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스라엘， 독일， 

27) 이 기획은 서울대 러시아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 
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학계의 러시아전문가 그룹이 시베리아횡단열차 

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여행하면서 각 도시를 탐방， 연구한 사 

업이다. 동아일보， 2000년 10월 “시베리아횡단"(김기현 특파원) 특집기사 참고. 

28) 문화일보에서는 2001 년 이준형 논설위원 시베리아탐방 특집기사를 준비중에 있고， 
조선일보에는 2001 년 4월부터 소설가 이운열의 ‘시베리아 횡단기’ 등이 연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한매일과 부산일보 등이 시베리아를 다루는 특집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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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등의 과학기술의 선진국들은 도리어 노보시비르스크시 근처에 위 

치한 러시아의 과학의 요람 ‘아까캠 고로독’에 수많은 학생들을 파견하여 러 

시아의 과학을 배우고 그 축적물을 습득해 가고 있다. 아까셈 고로독을 방문 

하였을 때에， 한국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의 이유에 대 

해서 물어오는 질문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는데， 러시아 학자틀의 입장에서 

는 한국 측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의아한 모양으로 질문 

을 했던 것이다. 우리의 대덕단지와 비슷한 성격의 이 소도시와 대덕단지가 

공동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보는 것도 유망한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중소기업청과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본격적 

으로 러시아 기술자들을 유치하고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로 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 

을 통해 106명의 러시아 기술자들은 유치하여 국공립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 

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는 있지만，29) 우리측의 젊은 인재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본원 

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양국 교류의 균형이 이루 

어지지 않게 되다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자신의 기술을 값싸게 이용하 

려만 든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양국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요 

소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30) 국방산업과의 수직적 연계 속에서 발전된 러시아의 기초 및 응용과학 

기술에서의 협력은 실용화의 경힘을 지난 한국측 연구성과와 접목될 경우 상 

29) 삼성전자의 경우 서l 계 최초로 레이저기술을 응용한 다이아몬드 헤드식 VCR을 개 

발하는데 있어서 러시아 레이저 연구소의 기숲자 2언을 초빙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거둔 성공 사례나， 러시아에서 수입한 전도체 발열 및 냉각 소재를 응용하여 웅진 

코웨이가 순간 냉온수기델 시판한 사례 등은 업계의 러시아기술에 대한 홍미를 자 

극하기 충분한 소재가 되었다. 

30) 김용환， ‘'1990년대 러시아의 과학기술인력구조와 특정과학기술정책동향~， 96-4; 
심현우， “96년 러시아파학기술농향과 한 · 러 과학기술협력의 방향과학기술정책 

동향~， 96-12; 홍성범 외러시아 인력교류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서~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1999; r 한 · 러 과학기술 국제 

협력 사업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 정책연구 99-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러시아 

와의 기초과학분야 협력 증진방안~ , 정책연구 99-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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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협력의 성과가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또한， 

실질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벤처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원전을 삼고 있다는 보도 등을 접하면서， 국가적 차원에 

서 러시아와의 기술협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원체계가 신중히 검 

토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과학기술 교류의 주체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방법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 국책연구소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 

고， 정부가 그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구도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펼요할 것이다. 

4. 한-러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 

사실 지금까지의 양국간 사회 · 문화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 

한 교류의 양상이 양국관계의 전반적 발전과정과 멜접히 연관되었음을 보았 

다. 그런데， 이와 함께 지적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러한 사회 · 문화교 

류가 경제볍칙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문화， 예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감독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상설하게 된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 그리 

고 과학기술은 재정적인 압박 하에서 그 존재의띠 자체를 위협받는 극도의 

상업화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고， 예술 및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유능한 인재틀 

이 해외로 유출되며 건전한 시민관객들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고， 값싼 러시아의 기술력을 도입하는 인센티 

브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류가 한국인틀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논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향이 반드시 양국관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 및 경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제한된 국력을 고려해 볼 때에 러시아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인 

고려에 의하여 타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장 

기적인 국가의 이익블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펼요한 때이다. 특히， 과도한 

흥분과 그에 따르는 실망의 경힘을 념어서 이제 견고한 관계의 기초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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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져야할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관 

계의 발전이 요청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로부터 파생된 굴레는 그 동안 우리 민족이 

반도국가로써 지닐 수밖에 없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특성을 내부적으로 

소화하여 형성해 왔어야만 했던 정체성의 가능성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 

근의 남북한 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우리민족의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한 동안 바다만을 바라보던 남쪽과 대륙만 

을 바라보던 북쪽이 이 제 함께 대륙과 해양의 가능성을 함께 어우르는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우리가 

잃었던 활동의 무대이기도하고 새로운 동반자이기도 하다. 러시아를 이용의 

대상이나 값싼 기술과 문화의 공급자로 인식하는 사고를 벗어야 할 때이다. 

