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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문학 • 사회과학의 동향 0985-2聊년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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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필자들은 1985년에서 2000 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주요 인문학 · 사
회과학 학술지에 실린 글들을 검토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러시아 인

문학 및 사회과학계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기간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구
(흙) 소련 공산당 서기장 취임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사회의 광범한 체제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잘 알려진

대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

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는 소련을
구성하던 열다섯 개 공화국이

각기

독자적인 주권국으로 분리되고 독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열다섯 개의 독립 국가들은 체제의 전반적이고도 심층적

인 전환을 겪게 되었다. 이 같은 전환과정은 나라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어서，
이를테면 발트 해 연안 3 국처럼 서구적 질서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기를 자정

하여 비교적 큰 무리 없이 그 같은 전환을 겪고 있는 사회들이 있는가 하면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봉건적 족장체제로의 회귀를 방불케 하는 통치자 개인숭

배 정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적어도

* 이 논문은 2001 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 한정숙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연구책임자)，
교수(공동연구원). 최우익

연구되었읍. (KRF 때l용&Bl(뼈)

박원용

부경대학교 사학과

국제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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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소련과 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식 이념으로 하면서

공산당의 단

독통치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거대한 변혁 과정 속

에서 각 나라들마다 새로운 사회적 좌표를 모색하고 이념적 지향성을 정립한
다는 과제에 직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공식적 후계국가로 인정되고 있

는 러시아 연방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체제의 전면적 전환과정에서 인문학 · 사회과학계의 학문적 경향 또
한 크나큰 변화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소련 시절에는 모든 학
문 분야가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인문학 및 사회
과학은 지배이념의 유지 · 보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 학문적 지평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두리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가 펙 어려웠다. 물론， 그렇지
는 하였다. 연구자들은 비(非)마르크스주의적， 비정통적

테

않은 경우도 있기

이론， 사상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명분 아래 금지된 텍스트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론，
사상을 표면적으로는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향 아래 자신들의 지적 작업
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공식적 학술지의 지면에 발표

되 는 경 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았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이후에도 한 동안은 이 기조가 유지되었다. 페레스

트로이카는 ‘레닌주의로의 회귀를 통한 사회주의 개혁’의 기획으로 시작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개혁의 성격을 띤 것이었던 데

다가， 이른바 공개(글라스노스트)의

거리낌

원칙 하에서 소련 역사， 소련체제에

없는 공개적 자기비판도 허용하였다

이

정책의

의도되지

대한

않은， 그러

나 불가피한 결과로 1988 년 말， 89 년 초부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비
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러한 탈

(脫)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경향은 조금씩 강화되어 갔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자 인문사회과학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적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비교적 명백한 단일 목표를 가지
고 있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는 달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에서

문학， 사회과학 종사자틀의 논의는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인

단

순화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일반화를 시도한다면 이들의 지적 경향은 크게 몇
갈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1)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유지하면서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를 새로 다듬어 내려는 경향，

2)

변화된
네오 친

체채전환기 러시아 인문학

• 사회과학의

슬라브주의적 입장 혹은 러시아 민족주의적 경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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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방의 비(非)마르크스주

의 학문의 다양한 조류를 소개하고 수용하려는 경향 등이다. 이들 경향은 각
기

극단적인 조류， 온건한 조류， 절충론 등등 다양한 세부경향들로 나눌 수

있고 각 경향들이 교차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개관하
는 것은 현재 러시아 지식인들이 사회적 담론을 어떠한 수위에서 어떠한 방
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초 작업이다

필자들은 분야에 따라 16년 -18 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
야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개별

학문분과별로 몇

이

차례

작업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이후 한국에서도
진행되었거니와)) 한 편의

글에서

여러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그 자체로는 포괄적인 일반화라는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로 특징적인 모습들만을 소개
하고，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각 분야 연구자들이 개별 분과학문의 구
체적인 작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좀더 큰 중점을

두었다

각 분야별 담당자와 분야별로 검토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철 학 . 한정숙~철학의 제문제 (BonpOCbI 빼JIOCO빼H)~

역사학 , 박원용~역사의 제문제 (Bonpo CbI HCTOp써)~，

『조국의 역사 (OTe4eCT8eHHa~ HCTOpH~)~ ，
『 역 사사료(YlCT04H I1 K) ~

정 치 학 . 박원용~정 치 학 연구
사회 학

(nOJI I1 T I1 4eCK l1 e

I1CCJIen08aHI쩌)~

최 우익~사회 학 연구 (c。띠 OJIOr l1 4eCK I1 e I1CCJIen08aHI쩌)~

1) 각 분야별로 국내 학계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저자 가나다순)
권희영 (990) “페레스트로이카와 볼세비키

언(1 989) “소련 및 동구연구 현황

역사의

재해석

용 (2002) “사회주의 몰락이후 러시아혁명 해석의 흐름

준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F 역샤비평dJ， 봄호; 문수

F 한국공산권 연구백서1I， 한국공산권연구회; 박원

소련학의 경우

F 역사와 경계dJ， 42권， 장덕

F 한국과 국제정치dJ， 제 13권 1 호; 정한구

(1 993) “국내 러시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권， 정한구 (1996 년) “러시아 연구· 사회과학부문

용출 (996) “소련

· 동구지역 연구현황

F슬라브학보 dJ， 제 8

F지역연구 누스레 fill ， 1-3 월; 하

F 한궁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dJ， 서울대학

교 지역종합연구소; 한정숙 (199 1) “볼셰비키 혁명사가 크게 수정되고 있다
비평j}， 봄호， 한정숙(1 996) “혼미한 시대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
역사학의 몇몇 경향

F 역사비평j}， 봄호

-

F 역사

1990년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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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최우익

2.

w 경제의 제문제 (BonpOChl 3KOHOMHKH)J

철학

철학 분야에서는 1985 년 1 월호부터 2000 년 12 월호까지『철학의 제문제』지에

설린 글들의 주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러시아 철학계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w 철학의

제문제』지는 소련학술원 (AKalleM재 HayK CCCP , AH CCCP) 산하

기간이다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학술원 (POCO깨CKaR aKBlleMHR HayK , PAH) 소
속이 된 철학연구소(I1HCTHTyT 빼)]OCO빼H) 의 기관지로서 매탈 간행된다.
이 학술지는 좁은 의미의

철학분야 논문 뿐 아니라 문학， 미학， 역사， 언어

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통합학문 방법론 등등 실로 모든 학문분야에 관한 이
론적， 방법론적 성찰과 현실문제에 대한 탐색작업의 결과까지 광범하게 수록
하고 있어 그야말로 소련 러시아 학계의
(portal site) 과도 같은 구실을 한다

담론 주도자들의

인식의

지평

다시 말해 이 학술지는 소련-러시아 사회

및 관심의

수 있다. 펼자는 철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능력 밖의

일이므로 이는 시도하지

주제선택 방향， 펼자선정 방향에서의

전반적 동향 고찰을 위한 입구 지면

전반적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철학적 내용의 분석， 평가는 전혀

않았다. 다만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 지식인 사회

의 관섣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번역논

문 포함) , 원탁토론， 인터뷰， 회고록 등이며 서평， 독자 반응， 공지사항， 해외학
계 동향 소개는 제외하였다 2)

2. 1.

