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어 슬라면애호주의， 끼레예프스끼， 

key words Slavophilism, Kireevsky, Schelling 

첸2.1 
=' c> 

슬라브애호주의1)의 사상적 기원 
끼례예프스끼와 첼랭의 사상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남 석 주 •• 

1. 들어가는 말 

1830-40년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의 치열한 사상적 고민은 세계역사 속 

* 이 논문은 2뼈)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fXXl 여5-A20117)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 슬라브애호주의라는 표현은 c.naB쩌HOiþH.nbCTBO 라는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표현한 것 

이다 현재 한국 서양사학계에서 이 어의에 대해 슬라브주의， 친슬라브주의， 슬라브 

애호주의로 다양하게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펼자는 c.naBl!HoiþH.nbCTB。 에서 ‘iþH.nb’이 
담지하고 있는 애(愛)의 의미를 포함하여 슬라브애호주의라고 번역한 민경현의 표 

현을 수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민 경현(1996) “슬라브애호주의의 기원 

《서양사론~ , 49호， 153-95 쪽 부언하면， 초기숭라브애호주의자들은 자신들올 가 
리켜 “c .naB꺼H。빼ßb(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는 “ c .naBl! HoiþH.nbl" 

이 라는 명 칭 이 “c .naB꺼HO 十 iþH.nbI" 의 합성 어 로서 “iþH.n"이 라틴어 의 “phil-"을 러 시 아 

로 표기한 것인데 바로 여기서 느끼는 유럽풍과 같은 뉴앙스 때문이었다. 이에 대 

해 호야꼬프는 “c .naBl! HOφHJ1W" 대신에 “c .n aB5I HOÆ06배” 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고， 사 

마린(삐 CaMapHH)은 자신들의 사상적 경향을 슬라브애호주의 적 (c .naB5IHOiþH.nbCKHA) 이 

라기 보다도 모스크바적 (MOCKOBCKI써)이 라고 부르는 것 이 옳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 

나 벨린스끼는 이러한 사마린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슬라므애호주의자들의 사상적 

경향을 단지 모스크바적이고 부르는 것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부분적인 빼쩨르 

부르그에서의 활동이나 서구주의자들의 부분적인 모스크바에서의 활동에 대한 왜 

곡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슬라브애호주의의 어원 

적 기 원 에 대 한 자세 한 설 명 은 다음을 참조. UI1M6aeB, H.I'I,( 1986) rClläBJfHoiþl1J/bCTBO. 때 
I1CTOpl111 pyCCKOH 06meCTBeHHO저 nOJ/I1TWleCKOH MblCJ/11 XIX BeKB.; , MOCKBa. C. 5-55 / 
Uler .nOB , 5 fPBHHl1e CJ/BBJfHO빼'llbl， KBK pelLμrl103Hble 뻐'CJ/I1TeπH μ ny6J/l1l.1I1CTbl.; , Kl1eB ,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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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문제였다. 러시아란 무엇이며， 러시아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 러시아를 유럽화 하려한 뾰뜨르 대제의 정책은 

러시아에게 구원의 길이었는가 아니면 파멸의 길이었는가. 러시아는 서유럽으 

로부터 겸손히 배워야하는가， 아니면 정교회 신앙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 

유럽을 구원할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러한 당시 러시아 인텔리겐 

치아들의 러시아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고민에 대해 베표자예프(H.A. 5epIDIeB) 

는 러시아는 서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역사플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과 

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결을 수 있으리라는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메시아사상 

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뿔레하노프(r.B. nJleXaHOB)는 “모든 러시아 사회 사상에서 1830-40년대의 

사상은 전 러시아 사상의 핵심이다 왜냐하띤 여기서 러시아의 모든 사상적 

흐름의 발단과 차이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 

한 뿔레하노프의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아넨꼬프(n.B. AHHeHKOB)는 서구주의와 

슬라브애호주의의 사상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1838-48년의 10년을 가 

리켜 ‘위대한 10년 (3aMeQaTeJlbHOe aeC~THJleTHe) ’3) 이라고 표현하였다. 

2) 5epllJl eB , H.A. (1 992) rpyccKaJl HfIeJl. OCHOBHble npo6.!/eMbI pyCCKOμ MblC까f XIX BeKa H 

Halfa.!/a XX BeKa : MblC.!/HTe.!/H pyccKoro 3apy6e.'I<bJlJj , CaHKT- [1eTep6ypr. C. 65 

3) 일반적으로 슬라브애호주의 사상의 변화과정을 너l 단계로 구분하고 ‘위대한 10년’이 

라고 부르는 1838-48년의 시가룹 저1 1 단계로 보고 있다 슬라브애호주의가 러시 

아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게된 시기가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규정 지울 수 없 

다‘ 그러나 슬라브애호주의의 사상적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1838년에 

서 1839년을 그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839년 

에 호야꼬프의 「옛것과 새것에 관하여 (0 CTapOM H HOBOM)j 라는 논문과 그에 대 

한 응답으로 끼레예프스끼가 쓴 「호야꼬프에 대한 대답(8 OTBeT A.C. XOMJl KOBY) j 

으로 시작된 사상논쟁 때문이였다， 여기에 악사꼬프(K. AKcaKoB)가 1839년 「러시 

아 역사의 근원에 관하여 (06 OCHOBHhlX HaqanaX pyccKoA HCTOp써)j 라는 논문으로 

슬라브애호주의에 합류하였고， 사마린 (10. CaMapHH)도 서구주의자들과의 논쟁에 참 

여함으로써 슬라브애호주의에 합류했다 

이때까지는 아직 서구주의자들과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이 서로 적대적 입장을 취 

하지는 않았다 끼레예프스끼의 서구주의자들에 대한 초기견해는 매우 우호적이었 

다， “순수한 서구주의니 순수한 슬라브애호주의니 하는 주장들은 거짓된 것이다 서 

구와 분리된다는 것은 전제 인류역사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랩 문화에 대한 사랑， 이것은 곧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다 유럽과 

러시아 문화 중에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 

이러한 서구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은 끼레예프스끼만이 아니라 호야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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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사상 체계는 러시아와 유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여 쁘이핀 (A ，H ， nbInHH)은 

러 시 아를 서 유럽 과는 다른 국가(oco6oe fOCYllapCTBO) , 다른 민족(oco6a51 Hal.\H5I), 

다른 종교(oco6a51 peJlHfH5I)를 소유한 유럽의 다른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즉 

서유럽의 입헌군주제와는 다른 정치체제로서 러시아 전제주의， 서유럽의 개신 

교와 카툴릭과는 다른 종교로서 러시아 정교회， 서유럽의 시민사회와는 다른 

사회구조로서 농민공동제를 러시아의 독특성으로 상정하였다4) 이러한 현상들 

은 18세기 초부터 려시아에 유입되어온 유럽 문화와 이에 대한 상류사회의 무 

분별한 수용 속에서 러시아의 지적 독립성， 민족적 독창성， 자주와 자럽의 정신 

을 고취하려는 경향에서 생겨났다 심지어 게르젠은 이러한 민족적 주체성에 

기인한 슬라브애호주의의 발생원인을 민족적 모멸감(ocKop6JleHHOe HapollHoe 

와 악사꼬프 등의 초기슬라브애호주의자틀도 동일하였다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서구주의자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인해 서구주의자들도(벨린스끼， 차다예프， 

게르젠， 그라농스끼 등)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세계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사명’에 

관한 이데아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라나 슬라브애호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파의 

호의적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역사에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길에 

대한 모색의 방향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은 서구주의자들의 서 

구문화에 대한 노예적 경배와 그 앞에 초라한 러시아 문멍에 대한 외소함과 같은 

자세에 크게 불만족을 표시했다 끼레예프스끼는 “나는 서구를 사랑한다. 계똥화된 

서구를 사랑한다. 그 수준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완숙의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로 

인한 합리주의의 한계와 병적 요소들로 인한 불만족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악사꼬프는 “서양에서 각 개인의 영혼은 잊어져가고 있으며 완전한 

국가의 형태로， 경찰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양심은 법으로， 내적 농기들은 

법령으로 되었고， 자선사업은 기계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두 진영의 분열은 1844-45사이에 게르젠과 그라노프스끼의 서구주의 

자들과 뾰뜨르 끼레예프스끼， 유리 사마련 알렉세이 호야꼬프를 중심으로 한 슬라 

브애호주의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분열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게르젠이 

1847년 프랑스로 밍명하면서 서구주의자들 내에서의 분열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슬라브애호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에서 생겨난 1830-40년대의 

사상은 러시아의 모든 사상의 흐름과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3 eHbKosCKH 

il , B,B,(997) rpyCcKHe MbJCJIHTeJIH H EBpOnaJj , MOCKSa, c, 37-51 I 슬라브애호주의 
의 사상적 변화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 자세한 내용은 내M6aes ， H‘”‘ 
rCJIaBJ/HOIþH.πbCTBOJj , c, 85-88, DJ1arosa, TJI.( 199S) rp0l10HdlfdJIbHHKH CJIdBJ/HOIþHJI 

bCTBd: AJIeKCeif XOMJ/KOB H HBdH KHpeeBcKH찌 , MOCKsa‘ c, 11 , 21-23 을 참조 

4) MaKcHMosHI.I, r ,A,(1 907) rYlfeH，μe nepBbJX CJIdBJ/HOIþH，刀OBJ , KHes , C,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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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YBCTBO)에 기인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즉 민족적 모멸감에 기인한 슬 

라브애호주의는 유럽의 지적영향력에 대한 강한 반감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의 

독창적인 사상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5) 같은 맥락에서 베르자예 

프도 『호야꼬프(AneKceH CTenaHOBH4 XOM~KOB)J 라는 명저에서 슬라브애호주의 

를 가리켜 러시아에서 생겨난 최초의 민족적 자아의식에 근거한 러시아 이데 

올로기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셀링과 헤겔과 같은 유럽 철학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은 그 이전의 다른 누구보다도 

더 창조적이며 독창적으로 서유럽의 사상을 수용한 최초의 러시아 인텔리겐 

치아들이라고 지적하였다 6) 

그러나 슬라브애호주의가 유럽의 지적영향력에서 벗어난 러시아의 독창적 

사상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숙고를 요구한다. 특히 슬라브애호주의 속에 나 

타난 유럽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속에서 매몰된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회 

복과 구원의 길에 대한 해답을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시도는 독일 낭만주의 

자들， 특히 셀링의 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 낭만주의자들 특히 셀링과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사상적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때문에 슬라브애호주의의 다양 