도리어 우리 민족이 우리민족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반쪽의 정체성을 하나로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유라시아국가로서의 

러시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국가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 

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양국이 서울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정 

치， 경제， 사회 및 문화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양국의 지방 

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발전올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는 매우 

협소한 국가이기에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다 

르다. 러시아는 동-서로 107H 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광활한 국가이다. 따라 

서， 한반도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러시아의 아시아지역(시베리아와 

극동)이 지니는 특수성이다. 러시아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사 

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다. 하지만 러시아 자원의 상당부 

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섣부른 경제적 고려 

에 입각한 접근은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사고를 벗어 

나야 할 것이다 많은 주변의 국가틀이 이 지역을 자원의 공급처 내지는 착취 

의 대상으로 보려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러시아， 특히 이 지 

방의 반응은 민감하다. 2000년 9월에 개최되었던 바이칼 경제 포럼에서도 정 

식 주제로 채택되지 않았던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주민들을 위한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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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의 확충을 요구는 러시아 지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우리도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고려에 입각한 사고를 극복하지 않으면 러시아 측의 심 

각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베리아와 극동을 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 등지와 함께 어 

울러져 살아가야 할 “공동체”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 

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과는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고， 중국의 불법이민의 

증가에 대해서 러시아가 보이는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경계심을 품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진출이 러시아 측으로서는 매우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경제적 타산에만 입각한 대(對)러시아 접근을 지속할 경우에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의 경험이나 여타지역의 

통합사례를 연구하면서 진지하게 모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통합사 

례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 문화적인 가 

치 및 인식의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아시아 지 

역과 동아시아국가들이 통합의 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통 

합， 기능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통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먼 

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해 줄 사회 · 문화적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 

다. 이제 모스크바만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지평을 더 넓 

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 

철도(TCR) 등을 이용한 범(파)아시아 교통망 건설은 단순히 “물류"(物流)로 

대변되는 경제적 고려에서뿐만 아니라 교통망을 통한 사람의 이동과 그에 다 

른 널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교류되고 그 결과 파생될 “함께 살아가는 이웃” 

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양국관계가 10년이라지만 사실 우리는 러시아를 잘 모른다. 이제부터 

라도 러시아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를 바로 얄리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익(利益)이 된다는 계산에서가 아니라 함께 살 

아가는 공동체(共同體)로서 상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 문화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정치 · 경제논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관 

계이지만， 역으로 정치 · 경제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관계라고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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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and Prospect of Korean - Russian Relations 
- Focused on the socio-cu1tural aspect 

Shin, Beom Shik 

The p따pose of the article is to review the Korean-Russian relations 

focus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oviet Unionαt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stab

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0. The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

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llowed the non-official sector to increase 

the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 in many aspects. So the articIe attempt to 

show how these aspects of socio-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

tries have developed and what kind of problems impede the future devel

op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m. 

Overall review of the Korean - Russian relations show us that they had 

experienced two phases of development: the period of “excessive excite

ment" during the first several years and the period of “rapidly cooling 

down". Now they are entering the period of 까nutual management". This 

kind of overall trend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the Korean-Russian 

socio-cultural relations. However, in the field of cultural exchanges,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most meaningful achievements. Although Russia 

took the role of “supplier" and Korea took the role of “consumer" of cul

tural contents at the first stage, recentIy they equally exchange programs 



한 • 러 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 241 

in the cultural field. It means that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begin to 

estimate properly and understand each other. 

However, the level of human exchanges is very low, comparing with 

other major countries. 1n the year of 2000, the number of visiting Korea 

Russians reached over 150 thousands (only 3% of the total visiting Korea 

foreigners) and the number of visiting Russia Koreans reached over 44 

thousands (only 0.6% of the total visiting foreign countries Koreans). And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and constructive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have increased, and this can be understood as a sign of 

consolid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m. Besides, there are several 

signs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m such as in

crease of cyber-communities concerning about Russia in Korea, information 

exchanges through internet, increasing number of Russian specialists in 

many fields acting in Korea and vise versa, etc.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has experienced ten 

years, we don ’t know the opposite sides quite well. 1n the period of 

mutual relations management, it is needed that we should endeavor after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prepare a mechanism and institutions for 

accumulating experiences about the opposite sides. For constructing more 

consolidated bases for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we should 

take not the viewpoint of simple calculation of benefits, but of complex 

understanding each other as a member of regional community. 1n this 

sense, we should underline that socio-cultural relations formally can be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but at the same time the 

socio-cultu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whole relationship between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