1985-1991 년

소련 시대에는 학문 활동 전반이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특
히 인간의 의식， 이념과 직접 관련된 분야인 철학은 이데올로기

전선의 최전

방에 놓여 있었고， 공산당의 공식 이 데올로기 노선에 충실해야 된다는 요청을

2)

철학분야의 동향 분석을 위해 고찰된 논문， 번역， 회상， 원탁토론， 대담 등의 제목
과 「철학의 제문제J 지의 게재호수는 본문 가운데 한글 번역으로 기재하였다. 따라
서 이들 문건들에 대한 별도의 각주논 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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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 철학계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연구 분
야 또한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공산당 서기장 취임과 이에 따

른 개혁정책 시작 이후에도 『철학의

제문제』지가 소련공산당의

노선에 충실

한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다철학의 제문제」지 1985 년 4 월
호에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새로 취임한 고르바초프에

대한 소개의

글과

그의 연설문， 당중앙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한 공지문， 당중앙위원회 · 최고회의
간부회의 · 내각 공동명의의

담화문이

게재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1985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속화 (YCKopeHH리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었던
만큼 1985 년 3 월 이후 『철학의 제문제』지에는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론적 분야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
론적 · 정치적 지도자들의 사상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주를 이루었고 제정 러
시아 시대의 사상사에 대한 논의가 간혹 게재되곤 하였다. 자연과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자주 설렸는데

이들 논의가 실리는 난은 변증법적 유물

론과 자연과학이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었다. 비(非)사회주의권 사회의
은 현대 부르주아 철학 비판이라는 제목의

외국철학이라는 난이 마련되어

난에서

소개되었지만， 이

있어서 서구의 고대 · 현대 철학에

철학

외에도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1986 년 27 차 소련 공산당 대회를 통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사회
주의의

개역

곧

페레스트로이차 (rrepeCTpofiKa) 라는

포괄적

명칭이

부여되자，

이 학술지에서는 거의 매호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와 방법， 내용에 대한 논의
가 첫머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87 년은 『철학의 제문제』지가 소련공산당
의 개혁정책과 직결된 이론적 정책적 내용(사회주의 완성에서의 인간적 요인
의 문제， 독립채산제 등)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시기였고， 전반적으로 페
레스트로이카 시기에는 소유제도의

문제， 사회주의적

정의와 법치국가의

제， 대외정책에서의 ‘새로운 사고’ 등에 관한 글들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문

1988

년에는 소련시대사 재평가， 공산당사 재평가와 관련한 글들이 게재되었다. 레

닌을 제외한 볼셰비키 지도자 가운데 이 시기에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
던 니콜라이 부하린에 대한 글들도 여러 편 게재되었다.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따라 공산당의 사상통제， 정보통제가 현저히 완화되기
는 하였지만 적어도 1988 년 전반까지 공식학계의 담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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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무오류성을， 현실정치 해석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의 정당

성을 옹호하며 단지 “무엇이 정통이며 무엇이 이단인가”에 대한 논의를 재정
립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정
통 후계자에서

비정통으로 내몰리고 부하린이 잠시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이 시기 마르크스 레닌주의 논의의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사회

주의권 철학은 세계논리학 대회 발표논문， 쇼펜하우어 탄생 200주년 특집논문
등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지면상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8 년 중반 이후에는 소련철학계가 심각한 전환국변을 맞게

되었

음을 지면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련 철학계는 변화되는 현실 앞에서 철
학이 란 도대체 무엇인가， 삶에 대해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과 공동체의 관계
는 어떠한 것인가， 러시아 철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사회주의의 기본

관념 등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모색을 위
하여

빈번하게 이용된 것은 이른바 “원탁토론 "(Kpyr Jlbl때 CTO Jl)'’ 형태의

집단적

토론이었다. 원탁토론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이후 수많은 인문사회과학 분
야 학술지， 문예지에서

자주 등장한 논의

형태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개혁이

라는 포괄적인 과제 앞에서 단일한 개인의 지적 작업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의 제기， 분석， 해답의 모색을 공동으로 추구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집단적인 지적 작엽을 중시하던 사회주의 사회의

전반

적인 특정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개인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문
제를 제기하였다가 탄압을 받고 학문적 성과의 발표를 금지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과거 소련 체제 하에서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원탁토론은 민감한 문
제는 논의하되

을 것이다

개인적

탄압은 막기

위한 연대보증의

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

이런저런 이유로 원탁토론은 『철학의 제문제』지에서도 대단히 즐

겨 이용되었다. 1988 년 제 9호의 경우， 전체 170 여 쪽의 지면 가운데 몇 편의
짤막한 서적 소개， 서평을 제외하고 140쪽 가까운 지면이 원탁토론(“사회주의
하 민족관계의

이론과 실천의

철학적

쟁점". “러시아 철학사 및

문화연구의

쟁점")에 할애되고 있다. 원탁토론을 통한 문제제기와 논의는 90 년대를 지나
2000 년대에 들어서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심각한 난조를 드러내는 1989 년부터 『철학의
제』지의

수록논문들은 주제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드러냈다. 스탈린

제문

처l 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수록되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 이 학술지의 지면
을 크게

점했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한 비슷비슷한 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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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글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에른스트 겔너나 스
티븐 코엔，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구미권 학자들의 논문이 번역되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같은 사상가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소련학
계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반동적”인 인물로서 “부르주아” 철학 비판의

관

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용이나 되었을 법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대중의 봉기』
가운데

일부가 그대로 번역

전재되기에

이르렀다 0989 년 3 월， 4 월호) 1989 년

10 월호의 원탁토론은 “사회구성체인가 문명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

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말기의 소련 지식인들은 이제 역사， 사회과학의 기

본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적

단계론， 사회구성체론을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문명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문

명인가， 사회구성체-단계론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후 여러 차례 개별논문의 형

태로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1990 년 1 월호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포스트마르
크스주의로”라는 스토야노비치의 논문이 번역
“마트크스주의는 죽었는가”라는 상징적인

전재되었고 10월호에는 드디어

제목의

원탁토론 녹취록이

수록되

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천명된 지 4 년 전후한 기간에 소련 지식인들의
세계관에서

일어난 심각한 동요가 공개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

주의가 소련 지식인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포기된 것은 아니나， 1989-90년에는
적어도『철학의

제문저1 ~필진들은 전반적으로 비마르크스주의

철학 쪽에

훨씬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 소홀함에서 빚어진 지체를 만회하려는 듯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예를

들어

종교와 도덕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훨씬 균형

잡힌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종교는 전투적 무신론의 관점에서만 고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충분히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서， 때로는 인간

영혼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시지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수반한 논문(1 989 년 1 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발훼번역문(1 990

년 6 월)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와는 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레프 트로

쪼키의 글 “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1 990 년 12월)도 게재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1989 년 이후에는 소련 철학계에서 금기는 사라지고 거의 모든 주

제들이 논의될 수 있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소련 자체의 철학
전통 가운데서는 차아다예프를 제외하고는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와 알렉세
이 로세프가 이 무렵부터 소련철학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끌기 시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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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자들은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모
색함과 함께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

었다. 이는 이른바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상응
하여 『철학의 제문제』지에서는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였다.
과학기술혁명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지식사회학적

관섬과도

연결되었다 또한 과학기슬혁명은 컴퓨터화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으므로 컴

퓨터화， 정보화의 기술적， 사회적 문제가 자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련

철학계는 1985 년에서

1989-90-91 년에

이르는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 주제와 문제의식， 논의방식， 기본 패러다임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5 년에만 하더라도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한 어
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던 지변들이 1986 년이라는 모호
한 시기를 지나 1987 년과 88 년에는 사회주의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주의
에서의 새로운 정통의 모색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1989-90 년이 되면 마
르크스주의의

된 것이다

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사실상의

폐기)로

이어지게

이는 소련사회의 정치적 변화가 그만큼 빨랐던 데 따른 소련 철학

대응의

결과였다. 실제로는， 철학자들이 자생적인 문제의식에

패러다임변화를 주도한 것이
모습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아니라 현실의

위해

변화에

뒤따라가며

애쓰는 시기였다고 이

입각하여

당황스러운

시기를 평가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소련 정치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지식인들의 급진적 주장의 결
과가 아니었던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결정적 쇠퇴를 가져온 지식인들의 급진적 주장은 주로 『오가욕』， 『리

테라투프나야 가제타~，노브이
브레야』

미르』， 『모스코프스키에

등등 시사주간지나 문예지에

전문철학자들의

학술지에

학술논문의

정치， 사회평론의

노보스찌』， 『노보예
형태로 수록되었지，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페레스트로

이카의

철학자로 한동안 큰 관심을 끌었던

『철학의

제문제』지에는 어쩌다 원탁토론에

알렉산드르 찌프코 같은 인물도

등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대학교

수， 철학연구소 연구원 등 소련의 전문철학자들은 러시아 정치의 변화와 급진
적 정치평론가들이 형성한 지적 분위기의 변화를 뒤따라 잡으려 애쓰며 동시
에

이로부터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 (civil society) 의

담론영역에서

새로운 자기활동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
에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많은 전문철학자들은 현실의

변화를 주도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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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를 추종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자기영역을 확보하려 드는 지식 노
동자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새로 섬기기 시작한 이

론적 신들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그
들이 서구의 학문경향에 대해서이건 러시아 철학 사상사 전통의 소산에 대해
서이건 근본적으로 대결하는 자세를 보이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것으
로 소개하고 수용하기에 바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2.