한 사상 체계틀 • 사회와 국가관， 민족관， 농민공동체에 대한 이상향 등 에 

대해서는 논외로 삼고자 한다. 필자는 양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독일 낭만주의가 슬라브애호주의의 사상적 기원에 끼친 영향력을 추적하 

고 이 양자간의 사상적 유사성은 무엇이며 나아가 슬라브애호주의가 갖고 있 

는 사상적 독자성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슬라브애호주의의 사상 

적 기원에 대한 연구에서 끼레예프스끼 7)와 셀령의 사상적 관계성에 대한 분 

5) MaKCIIMOB때， r.A. (l907) rYtfeHHe nepBblX CJ/aBJlHO따fJ10BJ , c. 3 

6) 5epllJleB , H.A. (1997) rAJ/eKcefJ CrenaHOBHtf XOMJlKOB.; , naplIll<., c. 11-13 

7) 초기슬라브애호주의자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관조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종합적 
인 사상적 특정을 갖는 사람은 이반 끼레예프스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형성된 것은 니콜라이 1세의 전제주의적인 몽치체제 속에서 행해진 끝없는 

사상 검열과 탄압 때문이었다 1832년 처음으로 끼레예프스끼가 출판한 잡지 《유 

럽인 (EBpOneel{)} 은 '19세기」 라는 논문으로 인하여 곧 폐간되었고 그 후 그에게 

는 모든 공식적인 출판업과 저숲 활동이 금지되었다. 1834년에는 〈모스크바 관찰 

자 (MOCKOBCKIIA Haõn~llaTenb)} 라는 출판사의 동업자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 그후 

11년간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1845년 포고딘이 담당하는 잡지 《모스크바인 

(MOCKO없TJlHe)} 에 3번의 글을 기 고한 후 저 술활동은 다시 금지 되 었다. 7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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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2. 첼링 사상의 러시아로의 유입 

근대정신의 중심축이었던 이성과 합리성 진보에 대한 닥관적 희망에 대한 

반감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제기되었고 나폴레옹 전쟁이후에는 낭만주 

의의 영향으로 유럽각국에 민족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낭만주의 8)는 지 

나친 인간 이성을 강조한 계몽사상의 한계 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주 

관적 감성과 감정， 직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펼요성과 더불어 생겨났다. 그 

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비록 정통기독교는 아닐지라도 신 

비주의적 방법이나 종교적 경향에 몸을 기대고자 했다 9) 또한 프랑스의 계몽 

1852년 잡지 《모스크바 선집 (MOCKOBCK싸i CGOpHHK)} 에 「유럽계몽의 성격과 러시 

아 계몽과의 판계에 대하여 (0 XapaKTepe npOCBell(eHHlI EBpOnhl H 0 ero OTHOWeHHH K 

npOCBell(eHH~ POCCHH)J 라는 그의 대표적인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모 

든 논문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4년간 저술활동은 또 다시 금지되었다. 1856년 

에 잡지 《러시아대화(PyccKall Gecella)} 에 「철학에서 새로운 근원의 필요성과 가 

능성 에 관하여 (0 HeoGxollHMHOCTH H B03MO:l<HOCTH HOBblX Ha4all 1l111l 빼1l0CO뻐H)J 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20여 년간 계속된 이러한 검열로 인하여 그의 사상은 어느 누 

구도 접근할 수 없을 딴큼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갚은 성참과 관조적이며 셈학 

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르웬존은 이러한 그룹 슬라브애호주의의 이론적 대변 

가라고 명명했다 

8) 낭만주의의 기원과 어원적 의미 푼학과 예술， 철학과 역사， 민족과 국가 속에서 구 

현된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영국학자 푸르스트(L.R Furst)는 「낭만주 

의 운동 통람(Guide through the Romantic Movement)J 에서 인용한 낭만주의에 

대한 특정을 2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특정만을 적어보면， φ 

상상력의 무집서이며 부정확한 것의 난무이다 @ 중세의 생활파 사상의 각성 @ 

현실도피의 시도 @ 감각석 우울증， 막연한 동경 @ 주판성， 그림 같은 것에 대한 

애호 그리고 직전에 존재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반동적 정신 @ 이성보다는 감정， 

즉 머리에 비하여 마음과 같은 것 @ 이성과 현실감각을 대조해보는 상상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에 대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정의는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포괄적이며 다각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명렬 (2α)0) ， r독일낭만주의 

총절JJ , 서울대학교출판부， pp. 73-89 

9)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자유석공회 (MaCOHCTBO)라고 불리는 프리메이슨 운동을 들 

수 있다 프리메이슨 지부가 러시아에 저음으로 소개된 것은 1731 ~41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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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으로 경도되었던 러시아의 사상적 경향에 대한 반감에서 독일철학에 대 

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 독일철학이 러시아로 유입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지식인들의 모임이 1823년 비밀결사조직으로 탄생한 《지혜를 사랑 

하는 자들의 모임 (06meCTBO A~6oMynp깨n 10)이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틀의 모임》 은 독일 칠학자들인 셀링과 오켄의 직접적 

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벨란스끼 (ll.M. BeAAaHCI이써 )1 1)와 빠블로프(M.r. f1aBAoB)12) 

의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었다. 벨란스끼와 빠블로프가 셀링의 자연철학과 인 

식론에 갚은 관섬을 기울였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에서는 셀 

링의 미학， 역사철학， 윤리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고 있으며， 1750년 빼쩨르부르그에 지부(J10:l<a)가 생겨났다 18세기 중반에 프리 

메이슨이 러시아에 들어와 당시 귀족들과 지식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원인으로서， 첫째 반(反)계몽주의적 경향성 (npOTHB BOJ1bTepHaHCTBa) , 뜰째 교회 밖 

에 서 의 종교적 삶에 대 한 추구(BHeuepKOBHa꺼 peJ1HrH03HOCTb)를 들고 있다. 즉 한편 

으로는 합리적 이성주의에 대한 거부로서 인간의 감정과 감성에 기초한 신비주의적 

요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반발로서 신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풍한 종교의 내면화에 대한 욕구가 표출된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러시 

아에서 출현한 자유석공회를 가리켜 발리스끼는 “합리주의와 신앙의 타협의 산물” 

이라고 보았고， 베르자예프는 “볼테르와 종교의 기로에서 새로운 활로룹 모색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려한 신비주의 경향을 띤 종교운동은 젤링 첼학이 러 

시아로 유입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자유석공회에 대한 가장 최 

근의 연구불로서는 뾰뜨르 1세때부터 소비에트 정권초기까지의 활동을 다룬 f1BaHoB, 

B φ.(1997) rpyccKa51 HHTeJ/J/HreHL(H5I H MaCOHCT80: OT neTpa 1 110 HamHX I1He찌 

MOCKBa 를참조할 수 있다 

10) 뿌스따르나꼬프는 《지혜플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이 1822-23년경에 생긴 것으 

로 보고 찜바예프는 1824년 이전은 아닐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발생 년도 

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이 비밀결사모임이었으며 

이 모임의 공식 잡지였던 「므네모지바」 의 출간이 1824년 이후부터였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뿌스따르나꼬프는 잡지출간 이전에 이미 이 모임이 비공개적으로 그러 

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서 1822-23년으로 추정했다. nycTapHaKoB, B. 

φ.(1998) r，φ'HJ/OCOrþH5I UJeJ1.까fHra 8 POCCHHJ , CaHKT-neTep6ypr , C. 257 UHM6aeB, H.f1. 

rCJ/J851HOrþHJIbCT80J , c. 63 

11) 빼쩨르부르그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셀링 철학을 처음 

으로 접하게 되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셀링의 자연철학과 선험적 관념론의 열 

렬한 추종자가 되었다. 

12) 당시 러시아에서 유명한 의사요 모스크바대학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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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은 ‘JII060MY llp l1e’ 라는 용어에서 보여주듯 

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칠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사상의 노선을 택 

하였다 이 모임의 의장이었던 오도예프스끼는 지금까지의 러시아 철학이 18 

세기 프랑스의 수다장이들의 칠학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면 이러한 것과 명 

확한 구분을 위해서 자신뜰과 같은 칠학자들을 가리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J]1060MYllPbI) ’ 이라고 r영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3) 

오도예프스끼가 독일철학과 셀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가 모스크 

바대학 귀족기숙학교에 수학하였던 1816년에서 1822년 동안에 이 대학 교수 

로 있던 빠블로프와 다브이도프(llaBblllO B)의 강의를 통해서였다. 이것은 그의 

독일철학파 셀링과의 만남이 직접적인 셀링과 오켄의 칠학서를 통해서가 아 

니라 러시아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1823년 8월 20일 그의 친구 띠또프(B ，n ， TI1TOBY)에게 쓴 

편지 “나는 아직 오켄도 젤링도 읽지 않았다 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전이 아니라 러시아 스승들의 강의와 해설을 통해 소개 

된 셀링과 오켄의 사상을 기초로 1823년 7-8월 사이 자선의 철학의 이론적 구 

조룹 구상했으며 구처1 적으호 「예술론의 경험 (Üf1bIT TeOpl1μ H351IUHbIX HCKYCCTB) J 

이라는 논문을 계획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가리켜 선험적 관념론의 지지자 

로서 묘사하였으며 『유럽통보(BeCTHHK EBPO f1W)J 독자들에게 선험적 관념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하였다 14) 

또한 오도예프스끼는 규헬베케르 (B ， K~xenb6eKep)와 함께 《지혜를 사랑하 

는 자들 의 모 임 > 의 문 예 작품 집 인 「므 네 모지 나(MHeM03HHa)J 를 1824-25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발간하였다. 이 잡지의 중심적인 사상적 과제는 첫째， 

거의 모든 러시아 잡지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잡지인 『므네모지나』 의 시각과 

대조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철학을 선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철학에 대해 반기를 들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잡지의 목적은 

러시아에 소개되지 않고 독일에서 유행하는 몇몇의 새로운 사상을 러시아에 

소개하고 전파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단지 독일철학을 러시아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철학의 토대위에 새로운 독자적인 러시아 철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13) nycTapHaKoB , B φ rφ'HJJOCOφHJ/ meπ'JJHHra B POCCHH.J , c, 256-57 

14) nycTapHaKoB , B φ f，φHπOCOrþHJ/ meJJJJHHra B POCCHH.J , c,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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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은 1825년 데카브리스트반란과 더 

볼어 폐쇄되고 이들의 강령과 정강들， 수집한 모든 자료틀은 소각되었다. 꼬 

셀레프에 의하면， 이 모임에 참여했던 주요 인불들은 의장이었던 오도예프스 

끼와 서기인 베네비찌노프(2].B. BeHeBHTHHOB) , 끼레예프스끼， 꼬셀레프(A. I1. 

Ko띠e지eB) ， 로잘린 (H.M. POl!<alIHH), 띠또프(B.n. THTOB) , 셰브레프(c.n 비eBblpeB) ， 멜 

구노프(H .A. MelIbryHOB) 등이었다. 형식적으로 이 모임은 1825년 12월 14일 폐 

쇄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의 회원들은 곧 빼쩨르부르그에서 다시 회동하였고 

당시 포고딘의 감독하에 있는 『모스크바통보(MOCKOBCKHH BeCTH싸<J J 에 글을 

게재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갔다. 그러나 1827년 3월 베네바찌노프가 죽고， 

1829년 오도예프스끼와 포고딘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1830년 이 

잡지는 결국 폐간되었다. 공식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은 

1823~25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프랑스 철학으로 일관되었던 당시 러시아 지 

식인 사회에 독일의 새로운 관념철학과 셀링 철학을 소개함으로써 러시아와 

독일간의 사상적 교류와 발전에 그 토대를 처l 꽁해주었다 15) 1820년대 러시아 

인듣의 사상형성에 끼친 셀링의 역할에 대해 오도예프스끼는 그의 대표작인 

〈러시아의 밤(PyccKHe H04H)) 의 첫 장에서 다음파 같이 언급하였디-

“여러분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셀링 철학이 로크의 단조로 

운 화음에 잠들어있는 사람뜰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었으며 얼마나 영향윤 

]]1 쳤는지에 내해서 말입니다 19세기 초 셀링은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부 

스와 같은 좀재였습니다 "16) 

오도예프스끼의 〈러시아의 밤〉 은 엘링의 〈밤의 기도(H04Hble 611eHH~) > 라 
는 소설의 제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오도예프스끼의 〈러시아의 밤〉 이 

1844년 출판되었는데 그가 셀링의 〈밤의 기도〉 를 직접 읽게 된 것은 1843 

년이었다. 셀령의 〈밤의 기도〉 가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었다면， 오도예프스 

끼의 〈러시아의 밤〉 은 9장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밤H04b ’ 이란 슬라브민 

족을 포함하여 고대 수많은 민족들의 경배의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17) 

그는 이 책을 출판하기 직전 베를린에 체류하면서 셀링과 러시아의 미래에 

15) nyCTapHaKoB, B φ rφHπ'OCOIþHfl lDeJJJJHHra B POCCHHJJ , c. 258 

16) O!lOeBCKHH, B φ (913) <PYCCKHH HOY“> . MocKBa, C. 15 

171 ryJJblra , A (1 9941 flDeπιIlHHrjj , MocKBa, C. 2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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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셀링은 “당신의 나라 러시아는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정의하지 

마시십시오， 그러나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18)라며 세계역 

사 속에서 러시아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 지적하였다. 계속해서는 그는 “러시 

아와 러 시 아인들을 사랑하며 러 시 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사랑한다”고 고백 

하였다 나아가 그는 칠학의 도덕적 의무와 시적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게서 발견하였고 인류역사에서 러시아의 위대한 사명 

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셀링의 이러한 언급이 오도예프스끼의 〈러시아의 밤〉 에 유감없이 표현되 

었다. 오도예프스끼는 이 책에서 서구는 몰락하고 있으며 미래는 러시아에 속 

해있다고 주장하였다. 서구는 지나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정신과 영흔은 황폐 

해졌으며 내적인 힘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하였다. 때문에 서구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인류의 희망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 

다 분열되지 않은 러시아의 내적 힘은 인류 미래에 대한 희망임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그의 러시아에 대한 믿음은 바로 러시아 슬라브애호주의자뜰의 탄 

생을 위한 서곡이었다 19) 특히 그와 함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에 

서 활동하였던 끼레예프스끼를 통해 러시아에 셀링 사상이 꽃피는데 결정적 

인 지 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3. 끼레예프스끼와 첼링의 서유럽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블라고바(T .I-'!. b JlarOBa)20)는 그의 사상적 기원을 동방 정교회의 종교적 토대， 

특히 교부철학과 사제 막심의 절대적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뿌 

스따르나꼬프w는 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독일낭만주의， 특히 젤링에 

18) ... 4Y.IlHOe .IleJlO Ballla POC Cll lI, HeJlb311 onpe.lle끼HTb ， Ha 4TO OHa Ha3Ha4eHa H KY.Ila H.IleT 

OHa , HO K 4eMY-TO Ba1<HOMY Ha3Ha니eHa ... 

19) rYJlblra, A. fUJeJl πHHr..ß , c. 292-93 

20) 5JlarOBa, T,Yl.( 1995) rp0J10HJ 'laJlbHμKH CJlaB5IHOφHJlbCTBa: AJleKCeÜ Xoμ'51KOB H HBaH 

KHpeeBCKμμj , MocKBa, C 136-48 

21) nYCTapHaKoB , B φ 『φ'HπOCOφH5I UJeπJlHHrJ B PoccμH..ß , c. 3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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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블라고바와 뿌스따르나꼬프도 동 

방 정교회와 셀링철학의 양자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게 

의 중심이 블라고바는 동방정교회에， 뿌스따르나꼬프는 셀링에게 더 경도되었 

음을 말하는 것이다. 안드레이 발리쪼끼는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기원에 대 

해 양자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그의 총체성이론(Y4eHHe 0 uenbHOCTH)은 교부철 

학 이전에 이미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러 

한 지적은 끼레예프스끼가 1834년 아내 아므베네바(H.n. Ap6eHeSa)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셀링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22)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기원에 관한 연구에 큰 의미 

를 부여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부철학과 독일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 

성， 합리적 판단보다는 직관， 분열보다는 통일를 강조하는 사상적 공유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끼레예프스끼에게 있어서 독일 낭만주의 영향 

력이 시기적으로 더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시기만으로 그의 사상에 끼친 영향 

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다. 오히려 끼레예프스끼의 후기 작품들 속에서 

그의 총체성이론이 교부철학과 결부되어 더욱 성숙하게 정립화되어 가는 것 

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양자간에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우선적이며 절대 

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기원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양자간의 상호영향 속에서 끼레예프스끼의 ‘총체성이론’이 탄 

생하고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반 끼레예프스끼가 처음으로 셀링 철학을 접하게 된 것은 그의 두 번째 

아버지 23)였던 옐라긴 (A.A. Enan!H)을 통해서였다. 옐라긴은 젊은 시절 독일 사 

22) BaJlHl1KHiI, A. (l992) rB Kpyry KOHcepBaTHBHoií yTOJTHH..I , MOCK8a. c. 88, 109-10 
아내 아르베네바가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르베네바는 깊은 종교적 열정을 소유한 정교회신자였 

으며， 결혼 후에 끼레예프스끼는 아내와 함께 셀링의 작품을 읽콘 하였다 이 과정 

에서 아르베네바는 셀링의 사상이 이미 동방교부들의 작품 속에 내재되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끼레예프스끼는 정교회사제들， 교부들의 작품 

을 접하게 되었다. 즉 끼레예프스끼가 교부들의 작품과 성자들의 달을 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와의 만남과 그후 그녀의 지속적인 종교적 영향력 때문이었다 

때문에 끼레예프스끼가 1832년 잡지 『유럽인』 에 논문 '19세기」 를 발표하였을 

때의 사상적 경향은 다분히 서구주의적이었다면 아내와 결흔한 1834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슬라브애호주의적으로 경도되었다， 발리쓰끼는 다만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에 끼레예프스끼가 이미 셀링 철학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총체성이론은 교부칠 

학 이전에 이미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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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 특히 칸트와 젤렁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였다 그는 1819년에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을 러시아에 들여왔으며 곧이어 셀링의 〈독단주의와 비판 

주의 에 대 한 철 학 서 한(φHJlOC때CKHe nHCbMa 0 ~OrMaTH3Me H KpHT뻐H3Me)) 을 

번역하여 독일 철학을 러시아에 소개했다. 이러한 가정의 지적분위기 속에서 

셀링 철학을 접한 끼레예프스끼는 1823년 모스크바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에 참여하면서 독일철학가들， 특히 칸트， 헤겔， 셀링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26년에는 선험적 관념론의 원리에 기초하여 「선 (~o6pO~eTeJlb) J 

과 「러시아에서의 칠학 유형에 관하여 (0 !þOpMe 뼈JlOCO!þ째 nJl.ll POCCHH) J 라는 

논문을 구상하였다. 그런데 그의 논문은 셀링 이 1795년에 발표한 「일반적으로 

가능한 철학 유형에 관하여 (0 B03MO%HOH !þOpMe !þHJlOCO뼈H Bo061Ue) J 라는 논문 

의 내용파 제목에 있어서 유사하였다 물론 이때 끼레예프스끼의 사상적 경향 

이 아직 셀링에게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셀링에 대한 갚은 관 

심이 논문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24) 

1830년 끼레예프스끼는 해외여행을 시작하여 3월에는 베를린에서 헤겔의 

강의를 정강하였다. 이때까지 그는 헤겔과 셀링의 사상적 차이에 대해 갚이 주 

목하지 않았다 독일여행을 계속하면서 끼레예프스끼는 그 해 여름 윈헨에 도 

착하였다 1830년 셀링은 여름학기강좌로서 “철학입문(BBe~eHHe B 따1JlOCO뼈Kl) " 

을 강의하였고 끼례에프스끼는 큰 흥미를 갖고 그의 강의를 청강하였다. 끼례 

예프스끼가 강의를 통해서 셀링 철학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수용했는가에 대 

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7월 초까지 그는 강의 내용을 받아 적었으 

며 이것을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고자 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자의 허가 없이 출판되지 않은 내용을 보낸 것이 알려졌을 경 

우 셀링의 분노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인하여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5) 강익에 대한 그의 느낌은 아버지 옐라긴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있 

다. 