1992 년 -2000 년

1991 년 12 월 말 소련체제가 붕괴하고 러시아 연방이 본격적인 체제전환기
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철학계의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이제부터는 주제선택

이 더욱 다기화되었고 외형상으로도 논문작성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각주 다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 소련시대
에

『철학의

제문제』에

수록된 논문들은 주제가 마르크스주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석의 틀 자체를 이들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에서 구하고
자 함을 보여

주어야 했으며

논문 작성자 자신은 이에

공손한 금욕적 존재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해 부연 설명하는

마트크스-앵겔스 레닌의

인

용을 빼면 각주가 그리 엄밀하게 달리지 않은 경우들도 없지 않았다. 한국에
서는 이른바 논문식 글쓰기에

대한 반성이

심각하게

일고 있고 독창적 사고

는 없이 각주로 뒤덮인 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구 소련체제에서
는 이것과 정반대로 각주이전 단계적 논문이 독자들의

비판적 글읽기를 방해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치고 체제전환기를 맞이하면
서

러시아 철학계는 적어도 이

정적인

점에서는 명백한

•

펼자가 생각하기에는 긍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물론， 마르크스-앵겔스-레닌의 저작은 주

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인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 외에 내용적인 변에서 러시아 철학계의 큰 움직임을

말한다면 우선 개방성의 현저한 증대를 들 수 있다 체제 전환기 『철학의 제

문제』지는 일본 선불교， 고대인도 철학， 자이나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등에
에

철학

대해서까지 지면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세계철학의 동향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철학관련 국제학회에

대한 글이

발표

논문， 참관기 등등 여러 형태로 빈번히 실리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면서도 이 학숨지는 문학에서 물리학， 기하학 이론에 이트기까지 모든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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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판한 글들을 망라해서 싣는 과거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90 년대

철학의

따라서

제문제지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U 철학의

다면 1) 구미철학의

대한 고조된 관심

제문제」지에 심리는 글들의 가장 뚜렷한 흐뜸을 딸한

여러

조류에

대해

민감한 수용태도

“러시아의

2)

길”에

3) 소련 시대 철학연구 성과의 재조명을 들 수 있다 다음

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부연해 보겠다

1) 구미 철학은 소련 시절 부르주아 철학 비판이라는 제목 아래 비판적으
로 취급되던 것과는 탈리 90 년대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없이 광범하

게 소개되고 있다

설존주의‘ 해석학， 현상학， 논리실증주의， 분석철학， 구조주

의， 종교철학， 공동제주의， 행태주의 등등 20 서1 기

구미학계에서 관심을 끌어온

수많은 칠학조뷰와 관련된 주제틀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디

아 칠학계가 가장 큰 판심을 보이기

시작한 20 세기 서구의 사상가， 철학자뜰

그 중에서도 러시

을 든다면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 그리고 프로이트， 에드문트 후설 등일

것

이다. 이들의 이론과 사상은 특집호를 비롯해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 칼 포퍼
의

경우역사주의의

빈곤~，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맹렬히 비판했던 것을 생각할 때 러시아 철학계는 포퍼에
표명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있다
져

대한 간접적인

대한 긍정적 관심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프로이트 심리학도 마르크스주의와 양럽하기 어려운 면이

소련

시절에는 비판적으로 취급되어

오다가 뒤늦게

열띤

있다고 여겨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심리학， 심리분석은 체제전환기의 불안정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러시아인들의 사회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접근방

법을 찾아낸다는 현실적인 관심사와도 맞물려 큰 관섬을 끌고 있다. 비트겐슈

타인은 페레스트로이카 시절에도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 현대 분석철학의 주
요흐름을 수용하고자 하는 러시아 철학계의 집중적 탐구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 철학계는 세계화의 문제， 환경문제， 생명윤리문제， 학문통합
의 문제， 반핵운동， 평화사상， 공동체주의 등등 현대 서구철학계의 주요한 쟁
점들에

대해 소개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관

련하여서는 후기 산업사회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론 등등에 대한 소개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철학적 고찰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f 철학의 제문제』지에서 페미니즘 이론에 대

해 할애된 비중은 다소 불균형스럽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미미하다.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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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여성문제는 1994 년 9 월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 편의 글에서 다루어
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미국 페미니즘 사상을 개관한 그리 길지 않은 한 편

의 글을 제외한 다른 두 편은 각각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일부를

발훼

번역한 것(약 25쪽)과 “러시아에서의

정치학』 가운데

여성과 사회”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거론한 글은 거창한 제목과 세 명이나 되는 펼자 명
단이 불러일으키는 기대와는 달리 4쪽짜리 연구노트에 불과하다

이 글들 이

후에는 1999 년 5 월호와 2000 년 11 월 호에서 젠더이론， 페미니즘의
등이 각각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이론

양성 평등문제에 대한 러시아 사회

전체의

비교적 낮은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2)

러시아 철학 사상사에 대한 관섬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고 수긍할 만한 일이다. 소련 시절에는 이른바 혁명적 민주주의의

전통에 속

하지 않는 러시아 사상가들의 작업은 사상사， 철학사 연구에서 홀대받았기 때
문이다
다. 혁명

따라서

균형

잡힌 사상사， 철학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

이후 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출신 사상가， 이론가들의

지적

작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변에서 반
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990 년대 『철학의 제문제』에 등장한 러시아 사상사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이른바 “러시아의

이념 "(pycc J< aJl HJleJl)계열에

속하는 사상가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이념이란 러시아 민족주의 사상의 한 변형이라
고 할 수 있겠는데， 러시아가 세계사 속에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신
념의 사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시아의

이념은 대개의 경우 러시아

정교의 특별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옹호론과 결부되어 있다

지는

체제

전환기

러시아

“러시아의 정체성” 찾기
서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w 철학의 제문제』

시작한

이른바

“러시아의 길” 찾기라는 전반적인 관심의 맥락 속에

이념” 계열의 사상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의 제문제』지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

는 것은 19 세기말， 20 세기

초의

러시아 종교철학자들이다. 바실리 로자노프，

파벨 플로렌스키， 세르게이 불가코프， 세몬 프랑크，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등의

저작， 생애 활동， 서신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와 이른바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라고 하겠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러시아 최대의 철학자로 평가되는 인

물로서 그의 형이상학， 철학사 해석 등은 충분히 조명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연구 제 12 권 제 2 호

312

그러나 『철학의 제문제」지는 역시 “러시아의

길”과 관련하여

그의

종교철학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3)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관심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유라시아 사회로서 슬라

브 민족 뿐 아니라 아시아계 민족들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
를 포괄하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같은 다양성도 러시아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 러시아 국가체제의 견고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

라시아주의는 항상 어느 정도는 러시아 국가중심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철학의

된 고전적

제문제」지는 1920-30 년대 망명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

유라시아주의와 1990 년대에

자주 지면을 할애하였다 4) 독일의

등장한 신유라시아주의

양자 모두에

연구자인 룩스는 1920-30년대 유라시아주

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식대중이

유라시아주의적

민족주의의

중독

성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막아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러시아 철학사 연구자들이 러시아의 사상적 전통을 다룰
때에는 그 현대적

의미를 염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잊혀졌던 인물들의 담론

을 우호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러시아적 길” 논의의 가능한 사상적 원천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러시아 철학자들은 1990 년대

려시야 출판계를 휩씀었던

적

네오

친슬라브주의

이성으로 방향을 정리하기보다는 사상적

출판묻들의

불결 속에서

철학

민족주의에 스스로도 기꺼이 몸

을 맡기려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예를 들어 19 세기의 특이한

반동사상가로서

전제정

정교

사회적 불평등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콘스탄틴

레온티예프를 한 필자가 “대(人)사상가”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 듯하다

러시아 정교철학은 서구 가톨릭신학에 대한 정교 정신의 우월성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여겨왔고 특히 개인주의에 맞선 ‘소보르노

스트’( C060PHOCTb , 집합적

3)

합일) 정신을 러시아적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체제잔환기에 「철학의

정신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제문제』지 뿐 아니라 러시아 인문

학계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큰 각광을 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출판사가 모든 가능한 형태로 그의