23) 그의 아버지 바실리 이반노비치는 1812년 조국전쟁시 티푸스로 인하여 죽고 어머니 

아브도찌야 빼뜨로브나는 1817년 조카 형제였던 옐라긴과 재혼했다. 이때 끼레예프 

스끼의 나이는 11살이었다 MaHH, 10,(979) “ 3CTeT씨eCKal! 3BOJJIOUHl! 11 , KHpeecKoro" , 

c, 10 KHpeeCK써， I1,B,(979) rKpHTHKI1 H 3CTeTHKI1Jj , MOCKBa 

24) MIOJJJJep, 3, “I1,B, KHpeeBcKH“ H HeMeUKa꺼 빼JJOCO빼l!"， rBonpocbI 뼈π'Oco뻐'HJj , No5, c, 115 

25) MIOJJJJep, 3, “H B KHpeeBcKHH H HeMeUKal! 빼JJOCOφHl!"， c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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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링이 그의 사상에 대해 출판하기플 중단한 이후부터 그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 처l 계는 더욱 성숙해졌다.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러한 사상적 가지 

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 익은 열매， 마치 역사와 종교 사이에 푹익은 사과 

와 같았다"26) 

‘역사와 종교 사이에서’ 라는 것은 설은 셀링이 역사보다는 종교와 신앙 안 

에서 더 중요한 지식의 토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끼레예프스끼는 젤링의 강 

의를 한 학기 듣고 난 후 그와의 대화를 통해 셀링의 선(新)철학에 대해 자세 

한 설명을 틀을 수 있었다. 1832년 『유럽인 (EBponeeU)J 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끼레예프스끼의 r19세기 (lleBHHallua Tbl꺼 Be l< )J 라는 논문은 바로 뭔헨에서 들 

은 셀링의 강의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셀링은 자신의 이전의 

철학적 세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본짐적으로 이것은 이성에 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띤구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이성은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철학적 합리주의 그 자체 

는 최후의 종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성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의 목표는 완전 

히 탈성되었다 연구의 결론에 도달하여 이러한 연구는 자신의 한계를 필연 

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271 

셀링의 이러한 서유럽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철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끼 

레예프스끼의 r19세기」 라는 논문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우연하게 불려지게 된 자연철학이라는 것은 가장 최근의 철학자들이 도 

달하게 된 철학의 마지막 단계였다 피히테의 주관주의와 스피노자의 현실주 

의， 스콜라철학의 독단주의와 칸트의 비판주의， 영국과 프랑스의 불침주의， 

한마디로， 데카르트에서부터 젤링까지 최근 사상의 모든 발전이 이 마지막 

철학의 체계 속에 융해되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발전과 보충， 정 

당성을 발견했다. 아마도， 철학의 운명은 해결되었고， 그 목적은 발견되었으 

며 경계선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되었다 .. 지식욕이 

왕성한 인간의 사상이 어디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잃) 

끼레예프스끼의 서유럽 합리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논리적 인식의 중 

26) KHpeeBc l<Hìí , I1 .B. rKpJfTlfKa Jf 3CTe TlfKa.; , C. 351-52 

27) MIOJlJlep, 3 “I1 .B. KHpeeBc l<Hìí H HeMel.ll< all φHJlOCOtþHlI"， c. 118 

28) KHpeeBC I<써， I1 .B. rKpJfTJfKa Jf 3CTeTJfKa..l , C,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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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의 원리적 한계와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서 끼레예프스끼와 셀링과의 사상적 유사성을 발 

견할 수 있다. 센링철학에는 부정철학(OTpHuaTeJl bHa51 뼈JlOCO빼51) 과 긍정철학 

(nOJlO:l<“TeJlbHa51 뻐JlOCO뻐51) 이라는 철학의 이중 개념이 존재한다. 셀링은 부정 

철학의 논리적 인식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못한 낮은 단계의 지식으 

로 간주했으며 이는 종교적 진리의 지식으로 보충되어야할 것이라고 보았다. 

엘링파 동일하게 슬라브애호주의자들도 논리적 인식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선앙이 이성과 무관하게 맹목적 성격을 띠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학문파 인식에 빛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종교란 도대처1 무엇이란 말인가? 

이성과 양립할 수 없는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딸인가?"29J “이성적 사 

유의 모든 거짓된 결콘들이 더 높고 완전한 진리의 인식에 대한 요구에 의 

존하고 있다 이성적 사유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 

펀 인식하는 유일한 사유의 도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파하다 

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다븐 더 높고 참된 결콘들과 더 높고 참된 사 

유의 방법닫을 기다릴 것이다”찌) 

이러한 끼레예프스끼의 시각은 셀링의 부정철학과 거의 유사하다. 첼링에 

의하면， 부정철학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유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사물의 외적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사물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에 셀링의 긍정칠학 

은 설저1 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유의 틀을 벗어나고자 노력 

한다. 사유의 틀에서 벗어난 지식은 사물의 본질， 내면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 

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셀링의 부정과 긍정철학은 끼레예프 

스끼의 철학적 논문들 속에서 재현되었다 그는 '19세기」 라는 논문에서 논리 

적 인식은 실제적인 현살의 지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은 결국 

부정석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지식의 상대적 가치릎 

인정하면서， 논리적 사유는 ‘살아있는 지혜의 성전 (xpa~‘ :l<HB얘 MYLlPOCTH)’으로 

인도하는 길은 되지만 바로 성전의 문 앞에 멈추어 서서는 더 높은 지식， 다 

시 말해 긍정적 지식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1) 

29) KHpeeSCK씨， 11.8.(984) rH36pdHHble CTdTbH.Jj , MocKsa, c. 240 

30) KHpeeSCKHH ’ 11.8. rlf36paHHble CTdTbH.Jj , C‘ 266 

31) KHpeescKHH , 11.8. rKpμTHKa H 3cTeTHKa.Jj , c. 86 



256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1 호 

그러나 끼레예프스끼의 논문 '19세기」 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반계몽， 혹은 

반이성주의의 경향으로 경도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의 사상적 경향이 아직 슬 

라브애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서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1840-50년대 그의 작품에는 이성적 인식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분명하 

게 드러내고있다. 이 시기에 끼레예프스끼는 쩔링의 부정칠학과 긍정철학에 

대해 좀 더 성숙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부정철학이라는 용어를 지식의 불완정 

성과 불충분성을 지니는 논리적 지식의 특징으로 묘사했다‘ 동시에 부정철학 

과 긍정철학을 서유럽철학의 다른 두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이 양자간의 상호 

연합은 볼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젤링 의 부정 철학의 영 향력 이 긍 

정철학의 영향력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32) 

이러한 부정철학의 영향력， 즉 논리적 인식의 특정인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은 끼레예프스끼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에게서 제기된 핵심적 내용이다 이들 

은 논리적 인식은 이성 그 자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논 

리적 인식이란 논리적 인식에 의해서 창조된 인식의 주위를 맴돌 뿐이지 그 

주위를 넘어선 실제적인 세계， 현실과 삶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성은 자신의 독자적인 법칙을 알뿐이지 존재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 

식에는 도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3) 그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호야꼬프도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논리적 지식은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어떠한 공통성도 갖 

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경) 끼레예프스끼는 이성적 논리에 지배받는 사람은 사 

32) KHpeeBcKμií ， 11 5 'H36paHHbJe CTa TbH.J , c, 270 

33) KHpeeBcKHií ’ 11,5 , 다f36paHHble CTaTbHJj , C, 68 

34) XOMlI KOB , A,c,0900-1906) rJ70 J/H, co6p, co t{.J ‘ MOCKBa, 3-e H3D, T , 8, c, 231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호야꼬프의 사상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것이 사상의 수준적 측면에서 호야꼬프가 끼레예프스끼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슬라브애호주의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서구학자인 피터 

크리스토프는 1830-40년대 러시아 지성계에서 사상에 대한 관심의 결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호야꼬프 역시 끼레예프스끼와 같이 철학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호야꼬프는 슬라브애호주의자들 가운데서 누 

구보다도 셀링철학에 기초하여 헤겔철학을 일생농안 비판한 사상가 중의 한 사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셀링주의자가 되지 않은 것은 그의 사상이 철저히 

정교회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의 철학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정교회적 신앙에 대한 이해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터 크 

리스토프는 호야꼬프의 사상이 독일 낭만주의자들보다는 러시아 정교회 신앙， 교 

부철학에 더 갚은 영 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Christoff， Peter K.(l 961) 'An 



슬라브애호주의의 사상적 기원 257 

적인 이익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고양시키는 모든 동기들을 상 

실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람은 세속적 동력의 힘， 즉 이익과 두려움의 힘에 

복종하며， ‘냉정한 이익 (6e3nYlllHblH pac니eT) ’ 에 근거하여 행동한다.35) 슬라브애 

호주의자틀은 합리적 지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단지 사적인 이익에 관심을 집 

중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합리주의를 개인주의의 사상적 토대라고 보았다 또 

한 이것을 서유럽의 개인주의정신과 러시아의 공동체정신 (06뻐HHOCTb)을 비교 

하는 기준으로서 사용했다. 

이와 같은 서유럽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한계에 대한 동일한 인식은 젤링 

과 끼레예프스끼와의 사상적 동질성을 심화시켜주었다 즉 슬라브애호주의자 

들에게서 셀링은 서유럽의 합리주의에 대해 비판의 폭격을 가하는 동반자로 

서 인식되었다. 특히 셀링 자신이 서유럽 합리주의학파의 그늘에서 벗어남으 

로써 누구보다도 더 합리주의철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슬 

라브애호주의자들， 특히 끼레예프스끼로 하여금 그의 사상적 변화와 같은 맥 

락 속에서 셀링과의 동질감을 갖게 했다. 끼레예프스끼는 셀링과 헤겔 사이의 

본질적인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셀링은 헤겔 철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했 

으며 바로 그것이 셀링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 

었다고 주장했다 36) 

그런데 이러한 그의 서유럽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젤링에 대한 갚은 관 

심이 셀링철학에 대한 총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슬라브애호주 

의자들의 관심은 역사와 인간， 문화와 종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끼레예프스 

끼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셀링에 대한 관심도 그의 자연철학보다는 선험적 

관념론과 동등성의 철학， 신화와 계시철학에 집중되었다. 셀령의 선험적 관념 

론 속에서 발전한 지적직관력에 대한 사상(Hne~ HHTenneKTyanbHoH HHTyaUHH) 

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에게 반(反)이성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끼레예프스끼의 지적직관에 대한 언급을 그의 논 

문 「철학에 대한 새로운 큰원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관하여 (0 He06xo띠MOCTH 

H B03MOl!CHOCTH HOBblX Haqan nn~ 뼈noco빼H)J (1856) 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끼 

lntroduction to Nineteenth-century Russian Slauophilism: A Study in ldeas. 

Vol 1: A.S XomjαkOUJj , San Francisco State College, pp. 121-36 

35) KHpeeBK뼈 11 B rH36paHHble CTarbHJj , c. 251 

36) KHpeeBK때， 11.B. rH36paHHble CTaTb씨 , C.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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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예프스끼의 지적대로， 셀링의 초기 철학적 체계에서 지적직관은 중요한 의 

미를 갖지 않았다. 당시 젤링은 지적직관에 대해 단지 언급하였을 뿐 이를 발 

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헤겔과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셀링은 헤겔의 이성 

주의에 대한 반격으로 지적직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끼레예프스끼는 셀링 

의 이러한 논증을 반복하여 지적직관 속에서 앞으로 있을 독일 사상가둡의 

반이성주의 경향에 대한 예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37) 

4. 끼레예프스끼와 첼링의 종교사상 

슬라브애호주의자틀이 서유럽 합리주의를 비판한 사상적 근저에는 종교적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 슬라브애호주의자듬은 합리주의 속에서 서유럽 기독교 

의 근본적인 한계를 발견했다. 끼레예프스끼는 그의 논문 「철학에 대한 새로 

운 근원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관하여」 에서 서유럽 철학의 합리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마 카툴릭은 고대 

로마문명의 유산이며 고대 로마문명의 중심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 (BbIC lIl ee 6JIa ro)은 사유 속에 (B MbIIIlJIeH깨) 존 

재하며， 진리란 논리적 황동 (JIOrH4eCKa51 lle 5l TeJIbHOCTb) 에 의해 도달될 수 있 

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때 아랍문명， 즉 이 

슬람교와 연합하여 중세의 스콜라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세 

의 스콜라철학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철 

학적 방법론을 사용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적 속성을 제거하고 

사변적 성격의 종교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끼레예프스끼는 

이러한 중세의 약 700년 간의 시간을 ‘인식의 피곤한 게임 (YTOMHTeJIbHa51 Hrpa 

f10H5I THH)’의 시 기 라고 불렀다 38) 

이러한 결과는 살아있는 신념에 대한 상설과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 사 

이의 갈등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라틴신학은 이성을 신앙에 대립적 개염으 

로 보았으며 나아가 이성을 카톨릭교회의 적으로 설정했고 교회는 신앙을 회 

복한다는 명목으로 이성을 핍박했다. 끼레예프스끼는 이러한 사건의 대표적인 

37) nyCTapHaKoB, B φ 「φ'HJlOCOφHJI U1e JlJlHHra B POCCHH.; , c. 401 

38) KHpeeBKHii , f1 .B. rff36paHHble CTaTbH.; , c.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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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서 갈릴레오에 대한 단죄플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러시아에서 찾 

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39) 결국 스콜라철학에서는 신앙도 이성도 만 

족할 만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종교의 지배적 모습 

에 대한 반항이었다. 만약 카톨릭이 참된 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교황의 절 

대권위를 인정한 것이라면， 신교는 자유라는 이름 하에 행해진 다른 극단성 

(npyra~ KpaHHOCTb)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신교를 신봉하는 민족들 

에게서 합리주의 철학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유럽 철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볼구하고 끼레예프스끼는 애 

정어린 마음으로 몇몇의 서유럽 철학자들의 이름들을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된 자가 바로 파스칼이었다. 끼레예프스끼는 파스칼 

의 전집을 단지 프랑스 칠학자 쿠젠이 편집한 것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끼 

레예프스끼는 “쿠젠이 예수회교도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파스칼의 원문을 

복구했다.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종교에 대한 확신이 베어있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사고의 경향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40)고 적고 있다 

끼레예프스끼가 파스칼과의 사상적 동질감을 느낀 것은 17세기에 무신론과 

물질주의의 출현을 예견했던 파스칼의 사상이 이성과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원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 구원자 

인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41)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와의 상호연관성은 파스칼의 종교사상의 중심적 

주제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죄성， 구원의 삶，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수없이 

숙고했다. 그는 미래의 존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삶의 참된 의미라고 간주 

했다. 인식론적 구조에서 파스칼과 끼레예프스끼는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씨M뻐b비IκCJI지9띠빼”꺼 TpO야C다T까재H배f“써I1 K 

각하는 능력， 즉 생각으로 전우주를 다스리는 능력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했다，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은 파스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신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적 형상을 

회복하게끔 만들어주는 매체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마음을 마치 한 개인의 모든 정신적 삶의 중심으로서 보는 파스깔 

39) KlipeeBK째I1.B. rH36paHHble CTi1 TbHJJ , c. 259 

40) KlipeeBK Ii꺼， 끼B rH36pi1 HHble CTi1 TbHJJ , C‘ 194 

41) KlipeeBK IiH, I1 .B. r，μ'36pi1HHble CTi1 TbHJJ , c.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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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은 끼레예프스끼와 유사하였다 파스쌀은 마음이 인간존재의 중심이며 

모든 영적 영역과 활동의 뿌리이며 선과 악의 의지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감 

정과 직관의 중심으로서의 마음은 감춰진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다 “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42) 

라고 파스칼은 적고 있다. 이러한 파스캉의 사상은 독일의 낭만주의자들 특히 

셀링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이성만을 의지하는 철학을 비판했으며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철학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1815년에 셀링은 긍정 

철학으로서의 “신화와 계시철학”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이후 〈선화철학에 

서 역사비평엽문(HCTOpHKO-KpHTH4eCKoe Be~eHHe B ~HnOCO~H애 M뼈。norHH)) 

〈신화철학(φHnoco빼51 M뼈onorHH)) , <계시 철학(φHnoco띠H 5I OT때OBeHH5I)) 등블 

출판했다 그의 이러한 신화와 계시철학에 대한 연구는 신을 의지하려는 인간 

의 마음의 근원을 찾으려는 열망 때문이었으며 신화는 이교와 기독교， 자연과 

초자연의 상호관계를 설명해주기 때문이었다43) 이러한 셀링의 신화와 계시철 

학에 대해 끼레예프스끼는 「셀링의 연설 (Pe4b 띠enn“Hra) J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종교는 신에 대한 단순한 지식도 혹은 신과 인간과의 형이상학적 흑은 

판념적인 지식도 아니다 그것은 신 안에 있는 실제적인 존재， 선에 대한 본 

질적이며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철학에 대한 완전히 

독특한 사각과 새로운 종교와의 분리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계시종 

교와 자연종교로 구분된다. 종교에 대한 이 양자의 시각은 일반적으로 상호 

간에 대립된다“ 따라서 약 40년 전의 모든 철학은 개조되었으며 근본적인 
출발점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44) 

「셀링의 연설」 은 1845년 끼레예프스끼가 『모스크바인 (MOCKOBHHHHH) .1 잡 

지 편집인으로 활동할 때 출판하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어로 출판된 독일 철 

학자들의 작품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출판한 것이 

었다. 또한 끼레예프스끼와 동일한 사상을 견지한 셀링의 긍정철학을 소개하 

고자 한 것이었다 「셀령의 연설」 에 소개된 끼레예프스끼의 중요한 사상 가 

42) “HMeHHO Cepllue 'IyBcTByeT 50ra, a He pa3yM, 60T 'ITO TaKOe Bepa" 5JlarOBa, T H 

rpOIJOHil 'lil刀'bHJfKJf CJlilBJlHOrþJfJlbCTBilJj , c , 130에 서 재 인용 

43) 5JlarOBa, T,H, rpOIJOHil '1ilJlbHJfKJf Cπ'ilBJlHOφJfJlbCTBilJj , c , 131 

44) KHpeescK때 H 6 rKpJfTHKil Jf 3CTeTHKilJj , c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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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하나는 각 민중의 선화 속에 그 민중의 운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민중의 선화는 인류의 공통제로부터 분리되어 물려받은 옛 통일체의 유산인 

것이다. 

즉 민중신화 속에 인류의 통일된 정신적 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때 

문에 각 민족의 운명은 선화 속에 있으며， 신화는 바로 각 민족의 운명인 것 

이다. 다양한 신화의 발생은 결국 다양한 민족의 출현을 낳게 하였다. 그런데 

각 민족간의 차이의 발생은 원시공동제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통일성이란 민족적이 될 수 없고， 원시공동체에서 분열되지 않은 상태의 인류 

그 자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셀링은， 일신교의 형태가 다선교의 형태보다 앞 

서며 원시시대에는 통일된 선에 대한 관념으로 연합되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되어 다양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인간도 

신적 통일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후에 영적 타락이 일어났고 나아가 

지진， 화산폭발， 대륙분열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인간상호간의 분리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의식 속에는 통일인식사상(μne~ enHHOC03HaHH~)이 보존 

되어왔다는 것이다 45) 

그러나 셀링의 신화와 계시철학에 대한 끼레예프스끼의 일반적인 결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는 셀링의 시도， 즉 고대 민족들의 신화와 서유럽 기독 

교의 전통에서 신에 대한 인식을 유추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셀링이 비록 교부들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들에게서 신 

학적 교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지 총처l 성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는 갚이 숙고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끼레예프스끼에 의하면， 셀링의 계시철학은 결과적으 

로 기독교도 철학자들도 만족시켜주지 못하였다. 즉 셀링의 기독교철학은 기 

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었다. 기독교와는 가장 본질적인 교리에서， 철학에 

서는 인식의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46)호마꼬프도 셀링의 후기철 

학을 가리켜 신비주의적인 섬령론(MHCTH앤CKH다 clmpHTyaJlH3M)이라며 독일의 

합리주의철학도 혹은 순수철학도 아니라고 비판하였다다4 

셀링의 신화와 계시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끼레예프스끼가 제시한 진리에 

45) KHpeeBcK째， 11.B. rKpHTHKa H 3CTeTHKa .ll , C. 244 

46) “ ... lIIeJIJIHHrosa xpHCTHaHCKaJl iþHJIOCOiþHJI 꺼BHJIaCb H He xpHCTHaHCKoß H He iþHJIOcoiþHeß: 

OT 뻐JIOCOiþHH- caMbIM cnCOÕOM n03HaH뼈 KHpeeBCK뼈， ηB rH3ópaHHble CTaTb.힘 , 

c. 271 

47) XOMJl KOB , A. C. rnOJlH. co6p CO 'l. 4-e H3 I1Jj , c.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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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의 방법론은 신앙적 사유 (BePYIOU\ee MhIWJleHlie)를 요구하는 ‘영혼의 

총체성 (ueJlOCTb Jlyxa)’이었다 이것이 끼레예프스끼가 셀링의 사상을 수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젤링 사상의 울타리를 너머 독자적인 러시아 사상을 구축하 

고자 했던 그의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그의 러시아 철학의 펼요성에 대한 인 

식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었다. 1830년 끼레예프스끼는 '1829년 러시아 문 