저작집을 출판하였고， 15 권에

달하는

그의 저작 진집의 줍판도 진지하게 시도되었다

4)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도 1990년대 러시아에서 단지 잔문 철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독자층까지

상대로 하여

수많은 문헌이 출판되었다

최근까지의

문헌목록을 위해

서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w.karelia. ru/psuran t/usa_e.html 에 수록된 “ On

and the Eurasians. Bibliography" 륜 참조하시 오

Eu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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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

전반의

친슬라브주의적

소보르노스트론 이래 “러시아의
트론에 의지하고 있다

정교선학의

확립자였던

길” 추구자들은 거의

313

알렉세이

예외

호야코프의

없이 소보르노스

러시아의 이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과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진
지하게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러시아의 길”

“러시아의 정체성론” 추구자들의

진정한 과제일 것이다. 이 점에서 네오 친슬라브주의적 러시아 사상사 연구자

들은 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련 시대에도 공산당의 사상적 통제에 무조건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진

지한 철학자， 사상가들은 물론 존재하였다. 이들은 독자적 연구영역을 확보하
여

정신적

독립성을 지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탄압을 받아

불우하게 삶을 마친 경우도 많다. 체제전환기 러시아 철학계는 이러한 철학자
들의 작업에 눈길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혁명직후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이념적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레닌과 대립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에서는 일
찌감치

배제되어 버렸던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 조직학이 뒤늦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학파('더學派)적 철학연구의 좁은 지평을 벗어나 형이상학，
신화학， 인식론， 철학사 등등의 분야에서 광범한 지적 작업을 수행하였던 알
렉세이 로세프의

저작들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5) 스탈린 정권 아래서 국내

유형을 당했을 정도로 공식적 노선에 어긋나는 정신적 작업을 추구하였던 미
하일 바흐젠의

문예이론 작업들이 1990 년대 『철학의

제문제』지에서

여러

차

례 논의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 세기 후반의 철학연구자들 중에서는 에발드 일리엔코프， 메랍 마마르다쉬

5)

일렉셰이 로세프의 저작은 소련 체제 하에서도 그의 생애 만년에는 이미 다수 출

판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의

열광적으로 읽히는 일종의

저작이

철학 전문가가 아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아무래도 199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한정숙)는 철학사， 형이상학， 미학 등등 온갖 난해한 주
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의 저작이 김거리 노점상의 좌판에서 광범하게 팔리는 현상
이 너무도 신기하여， 러시아 철학자인 일리야 카사빈 씨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
이 있다

(그가 2001 년 겨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 카

사빈씨는 “러시아인들이 배우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좀 단순해 보이
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답변이었다.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은
러시아 출신의

뛰어난 철학사가인

로세프의

저작이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접근하기 힘틀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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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등의 지적 활동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리엔코프는 관념

적인 것은 의식과 행동의 종합적

작용의 산물이라고 보아서

관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심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그루지야 출
신인 마마르다쉬빌리는 철학적 담론， 언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철학자
로서

러시아 최초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마르

크스주의적 전통에서는 많게건 적게건 벗어나 있었던 철학자들로서 공산당과
의 마찰 속에서 불우하게 삶을 마쳐야 했다~철학의 제문제』지는 이들의 작
업을 조명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역할이

종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신적 대안을 구하고자 하는 러시아 철학계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철학의

제문제』지에

로「
수

이상에서 1985 년 1 월호에서 2000 년 12 월호까지

1

된 논문， 원탁토론， 인터뷰， 회고록의 주제와 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련
러시아 철학계의 동향의
인문학 · 사회과학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지적

작업의

필자는 현재 러시아

방향 가운데 하나로 사회주의

이념을 시

대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꼽았다. 소련 해체 이후 시기 『철학의 제문

제」지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작업은 손꼽을 정도로 희소하다
시

전문철학자들보다는 로이

정치평론가들에

이러한 작업 역

메드케데프나 보리스 카갈리쓰키

등 역사학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듯 하다. 전문철학자들은 오

히려 마르크스주의의 주도적 역할이 상실되고 난 후 생긴 공백을 메꿀 비(Jf:)
사회주의 사상， 이론체계를 찾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은

전반적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의

대원칙

아래

그러한

1) 서구철학의 광범한

수용 2) 친슬라브주의적 성격의 러시아 종교철학의 복원 3) 독자적 소련철학
맹아의 수용과 그 계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체제전환과정 속의 러시아 철학계는 현대세계 혹은 적어도 현대 러시아 사

회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철학적 원칙이 될만한 작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이제는 과거처럼 어느 단일

한 사상 · 철학체계가 철학계 전체의 작업 방향을 규정하며 이끌어 나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러시아 철학계의

암중모색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철학계의 조류와 발맞추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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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러시아의 대표적인 역사관련 정기 간행물을 통해 역사학의 최근 연구 경향

을 대략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삼는 이 글은 몇 가지 단서를 설정하고 시작

할 수밖에

없다. 먼저 필자 역량의 한계로 여기서는 이 시기에 발표된 모든

논문틀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없었다. 그 대선 필자는 러시아 사
학 관련 잡지에서

최근 10 여 년에

걸쳐 두드러지게 관찰될 수 있는 경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특징적인 경향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글들은 전체적인 경향을 소
개하는 부분적인 예로서만 소개될 것이다. 또한 역사학 연구 경향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의
료 소개

글들을 중점

있어서

발표 논문들이나 사

분석대상으로 삽을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개시된

1985 년부터 러시아 내의 역사학 연구도 이전의 교조적인 틀에서 서서히 탈피
하는 조짐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논문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

석의 정당성을 레닌 전집에서 찾아내곤 하였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개
혁 · 개방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구상 아래서 “레닌주의로의 회
귀”를 강조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90 년대에
들어와 소련체제가 무너지고 레닌주의의
이제

절대성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역사학계에서도 넘어서논 안될 마지노선이 사라점에 따라 이전

시기와는 다른 뚜렷한 경향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뚜렷한 경향은 과거의

교조적인 시대 분위기에

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즉 스탈린 시대의 권력투쟁의 희
생자라든가 그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의 역사를 소개하논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스탈린주의는 구 소련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스탈린의 권력
스탈린에

반대하는 정치가들은 인민의

역사연구에서

커다란 폐해를 끼쳐왔다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익을 배반하는 국가의

왜곡되었으며
적으로서

역

사무대에서 사라지기 일쑤였다. 서구의 역사학계에서 이러한 역사인식의 오류
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판의 대상6) 이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서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6)

스탈린주의에

스탈린 시대를 새롭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터커(Robert

이 출판된 것은 1977년이었다. ed. Turker, Robert C. (1977)
Historical Interpretationj , New York: W. W. Norton

C. Turker) 의 책

션띠linism:

Essay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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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망하려는 여러 형태의 진지한 시도를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
면 아래와 같다.
먼저 스탈린주의라고 명명되는 스탈린 시대의 여러 측면들， 즉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의 종합적인 면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90년대에 틀어와 러시

아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서구 역사가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차용하여 스탈

린주의를 재조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U' 역사의 제문제~， 1990 년， 3 호， “스탈린
주의· 본질， 기원， 진화) 스탈린주의를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던 미국 역사가들의 논문과 저서들이
정도 무관하지 않다

분석하려고 했

러시아로 번역 출판된 것도 이러한 사

여기에 대해 파블로바 (naB JlOBa) 는 『조국의 역사』에 발표

된 달 0998 년， 5호， “ 1930 년대 스탈린 시대 러시아에 관한 최근 서구 역사가들
의

작업")을 통해

하나의

유행처럼

서구의

방법론적

인식틀을 러시아역사에

적용하려는 신세대 역사가들을 꾸짖었다. 수정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역사가들

의

분석이

분명

냉전시대의

산물인

전체주의적

해석에

비해

스탈린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러시아 역사과정의

특수성을 망각한 무비판적인 서구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파블로바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 다음 해 『조국의 역사」에서 서구 역사가들의 스탈린주

의의 해석과 관련한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하는 다양한 글들(I1rp뻐K “H ， “스탈
린 시대

3 호)을

러시아 연구에

있어서 “사회사”와 “수정주의”에 관한 재론"， 1999 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것으로 스탈린주의의 실제를 둘러싼 러시

아 역사가들의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서구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스탈린주
의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발견될 수 있음 7) 을 감안하

면 러시아 역사가들 또한 스탈린주의의

해명을 위해 독자적

방법론 등을 지

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역사의 제문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출판
되고

있는 1937 년 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의

기록은 스탈린의

테러와 관련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 역사가들이

비해 방법론적으로 많이

뒤처져

나 스탈린주의와 같은 문제에

서구의

있다고 간주되는 주제들， 가령

있어서도 서구의

분석

역사가들에

러시아혁명이

방법을 따르는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 그들 내부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문제를 바라
보려는 노력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의 경우역사의

7)

제문

ed. Fitzpatrick , Sheila(2000) ?Stalinism: New Directions.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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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실린 볼로부예프 (BoJIo6yeB) 와 불다코프 (BYJIllaKOB) 의 논문 “ 10월혁명. 새

로운 접근"， 1996 년， 5호 참조) 이러한 경향은 아직까지는 러시아 내부에서 시
작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성과를 계속 주시해볼 펼요가 있을 것이
다.