학평론(0603peHlie pyCCKOH cJloBecHocTli1829 rO Jla)J 에서 “우리에게 철학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철학(Hawa 빼J10C。빼~)은 우리의 삶에서 발전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민족적이며 개인적인 생활양식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8) 물론 이러한 주장이 서유럽의 칠학적 토대가 불펼요하다 ‘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서유럽 철학의 수용 

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다 즉 서유럽 철학의 사상적 체계를 수용하면 

서도 서유럽과는 다른 러시아의 철학적 토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 그 

리고 그러한 러시아의 삶의 정신적 토대로서 정교회를 상정하였다. 끼레예프 

스끼는 독일 철학의 수용을 독자적인 러시아 철학을 창조하기 위한 첫 단계 

로서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에 독일 칠학이 뿌리내렬 수 없다고 

보았다. 플로로프스끼 (r. φJ10POBCKIi H)는 『러시아 신학의 길 (nyTb pyccKoro 

60rOC JlOB Ii~)J 에서 “러시아 철학은 독일 관념주의칠학의 토대 위에서 생겨났 

다 그러나 독일 관념주의철학을 수용한 것의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지 러시아철학의 탄생을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 며 슬라브애호주의 

의 사상적 독자성을 인정했다 49) 이와 동일하게 뿌스따르나꼬프도 슬라브애호 

주의와 유럽낭만주의를 유형학적 유사성 50)에서는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러시 

아 슬라브애호주의를 단지 유럽 낭만주의의 변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48) KHpeeBKH“, H.B. rKpHTHKa H 3CTeTHKaJj , C‘ 68 

49) φJ10pOBCKHil ， r. (1 937) r[JYTH pyccKoro 60rOCJlOBHJ/Jj , Oapml<b. C. 236 

50) 뿌스따르나꼬프는 독일 낭만주의와 유사한 슬라브애호주의의 성격적 특정을 반근대 
적 망향성 (aHTHMonepHHCTC Kall HanpaBJleHHocTb) , 전(前)산업화사회에 대한 이상향 

(μneaJlH3a l.(H Jl npeHHnycTpHaJlbHoro 06띠eCTBa) ， 합리 주의 에 대 한 적 대 감(Bpa:l<ne6HOCTb 

pal.(μOHaJlH3MY)등으로 보았다 목일 낭만주의와 슬라브애호주의의 특정인 합리주의 

에 대한 적대감은 유기체적 발전사상과 전통주의에 대한 향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와 긴밀한 내적 관련성을 낳게 하였다 뿌스따르나꼬프는 이러한 유형학적 유 

사성에서 슬라브애호주의와 독일 낭만주의를 동일하게 이해하지만 러시아 슬라브 

애호주의를 단지 독일 낭만주의의 변형 (pa3HOB뻐HOCTb)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 OYCTapHaKOB , Bφrlφμ'JlOCOrþHJ/ meJlJlHHra B POCCHHJj , C‘ 397 



슬라브애 호주의 의 사상적 기 원 263 

주장했다. 그는 유럽 낭만주의와 다른 슬라브애호주의의 독자성은 러시아 역 

사의 독특성과 러시아와 서유럽의 관계， 전형적인 러시아 문제들， 특히 정교 

회적 기독교 신앙의 측면들을 강조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슬라브애호주의 

자틀은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라는 텍스트 속에 독일의 철학적 사유를 도입하 

면서도 독자적인 러시아 철학을 창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초 

기부터 견지했던 것이다.51) 이러한 인식이 끼레예프스끼가 젤링철학을 수용하 

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철학을 구축하려는 열망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 결과로서 셀링의 신화와 계시칠학을 넘어 영혼의 총체성사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영혼의 총체성’ 이란 삶의 내적 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끼레예프스끼는 ‘영 

혼의 총체성’ 을 가리켜 모든 분리된 힘들이 하나의 살아있고 총체적인 정신 

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비기독교인의 지적능력， 도덕적이며 윤 

리적인 능력들은 상호간의 대립적으로 존재하며 인식의 파편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신앙적 사유의 주요한 특징은 영혼의 모든 분리된 부분들을 

하나의 힘으로， 존재의 내적 중심체로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성， 의지， 

감정과 양심， 홀륭하고 참된 것， 위대하고 소망스러운 것， 정의롭고 자비로운 

것 등 이러한 모든 정신의 내용을 하나의 살아있는 통일체로 응집시키며 최 

초의 분열되지 않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으로 회복시킨다고 보았다 52) 신앙 

적 사유덕분에 인간의 요구들이 고양되며， 선앙파 이성， 의지와 양심이 협력 

하고 이기심과 분열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블라고바는 끼레예프스끼의 이러한 시각은 셀링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 

적 시각， 총체성에 대한 사상， 동방 비잔틴의 교부학적 경향， 무엇보다도 사제 

막심의 사상적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오프티나 수도원의 고문서 

보관서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제 막심의 『고행록』 출판에 끼레예프스끼가 직 

접 참여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퍼) 사제 막심의 작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향한 영혼의 갈망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제 막심의 인간 영흔에 대한 열망이 끼레예프 

스끼의 영혼의 총체성사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51) nyCTapHaKOB, B φ 「φIfJ/Ocorþlf51 me,7J/IfHra B POCCIfIfJj , c. 398 

52) KHpeeBCKHH, H.B. r rTOJ/H. co6p, CO 'lJj . T. 1. c. 249 

53) 5끼arOBa ， T.H. rp0110Ha 'laJ/bHIfKμ CJTaB5IHOrþlfJ/bCTBaJj , c.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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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발리쓰끼의 언급대로 끼레예프스끼를 총체적으로 연구한 영국의 학 

자 란쓰(지aHU) 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란쓰도 끼레예프스끼의 총체성사상은 

동방교회의 교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서 

유럽의 스콜라주의자들과 다르게 동방 교부들은 인격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며 

우리의 이성적인 ‘나(51)’란 존재는 통일된 인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 

했다.펴) 

그러나 뿌스따르나꼬프는 끼레예프스끼의 총체성이론은 슬라브애호주의로 

경도되기 이전인 젊은 시절에 이미 형성되었던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력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총체성사상을 일생동안 간직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퍼) 동시에 그의 젊은 시젤에 형성되었던 사상을 동방 정교회 교부들의 

성서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즉 그의 주장은 영혼의 총 

체성의 사상적 맹아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력을 받은 젊은 시절에 형성된 

것이었지만 그것의 성숙은 동방 정교회 교부들의 성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결국 블라고바의 주장에 대한 부분적 수용이리고 

볼 수 있다 

끼레예프스끼에 의하면， 총체적 인격은 신앙과 이성의 일치가운데 존재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일치로 인하여 형이상학적이며 한계적인 특정을 지닌 논리 

적 사유로는 인식이 불가능했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졌다. 논리적인 사 

유란 단지 제한된 인식만을 가능하게 할 뿐이며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익한 곳 뿐 

만 아니라 악한 곳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는 독일철학의 인식론은 현실로부 

터의 단절을 펼연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논리적 이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 

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의 틀 속에 가두어 논다고 보았다. 호야꼬프에게 보낸 

펀지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논리적인 사유로 살면 

서， 우리는 집에서 살기보다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 설계도를 완성하고는 집 

을 다 지었다고 생각한다돼) 그는 합리주의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논리 

적인 사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간주한다는 점이다. 

54) Ba깨l{K씨 A ‘ 'B Kpyry KOHcepBaTHBHOμ yTonHH.; , c. 109 

55) nyCTapHaKOB, B.φ 「φ'H지'OCOIþHJ/ /UeJJ깨Hra B POCCHH.; , c. 413 

56) KHpeeBCKHH , I1 .B. 'no지H. co6p, CO 'l.; . T. l. c.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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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는 인식의 해석에서 다른 존재론적 시각을 제시했다. 즉 인식의 

시작은 사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실과의 연합은 

사유의 기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격의 기능(iþYHKUH.5I ]]WlHOCTH)이다 본성상 

인간에게는 신과의 근원적인 판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의 기능이며， 따라서 현실과의 연합은 단지 신자들의 사유에서 

만 가능한 것이다. “자유로울수록， 신자들의 이성이 더욱 진실될수록， 그는 더 

욱 완전하고 올바르게 신의 진리를 향해 노력한다"57) 끼레예프스끼는 형이상 

학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죄의 결과로 나타난 총체성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보았다 그의 인간 타락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주제는 악에 대한 

인간 타락보다는 성화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즉 그는 모든 저속 

하고 부족한 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853년 

8월 28일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인간이 항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의무인가를 기억하고자 노력한다면， 교 

정해야할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상실된 총체성의 길을 극복 

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 인간의 삶은 어떤 의미도 

없으며 그의 이성은 계산기가 될 것이며， 가슴은 우연한 바람에 소리나는 생 

기 없는 악기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어떠한 행동도 도덕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 이것은 그의 믿음이다 "58) 

그의 철학 논문들에는 존재론적이며 실존주의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상실된 

총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힘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의 창조 

물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최초의 근원자에 대한 열망과 같이 신에 대한 사 

랑을 갖고 있다. 분열， 이기섬， 붕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며， 

죄로 인해 신과 인간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사랑이라는 기 

독교적 교리는 끼레예프스끼의 종교철학의 토대였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 속에서 인간은 선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로서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 

이 사랑의 문제는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 사상가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운데 하나였다 호야꼬프에 관한 논문에서 로자노프는 다음과 같이 적 

57) KHpeeBCKH꺼I1.B. rKpHTHKa H 3CTeTHKa; , C. 317 

58) KHpeeBCK써， 11.B. fnOJlH. co6p. co t{Jj T. 1. c.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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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에서 사랑은 서유럽의 사상가들보다 더 슬라브애 

호주의자들에게서 믿음의 본질로서 이해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에는 사랑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호야꼬프의 사랑의 메 

시지는 도스또예프스끼와 똘스또이에게서 나타나는 러시아 사상의 인간애적 

전통과 갚은 관련을 맺고 있다 "59) 

호야꼬프는 진리란 사랑으로 연합된 사유의 총체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사랑은 인식론적 기준이며， 교회 60)는 진리를 인식하는 참된 유기 

체다 이 유기체는 자유와 통일이라는 양면성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곳이다. 

이것이 정교회사상의 핵심적 종교관이라고 표현하는 호야꼬프의 소보르노스 

찌 6])이다 세르게이 볼가꼬프는 소보르노스찌를 가리켜 ‘정교회의 혼’62)이라고 

59) P03aHoB, B.B. (1989) “AJJeceií CTenaHOBH'I XOMlI KOB. K 50-JJeTHIO CO llHlI KOH니HHbl ero I!, 

f퍼eCTHHK MOCKOBCKoro YHHBepcHTeTa. CepHH 7 φMπOCOrpHH.J , No.4, c. 85 

60) 호야꼬프는 비사제출신으로서 정교회 신학을 정 립한 철저한 러시아 정교회신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관이 당시 정교회 종교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 

한 이유는 그의 교회관속에 내포된 러시아 정교회의 권위주의적 계급 절서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 교회의 어떤 책임자도， 영적이건 세속적이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요，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교회는 권위가 아니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권위가 아니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권위란 단지 외적인 

것에 볼과한 것이다 " 5epll꺼eB ， H.A. TAJleKCeH CTerraHOB때 XOM5IKOB.J , pp. 78-79 

61) 소보르노스찌는 슬라므애호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호야꼬프가 정리한 러시아 

정교회사상이다. C060pHOCTb라는 개념은 러시아어의 ‘집회’， ‘모임’을 의미하는 co6paHHe 

에서 유래하였다 co6paHHe라는 단어는 K때OJJH'IeCKHií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그리스어로 ‘kathol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Bceo때써전체의， 보편 

적인’ 뜻을 갖고 있다 즉 C060PHOCTb란 ‘조화(harmony) ’， 혹은 ‘일치， 전원 합의 

(unanimity) ’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서유럽 기독교， 즉 카톨릭과 신교의 대럽개 

념으로 러시아 정교회 사상을 응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카톨릭을 자유 없는 통 

일의 정신(ellHHCTBO 6e3 cBo6011bI) , 신교를 통일 없는 자유의 정신(cBo6011a 6e3 

e띠HCTBa)으로 규정한다면， 러시아 정교회는 자유와 통일의 양면성을 소유한 소보 

르노스찌라고 보았다 호야꼬프의 소보르노스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5JJarOBa, TJl. (1 994) “C060pHOCTb KaK φHJJOC때CKall KaTerop때 Y A.C. XOMlIKoBa" , 

TCJlaB5IHOφH刀bCTBO H COBpeMeHHOCTb.J , CaHKT-neTep6ypr, C. 177-91. / / 5JJarOBa, T. 

11.(995) rp0i10Ha 'laJlbHKH CJl8. BHHO뼈'JlbCTB8..J , MOCKBa. C. 48-94. // Xopyll<깨， C.C.(1994) 

“XOMlI KOB H np“HUHO C060PHOCTH" rrTocπB rrepepUBa. rTym pyCCKOH rpHJlOCOφν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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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소보르노스찌 63)를 정교회의 핵심 사상으로 강조 

한 이유는 서유럽의 역사 · 문화적 위기에 대한 반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즉 

서유럽의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러시아의 농민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집단주의 (KO]])]eKTHBμ3M) 정선을 소보르노스찌와 관련시킨 것에 

연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교회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종교사상은 신자들의 유기체64)인 정교회의 교회 안에서 완성되었다. 

‘영혼의 총체성’ 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끼레예프스끼는 내적， 외적 인간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내적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능력 

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며 죄와 수치심을 느끼며 미를 공감하고 느낄 수 있 

는 능력을 가진자를 말한다. 외적 인간은 현대 사회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여 

내면과 외적인 삶이 상호 모순되며 이 양자간의 분열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 

을 가리킨다. 이러한 외적 인간을 가리켜 그는 유럽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의 

CaHKT -neTep6ypr , c , 17-32 ν BaJIHUK써， A ， (1992) rCJ1dBJlH，때HJ1bCTBO H 3dndßHH~eCTBO 

KOHcepBdTHBHdJl H 까f6epdJ1bHdJl yTonμJlJj , M, BbIn, 2, 

62) “C060pHocTb-~yma npaBOCJIaBI깨 ’ EiyJIraKOB. C.(1990 rf7pdBOCJ1dBHeJ , MOCKBa , C. 145 

63) 샤뽀쉬니꼬프(J1.E. WanomHHKoB)는 「초기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세계관속에 나타난 

소보프노스찌 사상(Y4eHHe 0 C060pHOCTH B B033peHH~X paHHHX CJIaB~HO빠!JIOB)J 에 서 

소보르노스찌사상도 셀링의 사상적 유산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물과 현상이 통일성을 향해 나아 

갈수록， 더욱 완전해지는 반면， 통얼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다시 본래의 통얼체로 회 

귀하려고 노력한다”는 셀링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소보르노스찌사상에 대한 셀령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즉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성은 통일성에서 유 

래한 것이며 바로 그 통일성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WanomHHKOB, 끼 

E.(l990) “Y4eHHe 0 C060PHOCTH B B033peHH!!X paHHHX CJIaB!!HoqIHJIOB", r，φ'HJIOCOφCKHe 

HdyKH.; , No,10, c. 41 

64) 여기서 조직체 (opraHH3a뻐!!)라는 용어보다 유기체 (opraHH3M)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은 호야꼬프가 볼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각 개인이 하나로 통일된 살아있는 유기 

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소보르노스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즉 소보르노스찌는 단순한 monolith가 아니라 umon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관은 「교회는 하나다(UepKOBb O~Ha) J 라는 그의 논문에 

서 나타난 중심사상이다. 더 나아가 호야꼬프의 유기체로서의 교회， 하나로서의 교 

회， 통일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염은 온 우주의 통일체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 

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서선에 나타난 성 

서 적 교 회 관에 기 인 한 것 이 다 Christoff, Peter K rAn Introduction to 

Nineteenth-century Russian Slavophilism.; , pp. 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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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라고 보았다 1852년 『모스크바 선집 (MOCKoscn써 C60pHHK)~ 에 게재된 그 

의 대표작인 「유럽 계몽의 성격과 랴시아 계몽과의 관계에 대하여 (0 XapaKTepe 

npocse띠eHHíI ESpOTIbI H 0 ero OTHOmeH싸i K npocse띠eHHIO POCCHH) J 에서 다음과 같 

이 적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가슴의 한 구석에는 종교적 감정이 자리잡고 있고， 다른 

한 구속에는 이성의 힘과 세속적 일에 대한 염망이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 

에는 감각적인 위안에 대한 엽망， 네 번째는 도덕적이며 가정적인 애정이，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욕밍， 여섯 번째에는 우아하며 예술석인 

탐닉이 자리잡고 있다 "651 

유럽인에 대한 그의 이러한 묘사는 영혼과 사유의 분열， 국가와 사회， 계층 

간， 가족법과 의무 등의 분열로 인하여 상호연합과 조화에 도달할 수 없는 파 

편화된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661 끼레예프스끼는 계속해서 

유럽인을 극장에 구경온 관객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정을 느끼지만 무엇에 대 

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통하거나 불안을 느낄 펼요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유럽인들의 형상을 외적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그 

들은 서로 다른 내적 열망으로 인하여 분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일반적인 유럽인들은 영원히 공허한 연극과 현실과 무대가 유리된 삶 

을 준비하는 인간과 같다 유럽인들은 정교회적 세계의 전통 속에서 교육받 

은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모든 화려한 삶의 조건 하에서， 외적인 완전함과 

편리함 속에서 내적 의미와 내적 삶의 안정을 상실하였다. 궁극적인 것을 향 

한 추구를 거절하고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는 유럽인들은 거의 자 

신들의 도덕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끼레예프스끼는 “유럽인틀은 거만하게 

65) KHpeeSKHH, I1.B. rH36paHHble CTarbH.Jj , C. 229 

66) 끼레예프스끼가 묘사한 서유럽의 분열된 인간의 내적 모습은 1860년대에 후기 슬 
라브애호주의자라고 불려지는 도스또예프스끼에게서 새롭게 재현된다 그는 〈죄 

와 별〉 에서 자신의 이념과 논리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한 서구인의 궁극적인 종착 

점이 결국 내적 분열이라는 사실을 라스꼬리니꼬프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즉 분 

열된 유럽과 유럽인으로서 라스꼬리니꼬프를， 그를 회개의 킬로 인도하는 소냐를 

러시아의 정교회， 혹은 그리스도로 대비시킴으로서 파편화된 유럽을 구원할 수 있 

는 길은 러시아의 정교회에 있다는 슬라브애호주의의 시각이 도스또예프스끼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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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치며 자신과 타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있다. 양심은 평안하며， 하 

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고 외치는 바리새인과 같다“고 적고 있다 57)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개인과 사회， 실제 삶과 사변적인 것， 예술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내적인 존재와 외적인 존재와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 왔 

으며 이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열망과 지혜로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 1850년대에 유럽인들에 대한 끼레예프스끼의 이와 같은 묘사는 사실 놀라 

운 것이다. 1850년대 유럽인들의 사회적 · 심리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21세기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끼레예프스끼의 이러한 사상적 유산은 로스끼 (H. )]OCCKI깨)가 그의 

『러시아 철학사(I1CTOPIIR pyCCKOη 뼈JlOCO빼11) J 에서 지적하였듯이 솔로비요프 

(B. COJlOBbeB) 의 『삶의 종교적 토대 (PeJlllr l103Hble OCHOBbI 째3HII) J , 플로렌스 

끼 (n φJlOpeHCKllfi) 의 『진 리 의 이 정 표와 주장(CTOJl TI 11 YTBep*ßeHlle IICTIIHhl)j , 

볼가꼬프(C. 5yraKOB)의 『철학의 비극(Tpareß깨 빼JlOCO!þ써 )j , 로스끼의 『가 

치와 존재 (UeHHOCTb 11 cymecTBOBaHlle)j 등 속에 나타나는 러시아의 지적 전통 

과 종교철학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 68) 

5. 맺는 말 

끼레예프스끼의 서유렵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으로서 제시된 

종교철학은 셀링의 사상적 영향력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총체성’ 이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에게 진 빚을 갚 

고자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레예프스끼가 서유럽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책 

으로 제시한 러시아 정교회가 서유럽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끼레예프스끼의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희망은 비소유파의 대부격인 닐 소르스끼 (HIIJl COpC써fi)59)의 사상적 유산에 기 

67) KllpeeBC l<1Iκ H.B. I nOJ/H. co6p. CO l.fJj . T‘ 1. c. 216 

68) J1oCC l<lIii , H.o.0991l r /fCTOpH.II pyCCKOH rþH.π'OCOrþHHJj , MO Cl< Ba, C 23-24 

69) 딜 소르스끼는 모스크바에서 마이꼬프라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수도승으로 
부름을 받고 끼릴로 · 벨라제프스끼 수도원에 입문했다 수도승으로서 콘스탄티노 

폴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신비주의적 명상을 강조하는 ‘이스하즘(평온의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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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동방 정교회의 본산지인 비잔틴의 아폰에서 