스탈린 시대뿐만 아니라 혁명 후 러시아 사회의 문제점을 보다 폭 넓게 인

식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정치기구들과 인물들의 감춰져 있었던 활동이나 사상
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가 공안위원회 (KGB) 와 당
과의 관계를 조망하거나 (W 조국의

역사~， 1999년， 4호， “ KGB 와 당 0954-1964)")

공안위원회 내의 활동가틀을 소개하는 글들 (W 조국의 역사~， 1997 년， 5 호， “ KGB
초대 의장 이반 시로프 장군")， 적군 내에서도 정치적

탄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연구 (W 조국의 역사~， 1997년， 5호， “적군 내의 탄압: 최근 연구의 성과")，

적군 내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 첩자의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
(f 역사사료~， 1999년， 5월， “적군 내의 백군 첩자")， 스탈린의 70 회 생일을 맞
아 당 지도자들이 보였던 행동이나 스탈린 측근들에

대한 간략한 묘사 (W 역사

사료~， 1996년， 5 호， “스탈린의 70 세 생일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조국의 역
사~， 2000 년， 4 월， “스탈린의 사람들. 집단적 초상에 대한 간략한 묘사")등 과
거의 시대적 환경 하에서논 생각하기 힘들었던 주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글들을 통해 드러나는 또 다른 경향은 전쟁， 특히 제 2 차 세

계대전과 연관된 연구성과들이 다수 눈에 띤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서술에
서 2 차 세계대전은 “대조국 전쟁”이라논 또 다른 이름이

암시하듯이

독일의

침략을 러시아의 위대한 국민이 저지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칭송되어 왔다. 따

라서 그러한 시각에서는 전쟁의 펼연적 결과인 러시아 민중들의 피해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피해를 초래하였던 전쟁의 책임론은 부각될 수 없었다. 여기에
서

벗어나 1996 년 『조국의

하였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역사 ~3 호는 2 차 대전에 관한 특집

지면에서는 전쟁에 관한 스탈린의

전략， 독소협약의

논문들을 게재
이념과 현실，

살아남기 위한 소련 인민들의 노력 등 다양한 글들이 소개

되었다. 그 후 이러한 논의는 심화되어 전쟁 직전의 독소관계에서부터 시작하
여

소련이

참전하게

“ 1939 년 9 월 12 월의

된

배경을 추적한

연구

(W 조국의

역人h 2000년， 6 호，

독소관계와 소련의 2차대전 참전 문제")와 참전에

대한

소련 군부 내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연구 (2000년， 1 월， “너무 조급하게 결
론을 내릴 수는 없다. 1940-41 년 적군 총사령부의 독일과의 전쟁계획에 관하
여")， 레닌그라드의

퇴각 과정에서 소련 인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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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W 조국의

역사， 2000 년， 3 호， “ 1941 년 여름 레닌그라드 주민의 소거")，

2

차 대전에서의 소련의 승리가 러시아 인민들의 희생으로서만 가능하지는 않
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공개 (W 조국의 역사， 2000 년， 1 호， “대조국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 국민이 소련인민에게 보낸 원조")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

나

아가 러시아의 대중이 전쟁을 임하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려는 시도까지 생
겨났다. (W 역사의 저l 문제~， 2001 년， 4 호， “대조국 전쟁기 러시아 인민의 멘탈리
티 연구를 위한 인터뷰 자료") 또한 과거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거론되지 않
았던

전쟁포로의

문제 또한 이와 연관된 사료 출판과 연구논문의

형태로 꾸

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W 역사의 제문제~， 1995 년， 2 호， “스위스에 강
제수용된 소련의 전쟁포로" 1995 년， 4호， “소련 전쟁포로들의 운명"， 1997 년， 4
호， “소련의 독일 포로들 사이에서의 첩보망 구축") 전쟁과 관련된 기밀 자료

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 차 세계대전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역사학 연구에서 기본 수단이 일차 사료8) 임을 감안한다면 1990 년대에 들어
와 역사학 관련 잡지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못했던 사료들을 부분적으로라

도 출판하고 있는 것은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물론 이러한 식의 사료소개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반
그것은 주로 당의 공식입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에 불과했다

90 년대

부터 소개되는 사료들은 이와는 반대로 사료 출판자들이 당의 과오들을 부각
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 논문보다는 사료 소개를
주목적으로 하는 『역사사료』에서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역사사료』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사료의

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 문서보관서 내의 사료들

을 매호마다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 시대 및 사회주의 체제가 출

범한 이후 정권과의
“수감자들의

대럽과정에서

생겨났던 희생자들의 목소리 0996 년， 6호，

변호를 위해 편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1998 년， 4 호， “탄압

자들의 변호편지")，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정책 시행을 둘러싼 다
양한 이견들 0996 년， 3 호， “크레블린으로의 편지"， 1997 년 1 호， “당 중앙위원회

8)

소비에트사 연구， 특히 1930 년대 연구를 위한 일차 사료의 종류와 활용 망볍을 소개

Fitzpatrick, Sheila and Viola , Lynne (1 990)
{A Researcher's Guide to Sources on Souiet Socia! History in the 1930s; ,

한 유용한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New York ‘ M‘ E. Sharpe

체제전환기 러시아 인문학 • 사회과학의 동향

319

앞으로 보낸 편지들"， 1997 년， 2 호， “정치국 앞으로 온 경계의
5호， “특별 3 인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편지"， 1999 년，

집행될 것이다")，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을 통해 당대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 0996 년， 3호， “베제츠크 마을
의 성직자 일기"， 1998년， 3 호， “스바토슬라프 리히터. 나는 이제 피아니스트로
서 살지 않는다")등 설로 필자가 유형화하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
의 사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주제별 연구 경향에서 새로운 분야들이 소개되고 있듯이 전체적인 차원

에서도 연구 영역이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주제들， 예를 들면 전시 공산주의나 네프기의 성

격 규정， 1917 년 혁명이나 스탈린주의를 둘러싼 논쟁 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IT'역사의

지면에서 완전히

저l 문제~， 1995 년， 3 호， “관료제와 스탈린주의”

1996년， 3 호， “ 1917 년 2 월· 혁명， 국가권력， 부르주아조국의 역사~， 1999 년，
1 호， “네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 업적， 문제와 전망" 2000년， 1 호， “ 1917
년과 1930 년대 사이의 국가권력과 소련사회") 그러나 신세대의 역사가들은 이

를 뛰어넘어 여태껏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으로 그들의 관섬을 확대시켜 나
가고 있다. 우선 지역적 차원에서 고찰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스크바， 빼쩨르부르그 등의

러시아 중심지역을 벗어난 주변 민족들의

중앙

권력과의 관계 (W 역사의 제문제~， 1997 년， 6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의 소비에

트 권력의 경제정책，

1917-1926" ,

W 조국의 역사~， 2001 년， 1 호， “몰도바 공화국

우안지역에서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등을 살펴보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관련을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고찰하려는 시도 등도
나타났다.(IT'역사의 제문제~， 1997 년， 6호， “만주에서의 러시아 파시스트 동맹과
해외 조직망역사의

제문제~， 1997 년， 7 호， “소련에서의 스위스 시계제조업

자역사의 제문제~， 1995 년， 8호， “러시아의 농노제 폐지에 대한 미국의 반
응")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노력

(W 역사의 제문

제~， 1997 년， 7 월， “ 1939 년 8월 23 일과 9 월 28 일 사이의 폴란드， 독일， 소련")
이라든가 러시아 이외의

타국의

역사에

관한 연구 논문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 역사학 관련 잡지에 나타난 수많은 논문과 사료들을 지금까지

지적한 특징만을 기반으로 하여 유형화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이
다. 필자가 제시한 유형들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수의 논문들도 발
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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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직은 시험적인 단계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비슷한 주제의 후속 글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한계는 가지고 있지
만 필자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체적인 개관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혁명

이후의

러시아사와 관련하여

러시아 역사학계는 앞으로도 서구， 특히

미국 역사학자들의 방법론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이론을 무분별하
게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러시

아 학계의 독창적인 분석틀이 제시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

은 아직은 원칙론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교조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이미 오래
전부터 혁명 후 러시아 사회의 다각적 측면을 제시한 바 있는 서구 역사학계
의 성과를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취약한 국내

기반 하에서는 펼요할 수밖에 없다. 학문적 상호 교류를 계속해 가면서 러시
아적인 특수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해 볼 수 있
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서구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

하고 있는 국제 학술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 3 자적인 입장에서 러시아사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근의 경

향은 한편으로는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과거
에

쉽게

접근할 수

것은 우리들에게

없었던

일차사료의

있다. 문서고 9) 에 가지

사료들이

역사잡지를 통해

활용면에서

않고서는 사료의

활발하게

출판된다는

보다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다양한 모습을 접촉할 수 없었던 과

거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료 출판은 연구자틀의 사료 활용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영역의 확대와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우리에게 긍

정적인 작용만을 하지는 않는다. 러시아사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수준이

취약한 우리의

최근의 다양한 주제들을 추종하는 데만 급급하다변 우리는 우리에

게 필요한 러시아학 연구가 아닌 타국의 러시아학 연구에 대한 전도사 이상
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타국의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외국 이론과 학문의 전달자로만 한정시켜
야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9)

러시아 연구자들은 우

러시아의 국립 문서보관소는 재정의 열악함으로 개편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사료 분류 방식이나 사료의 보판 장소도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음 수 있다 http://www.iisg.nl/것bb

채제전환기 러시아 인문학 • 사회과학의 동향

리의

입장에서

의미

321

있는 연구 성과를 가려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세부적인 주제를 최신의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추종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서를 추가함이 없이 이 글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연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최신의 연구경향을

검토하는 데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풍토 하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진부한 분석틀
이나 이론을 가지고 고찰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새로운 연구동향에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

미 있는 주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 글은 그

러한 웅직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작은 시도에 불과하다.

4.

정치학

구 소련 시대에 정치학이라는 분과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일당

지배 아래서는 현대 정치학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정치과정의 역동성， 여론의
형성， 국제적 관계의 형성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러한 상황을 벗어나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표방하며 『정치학 연구 (nOJlHTH

니 eCKHe HCC JlenOSaH깨)~가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91 년부터였다
아에서의

따라서 러시

정치학은 이제 막 10 년을 넘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학을 분과학문으로서

확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학자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잡지를 통해 소개해왔다. 언급되었던 수

많은 주제를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 내용 소개 또한 정

치학에 문외한인 펼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잡지에 등장
하였던 논문의 제목， 원탁 토론의 주제를 통해 지난 10 년간 러시아 정치학의
주요 경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보려고 한다.
『정치학 연구 J 초기 관심은 체제 전환의 소용돌이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 소수 민족들의 자치권 요구가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연방 국가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국가의 지시

에 따라 움직이는 데 익숙해 있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시장 지향적인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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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층으로 만들 것인가의

구체적 문제들에

니라 미래의

문제

등이

대한 해법 못지

러시아에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않게 중요하였던 것이

적합한 이엽적

체제전환기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

“탈레닌주

의” 혹은 “신레닌주의”의 규정을 둘러싼 논쟁， 마르크시즘의 미래， 러시아에서

의

의회주의의

정착 가능성，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미래는 있는가

등의 관심들은 체제

전환기의 혼란을 벗어나게 해 줄 방향타를 찾으려는 노

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러한 초기 경향은 또한 정치학이
아에서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부족하였던

이론작인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토대들을 보강해

러시

나가는

정치이론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권의 개념， 자유주의의 개념 등을 변혁기의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모색되었다

1995 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치학 연구』는 국내 문제에만 머물지 않
고 국제적 범위에까지 서서히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정치의 분석시각만
으로는 자본주의

국제 경제체제의 틀 속으로 더욱 강하게 편입하고 있는 러

시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러시아

의 국제적 위상 확럽과 국가적 이익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
거 냉전 시대의 국제적
영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의 반

념을 새롭게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주변”과 “변경”의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적

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비교 연구，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민주화를 세계
경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내려는 시도 등이 등장하였다 11) 새로운 세기

가 시작되었던 2000 년의 마지막 호에는 세계의 신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안

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를 찾아보려는 시도까지 나온 것을 보면 러시아의 지식
인들은 새 천년이 러시아의 도약을 위한 세기로서 기록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듯 하다

10)

Jl ,

“HeOJl eHH3M HJl H “ nOCT Jl eHHHH3M"?" , FnOJTHTHtfeCKHe HCCJTeßOBaHHJlj}
3; 마 CKyCCμJl (1994) “COUHa Jl HCTH4eCKoe BHneHHe COBpeMeHHOCTH , HJl H COBpeMeHHoe BHneHHe COUHa Jl H3Ma" , “KaK HCTOJJKOBaTb KpH3HC COl\HaJJH3Ma?" ,
“ Hyll< Ha JJH HOBa Jl napanHnla H n04eMY?" , No. 5
Be eB

yI,( 199 l)

(이 하 잡지 명

11)

COpOKHH

,

K.

생 략)， No.

3.(995) “reOnOJJHTHKa

(1 995) “ POC 대 H
No.

3;

reJJb6pac

B “ 6재lI<HeM" H
B.

npOCTpaHCTB" , No

r

6.

(995)

POCCH꺼"，

1;

,

K.

3

3apy6e ll<b e ’ npaKCHOJJO 대 4eCKHe H3MepeHH

Jl",

COBpeMeHHoro MHpa H

“ cpenHeM"

No.

COpOKHH

“ POC 대꺼 H KHTaA: BonpOCbl CO 마lpaHHJl re03KOHOM써 eCK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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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이들의

희망

이 성취될 것이라고 쉽게 낙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 운영의 과정에서는 사회주
의 체제가 존속하면서 굳어져왔던 관료주의로 인해 시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가 다반사였다. 게다가 국가기구의 관리능력 상실을 기회로 하여 성장

하기 시작한 지하경제의 지나치게 큰 비중， 정치 지도자들의 신흥 지배계급과
마피아조직과의 연계로 인한 타락 등은 건실한 국가경제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러시아의 경제력은 급속히 추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제 무대에
서의 영향력 또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체제 전환기의 문제점

을 직접 목도하였던 러시아 정치학자들은 문제틀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치유
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전제정이 오랜 기간동안 존속하였던 러시아에서 시민
계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에서는 시민계급이

절대왕권에

대항하여

왕권을 제약하는 사회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0 월 혁명 이후에도 볼셰
비키

정당의

일당지배는 비판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의

시민계급의 성장을 방

해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비교사적인 전망에서 새로운 시대의 정치학자들은
시민계급의 부재가 체제전환기 러시아 문제의 많은 부분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93 년부터 “러시아 중산계급”의 실체를
규정하면서

그것의

정치적

역할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2) 1996 년과 1998 년에

오면 이러한 시도는 시민사회

수립뿐만 아니

라 러시아에서 입헌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특집연구로까지 발전하였고 1999 년
에는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중의 하나로 시민적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교육

형성과 발전만으로 체제전환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적 처방이 내려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하였

듯이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 · 정치적 상황은 시민계급의 미성숙 탓으로만
돌렬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2001 년과

2002 년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던 현대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와 정치권의

자금공급 문제， 그리고 공적 기구와 비공적기구가 병립함으로써 정상적 민주

정치의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러한 의식의 반영이었다 13)

12)

YMOB , B. 11. (naHTHH , B. 11) (1 993) “ POCCHHCKHH cpeBHHH Knacc: COUHanbHa~ peanbHOCTb
H nonHTH앤 CK 싸1 iþaHToM"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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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연구』는 1995 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현안들에