유래한 ‘이스하즘(lICXa3M)’에 근거하였다. 물론 러시아 역사에서 닐 소르스끼 

의 비소유파적 전통이 계승됐다면 끼레예프스끼의 주장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된다. 그러나 1120세기 러시아 정교회사(PyccKa~ npaBOCnaBHa~ ~epKOBb B 

XX BeKe)j 를 쓴 우크라이나 태생의 카나다 학자인 뽀스뺑로프스끼 (ll.B. 

nOcnenbnOBCKl때의 지적대로 러시아 정교회의 비극은 소유파의 비소유파에 대 

한 승리에 적지 않은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파의 비소유파에 

대한 승리는 러시아 정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 교회의 의식 

화와 형식화를 가속화 시켜주었다 70) 이러한 러시아 정교회의 세속화된 모습 

틀은 러시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이 

활동했던 니콜라이 1세 시대 때에도 변함없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릅 접하게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후 볼가강(소라강Ha peKe Cope) 맞은편 끼 

릴로 · 밸라제르스끼 (KHPHJlJlO→ 5e Jl03epCKHìi) 수도원에서 8km 떨어진 숲 속에서 은 

둔생활을 시작했다 그틀 쫓아 볼가강유역에 암자를 짓고 은둔생활을 시작한 수도 

승듣이 생겨났다 이들을 가리켜 “볼가강 유역의 은둔자들(3aBOJ]:l(CKHe CTapl1b1)"들 

이라고 불렀다 

님 소르스끼의 주장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다 그는 교회의 개혁， 특히 수도원의 

개혁옹 주장하면서 수도원의 지나친 토지소유플 비판했다 나아가 수도승들의 존 

재목적은 급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통해 내적 거푹함과 인격의 도덕적 완산함 

(HpaSCTseHHoe cOSepWeHCTBOSaHHe Jl써HOCTH)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플 위해 가장 금해야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즉 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인 'CT lI:!<aHHe’와 물질에 대한 무소유라는 

의 미 의 ‘HeCTlI:I<aHHe’에 근거 하여 소유파는 CTlI:I< aTe뻐CTB。라고 부르고， 비 소유파는 

HeCTlI:I<aTeJlbCTBO라고 부프게 됐다 ) 즉 사제틀의 검소함을 강조하면서 단지 사제들 

이 거하는 은자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건측에 있어서도 은이나 금과 같은 화려한 

것으로 교회를 장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내적인 거룩함 없이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으며 사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건에 이르는 거룩 

함이라는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묵상과 내면의 정신적인 빛， 도녁적 완성을 향 

한 내적인 노력을 통해 거룩함에 도달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사제들의 외적인 의 

식과 율볍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엿보다도 

사제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내적 경건함에 이는 것이라고 보았 

다 MaKapHìi.(996) rffCTOpHfI pyCCKOμ UepKBHJ , MOCKBa. T. 4 니 1, c. 248-49 // 

KOCTOMapOB , HJI. 0 998) 머'yccKafl HCTOpHfI B )/(H3HeOfTHCaHμ'f1X ee rJTaBHeHU1HX IJeflTeπeψ , 
MOCKsa. c. 394-407 

70) nOC[]eJlOBCK싸i ， n.B , (995) rpYCCK i1f1 fTp i1 BOCJTi1 BHi1f1 uepKOBb B XX BeKe~ , MocKBa , 

C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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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는 

가. 그들이 정말 그러한 희망을 러시아 정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 명확한 대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끼레예프스끼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유럽 합리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낙관적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서술보다는 서유럽 

합리주의와 카톨릭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서 반대급부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의 

순수성과 진실성， 내적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유럽 기 

독교에 대한 비판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순수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 

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낙관적 희망의 부재와 서유럽 기독교 

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바로 그의 글 속에서 풍기는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콜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갖고 있던 내적 부패와 세속화에 대한 현실 

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소망하는 목적에 대한 성취는 러시아의 정신적 힘이 아직 소진하지 않았 

을 때， 러시아의 정선에 대한 믿음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여기서 반복 

되는 “아직 . 때 (nOKa e ll\e)" 라는 표현의 반복은 인류를 구원할 러시아익 정신적 

힘에 대한 가능성이 사설상 거의 상실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에서 나 

온 것이다 즉 러시아의 마지막 가능성이 영원허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염세주의적 경 

향은 발리쓰끼의 지적대로 끼레예프스끼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에 

대한 열망이나 인류를 구원할 종합적인 기독교 역사칠학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7lJ 베르자예프도 『호마꼬 

프』 에서 발리쓰끼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슬라브애호 

주의사상 속에서 예언자적인 혹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결핍되어있다는 느낌 

을 받게 된다 ..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에는 천년왕국도， 묵시록적 계시도， 예언 

도 없다. 다만 성소나 사제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72) 

또한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사상의 이분법적 대립개념은 서유럽 기독교를 

마치 악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절대선으로 인식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71) Ball때K째， A. rB Kpyry KOHCepBa THBHOií yTonHJj , C. 104-06 

72) 5eplllleB , H A rAJleKceií CTenaHOBHtf XOM5IKOBJj , c.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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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기독교에도， 러시아 정교회에도 악과 선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 

다. 때문에 선과 악의 절대적인 대립개념으로 각 문화와 문명을 파악한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유형이 러시아 문화기호학자인 로트만73)의 지적대로 전형적인 

러시아적 사고유형인 것이다. 타협과 중용을 거부하고 절대적 획일화를 요구 

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개념을 가리켜 베르자예프는 러시아인의 극단성 

([]OJUIPHOCTb) 이라고 표현했다 74) 끼레예프스끼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애호주의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러시아의 독자성은 바로 사상의 내용보다도 이분법 

적 사고개념이라는 사유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시 말해 끼 

레예프스끼와 같은 슬라브애호주의자들의 사상은 전형적인 러시아의 종교적 

사유 형식의 터 위에 셀링을 중심으로 한 독일 낭만주의 사상을 수용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73) 로트만은 「러시아문화의 역학에 있어서 이원적 모델의 역할」 이라는 논문에서 옛 
것과 새것， 선과 악，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둠，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교와 기독교，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 러시아와 서구， 지식과 

무지 등으로 대립되는 이원론적 사고 개념이 러시아 문화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서유럽 차톨릭에서 존재하는 연옥의 개념이 러 

시아 정교회에 부재함으로써 종교적 중립지대를 알지 못하는 러시아인들에게 극단 

적 세계관을 갖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로트만 · 우스펜스끼 · 리하초프 

(993) , 이인영엮음 r러시아 긴호학의 이해Jj , 민음사， 44-96쪽 

74) 5epLl5l eB, H,A, rpyccKaJf HJ1eJf, OCHOBHble np06J7eMbl pyCCKOμ MblCJ7H XIX BeKa H Ha <.faJ7a 

XX BeKaJj , c ,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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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KlMe 

Hlle낀Hye UCTOKU CRaB~HO~URhCTBa 

HaM, CYK-ll:t<y 

HCTOKH CnaB~HO~HnbCTBa 6hlnH CB~3aHhl C HaUHOHanH3MOM, npOHCXOnHB빠1M B 

EBpone nocne OTe4eCTBeHHof! BOf!HhI 1812. B 3TOf! CTaTbH aBTOp ynemn BHHMaHμe 

Hne인Hhle OTHOIlI eHH~ MelKny pyCCKHM cnaB~HO~HnbCTBOM H HeMeUKHM pOMaHTH3MOM. 

Oc06eHHO, aBTOp mITanc~ aHanH3HpOBaTb HX cxonCTBO H pa3HHUY, Hne다HylO 

ca~106hITHOCTb cnaB~HO~HnbCTBa. Bo BTOpOf! rnaBe paCO!aTpHBaeTC꺼 npOHHKHOBeHHe 

IlI ennHHrOBO꺼 @“nOCO~HH B Pocc에D H ponb (06mecTBo nI0 60MynpH~} , cnoc06CT • 

BOBaBIlIee pa3BHTHIO H pacnpOCTpaHeHHIO HeMeUKO낀 HneanHCTH4ecKof! ~Hnoco~싸I B 

POCCμ10 ， B 4aCTHOCT“, ~Hnoco~HH reren~ H illennHHra. 

B TpeTbH rnaBe ynen~eTC~ BHHMaHHe KpHTHKa KHpeeBcKoro H illennHHra Ha 

eBpone꺼CKH꺼 paUHOHanH3M. OTpHuaTenbHa~ ~HnOCO~H~ illennHHra H nOHHMaHHe Han 

orpaHH니eHHeM pa3yMa KHpeeBCKoro 6hlnH cxonHhlMH B c~epe C03HaHH~ npenena 

eBponef! cKo f! paUHOHanHCTH4ecKo f! 때R지OCO~HH. OHH C4HTanH, 4TO pa3yM npHBonHT 

4enOBeKa B Bxon xpaMa MynpocTH, HO nepen BXOnOM xpaMa OH 60nbIlIe He MOlKeT 

nOM04b 4enoBeKy BOf! TH B caMO찌 xpaM MYnpOCTH. 3TO ~CHO nOKa3bIBaeT orpaHH4eHHe 

pa3yMa. 

B 4eTBepTO찌 rnaBe nOKa3bIBaeTC~ pe깨rH03Ha~ ~Hnoco~H~ illennHHra H KHpeeBcKoro , 

oc06eHHO 때HnOCO~H~ uenbHOCTH nyxa KHpeeBCKoro. npH 3TOM aBTOp paCCMaTpHBan 

CB~3b 빼noco빼H uenbHOCTH nyxa KHpeeBCKoro CO C060pHOCTblO XO~KoBa ， KOTopa~ 

6blna nyIlIa npaBacnaBH~ no cnOBOM Cep. 5yraKoBa. B 3TOf! r naBe cpaBHHBa애TC~ 

B3rn~nhI pa3Hh~ HccnenOBaTenef! Ha HCTOKH cnaB~Ho~HnbcTBa B OTHOIlIeHH~X BnH~HH~ 

HeMeUKoro pOMaT“3Ma H MbICnH npaBocnaBHblX CB~TbIX OTu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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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aKJII01.{eHHe aBTOp npHWeJl K BbIBOLlY, 1.{TO CJlaBJ'IHoiþHJlbCTBO npHHJ'IJlO HeMeUKytO 

iþHJlOCOiþHIO, OC06eHHO iþHJlOCOiþHIO lIle JlJlHHra Ha paMKe pyCCKOH TpaLlHUHOHHOH 

npaBOC JlaBHOH MbIC J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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