대해

위와 같은 처방을 제시하는 한편， 순탄하게 체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방

안을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보려고 하였다. 즉 소련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스탈린 시대의

비정상적인 행정체제

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극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는 글
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볼셰비키 정권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던 “표지 전환파
(CMeHOBeXO Bl.\hI)" 가 남긴 역사적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이나 1917년의
멘셰비키의 전략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혁명 이외에 근
대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성장 가능성은 제정시대의 기업활동과 국가와의 관계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14) 사실 이러한 가정들은 1917 년 혁
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서방의 보수적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미 거론되었던 것들이다. 정치학의 신경향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 잡지가
서방 역사학계의 보수적 시각을 이미 자신의 출발점에서부터 수용하려고 하
였던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도 교조적인 역사해석만이 허용되었던 과거
상황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 사회 문제
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문제의

단기적 해결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정치학자들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

한 전망 제시는 1995 년 이후 『정치학연구』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1995 년 이후 줄어
든 대신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경향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인
다. 그 중에서도 선거구의 확립， 선거법의 보완 등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성취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자주 눈에 띤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소련

해체이후 대학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 지향적

인 성향을 구세대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틀 젊은 세대들의

13)

KoprYHIO I<, 10. r.(200 1)

일반적인

“ nO Jl HTH4eC I< MI 3 깨 Ta COBpeMeHHOll POCCHH C T04 I< H 3peHH꺼

COllHa Jl bHOrO npenCTaBHTe Jl bCTBa" , No.

1;

Mep I< e Jl b , B. , KpyaccaH , A.(2002) “φOpMa Jl bHble

H HetþopMa Jl bHble HHCTHTy TbI B netþe I< THblX neMO I< paTH Jl X" , No.

L

n뻐 30Ba ， C

H.(2002)

‘φHHaHCHpOBaHHe nO Jl HTH4eCKoro pblHKa. TeopeTH4eCKHe acneKT비 npaKTH4eCKHX npo-

6J1 eM".

14)

No.

1

MaHyii Jl OB , B. 11
No.

3);

(1 99 1)

피 Be napanHrMbl (OnblT COBpeMeHHoro np04TeHHJI “ CMeH비 sex")" ,

미 eM꺼 KHH ， A. 끼(1 993) “ 1917 ron ‘ MeHbweBHCTCKa Jl aJl bTepHaTμBa"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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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에 확립되었던 정치적 절차를 러

시아에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 역할에 대한 논의보다도 국내의 제도적 정비가 이들

에게는 보다 중요한 관심사였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 등 구체적이고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오늘의

러시

아”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정치학연구』는 빈번하게 거론한다

러시아의 안정적 위상 확립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또 하나의 문제는 점증하
는 민족주의적 도전에 맞서 연방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였다. 민

족주의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 소련 체제의 해체를 초
래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 러시아가 더 이
상의 영토 축소를 경험하지 않고 광대한 영토의 소유자로서 존속하려면 연방

제의 틀 안에서 민족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를 모색해야 된
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그런 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000년을 시작

하면서 『정치학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주의라는 소(小)주제에 잡지의
일정

분량을 할당하면서까지

그리하여
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이라는 개념을 과거와 같이 지역적인 특성을 배제하는 통일적

국가 체제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수 있는 체제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

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입법과정의

대표성이

중앙에서도 보장될

연방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민사회

의 다양한 인자들은 그러한 연방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캐나다측과의 공동 연구도 나오게 되었다 15)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러시아의

연방주의가 북미의

자유 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치학 연구』의 친(親)미국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것
이었다

문제는 미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실현 가능할지도 모를 이러한 연방

주의의 이론을 러시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

해서는 앞으로의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0년 남짓한 『정치학 연구』의 흐름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연구의 무게가 놓여져 있었다. 즉 정치 현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당면 문

제에

대한 연구，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에

연구， 정치

대한 일반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엘리트로 대표되는 신 지배집단의 연구， 그리고 이행기를 통과한

15) ra Jl KHH , A. A. , φellOCOB ，

n
‘

A.(200 1) “ φellepaJlH3M H nyÕ Jl H'l Ha 5! c!þ epa B Pocc 싸，"，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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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국가 건설의 문제 등에 『정치학 연구』는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보자면 그것은 서구 정치학이론의 소개에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의 첫머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학이
구 소련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과학문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실의

분

석을 위해 서구 이론의 차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거론되는 주

제면에서 볼 때 정치철학이라든가 국제적 역학관계의 구축과 같은 거대 담론
이

아닌 보다 세부적이고 미시적

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정치학연구』가 국제 정치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회체제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증대시키려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국제적 관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중요한 문제임
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과거와 같이 추상적이

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지표， 예를 들면 국빈으
로서의

외국 지도자들의

러시아 방문이라든가 러시아 지도자들의

방문 지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16) 경험적 사례를 통한 일반화의

위험을 분명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러한 추세는 젊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정치학의

역사가 10년 갓 넘겼음을 고려할 때 미래의

러시아 정치학은 분

명 현 상황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이 자동적으로 지금보다 높은 러시아 정치학의 수준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
다. 정당한 정치적 절차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의 완비， 일반 시민의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정치적
것이다. 체제전환기의

상태에

참여를 위한 방안들을 새 시대의
혼란이

정치학은 찾아내야 할

지속되고 정치학이 자생적인 기반을 갖지

못한

계속 머무른다면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정치학의 효용성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러시아 정치학의 풍성한
성과를 기대해 본다.

16)

KO Jl OCOB , B. A. , TYPOBCKHA , P. φ (2α)ü) “ reon。깨깨 yeCKOe nO Jlo*eHHe POCCHμ Ha nopore
BeKa ‘ pea Jl싸1 H nepCneKTHB bI", No.

3

체제전환기 러시아 인문학 • 사회과학의 동향

5.

사회학

본

장에서는『사회학

327

연구 (COUHOJlO 대맨 CKHe HCC Jle LlOBaHH~)~ 지에

내용의 흐름과 연구주제

실린

논문

그리고 주요 저자들에 대해 살펴보되 특히 페레스트

로이카 이후 러시아 사회학계의 연구동향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974 년
부터 발간된 이 학술지는 그 창간 자체가 러시아 사회학의 역사적 변화와 맥
락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줄곧 러시아 사회학계의

주요한

연구의 흐름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학 연구』지에 대한 분석은

러시아 사회학계 연구동향 파악의 지름길이다.
소비에트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러시아 사회학 연구동향의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그것은 사회학이
의

압력에

갇혀

지배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인 도그마， 그리고 당

마르크스 레년주의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일 것이다

대한 통속적인

이해나 해석에

기초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사회학이

자신의 영역과 권리를 찾고자 했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1930 년대
에서 50년대 말까지의 공백기를 끝내고 1960 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사회학은
스스로 부흥할 수 있는 계 기 들을 마련하기 시 작하였다. 이 른바 ‘사회 학의 르
네상스’라고도 불리논 이 시기에 마침내 사회학 연구소 (HHCTHTyT COUHO JlOrHH)

-

처음에는 ‘구체적 사회조사 연구소 (HHC 깨 TyT KOHKpeTHblX COW'I aJl bHblX HCC Jl e

LlOBaH I1꺼)’라는 이름으로 설립 -

가 1968 년에 설립되었다 17) 이 연구소의 설립

은 러시아 사회학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것은 그동안 학문연구를 크게 제약해 왔던 도식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회학계의 시도를 의미한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작업은 주

로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형태로 시작
되었다 18)

사회학 연구소는 1974 년부터 『사회학 연구』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처음에
는 계간지로， 다음은 격월간지에서 월간지

형태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출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소 및 출판 담당자들은 당시 각 학문분야를 대표하였던
17) 1960 년대

러시아 사회학계의

분위기와 사회학연구소의

설립과정에

설 명 으로는 FCOLlνOJ/orHfI μ BJ/ aCTb 1969-1972,g, MOCKBa , 2001

대한 자세한

참조

18) 러시아사회학사에서 사회학연구소의 설립과 「샤화학 연구J 창간의 의의에 대한 보
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DM I1 TpHeB , A, B.(1994) “~YPHaJlY FCoLlHoJ/orH~ecKHe HCC刀e/10Ba

HHfI,g

Il BalluaTb J1 eT" ,

FCOUHC,g, No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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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회학의

제문제』， 『경 제의 제문제』， 『역사의

제문제』 등의

학술지들처 럼 『사

제문제 (BonpOCbl COUHOJlOr“ H)J 라는 식으로 학술지명을 짓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명칭과 상관없이 『사회학 연구』는 명실상부하게 사
회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사회학 연구』의 기초를 세우고 내용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레닌그라드 학
파와 노보시비르스크 학파가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도프 (B. A. 51.ll0B) , 슈까라딴 (0. 11. 매l< apaTaH) 등의

레닌그라드 학자

들과 자슬랍스까야 (T. 11. 3aC Jl aB CI< ajl) , 뢰프끼나 (P. B. PbIB I< HHa) 등의

노보시비

르스크 학자들은 수준 높은 많은 연구논문들의 게재를 통해 『사회학 연구』지
가 러시아 사회학계의 대표적 학술지로 자리잡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학 연구』의 최초의 중요한 과제는 이론과 방법론의 문제들이었다. 즉
사회학의 목적과 대상， 사회학적

인식의

수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그 논의는 1980 년대 상반기， 1990년대 초
반기로까지 각 시대마다 상이한 맥락 속에서
다.

이러한 논의들의

계속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

대표주자들은 오시뽀프 (r. n. 0대 nOB) ， 루뜨께비취 (M. H.

Py Tl< eBf써)， 즈드라보의 슬프 (A. r.3 .llpaBOMbIC JlOB) , 하르효프 (A. r. Xap니 eB) ， 야도프
(B. A.

5l.ll0B) ,

꼬모진 (A. H. KOM03 배)， 까빅쉬 (A. B. Ka6뻐)와 같은 학자들이다.

이들의 논문은 학문적 방법론의

적합한 활용， 인식의 수단과 방법，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의 설정 등에 할애되고 있다
또한 『사회학 연구』가 출판되면서 최초의 10 년 간은 특히 사회학적 응용연
구와 생산집단의

사회적

학계로 들어온 프롤로프 (C

발전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다가

φ. φPOJlOB) ， 뚜꿈쩨프 (5. r. TY I< YMueB) , 바실리예프

(B. r. BaCH Jl beB) , 시모난 (P. x. CHMOHjlH) 을 비롯하여 이러한 연구주제의 유명한

사회학자들로는 자이쩨프 (A. K 3aiíueB) , 게르취꼬프 (B. 11. rep 1.i HI< OB) , 막시모프
(5. 11. Ma I< CHMoB) , 쉐 르비 나 (B. B. lllepBHHa) , 취 휠 리 모프 (B. B. 내배재MOB) ， 네 이

메르(에 JI He꺼Mep) 와 같은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현실의 문제와 사
회학을 결합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
의 생산 문제에 대한 연구자로는 우파 (Y(þ a) 의 아이또프 (H. A. AHTOB) , 스베르들
롭스끄 (CBep.llJlOB CI< )의 꼬간 (J1. H. KoraH) , 빼름 (nepMb) 의 파인부르그 (3. 11. φa꺼H
6ypr) , 하리꼬프 (Xapb I< OB) 의 야꾸바 (E. A. 꺼l< y6a)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그치

지

않고 지금은 독립국가연합 형태로 묶여

있지만 과거에는 소연방에

속해

있었던 각 공화국， 더 나아가 동구 국가들의 사회 및 생산 문제에 대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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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는 많은 논문들을 실었다.
이외에도 『사회학 연구』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사회학 분과의

내용을 다루

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사회학， 이론사회학， 교육사회학， 민속사회학， 환경사
회학， 인구학， 군사사회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80 년대에 들어가서 『사회
학 연구』는 점차 실질적이고 긴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예를 들어 루뜨
께 비 취 (M. H. PYTKeB H'~)， 골 렌꼬바 (3. T. rO Jl eH I< OBa) , 고르돈(Jl. A. rOpllOH) , 슈까

라딴 (0. H. 싸 apaTaH) 등이 사회구조의 연구에， 그루쉰 (5. A. rpYlU HH) , 고르슈꼬
프 (M. K. rop띠I< OB) 등이 사회여론연구에， 꾸드랍쩨프 (B. H. KYllPRBueB) , 길린스
끼 (71. M. 대JlHHC I< Hil) 등이 법사회학과 일탈행동연구에， 끈 (H. C. KOH) , 리솜스끼

(B. T. 끼HCOBC I< Hil) ， 추쁘로프 (B. H. 4ynpoB) 가 청 년사회 학에， 보까레프 (H. H. 50l< apeB) ,

주누소프 (M. C. 따yHYCOB) 가 사회조직과 사회운동연구에 초점을 두었

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들어와 『사회학 연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개념들
을 내놓은 대표적 논문들을 예로 든다면， 바이칼-아무르 철도 문제에 대한 헬
레스꼬의 논문 (C. H.

)f( e Jl e3 1< 0 ,

까렐로바의

P B배 HeBC I< Hil ， r. H. Kape JlOBa , 1985, No. 1), 사회주의 생

논문((뻐

활양식의 문제에

대한 레빅끼나의 논문 (H. T. Jl eBbI I< HHa ,

활자들의 사회 적 문제에

꼽을 수 있다

1980, No. 1), 청년주택조합에 대한 비슈셉스끼와

대한 샤삐로의

논문 (B.

ll. IUanHpo , 1981 , No. 1) 등을

이 밖의 많은 논문들이 소비에트 사회발전에서 절박한 문제들

을 들추어내었고 이것은 곧 페레스트로이카의
되었다

1981 , No. 1), 연금생

필요성을 알리는

예고편들이

『사회학 연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제를 분석하고 고찰하고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지변을 할애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 시대의

응고된 공식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도 러시아 사회학은 스스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연구발전을 시도하고자 했
다. 그러나 1980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회학의
전히 ‘사적유물론， 정치경제학， 과학적 공산주의’에 눌려

전체 분위기는 여

있었다. 이 ‘삼위일체’

의 지배는 사회학을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틀에서 주어지는 해석에

연

연하는 학문이게끔 강요하였고， 러시아 사회학은 슬로건과 이데올로기적 선언
의 증폭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사

회학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회학은 사회의 거울이지만， 소비에트 지도
자들은 이 거울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회학계에서는 흔히 하

곤 했다. 이 비유적 표현은 1980 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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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구체적인 사회현실 자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소비에트 지도
자들에게는 불만이었고， 어떤 사회과학보다도 사회학은 권력에 비판적인 학문
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하지만 1980 년대 중후반부터， 즉 이데올로기적 압력이 점차 약화되고， 사적
유물론이

유일한 방법론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페레스트로이차

이후， 러시아 사회학은 엄밀한 연구의식과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일반화， 그

리고 사회발전 방향의 객관적인 예측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에 출판된 저서와 논문들이 곧바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항상 적
절하게 반영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연구소든 출판사든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는 연구 절차들로 인하여 연구와 학문적 작업은 과거의

관점과 구습에

기초해 있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부터의 학문의 분리가 이 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 년대 후반에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연구주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파업문제 (1989 ， No. 1), 대안 노조 0990， No. 2) , 정치사회학 0989 ，

No. 9) 등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소비에트 사회발전의 가속화에
서 사회 학의 역 할 (자슬랍스까야， 1987, No. 2) , 연방공화국들의 발전수준에 대
한 비교분석(찌뜨마 (M. THTMa) 와 균쩨르 (10. rIOHTep) , 1987, No. 6) ,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경제 인식(또웬꼬， 보이꼬프 등， 1988, No. 3) 이나 집단노동형태
에

대한 분석과 실험(꼬모진 등， 1986, No. 1) 등의

체제에 대한 이론적 문제틀이

실제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 정책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접할 수

연구주제들에서 사회주의

제가되기도 하였다 19)

있게

이후 러시아 사회학은 다양한 이론과

되었다. 또한 러시아 사회학은 현대적인

서구 사회학 이론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묻어둘 수밖에

한 비판적 해석과 쟁점틀을 끄집어

없었던 사회현상에 대

낼 수 있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독보

적인 위치를 상실했고， 더 나아가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그런 반면 러시아 사회학은 개혁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제시할 충분한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학
문과

연구성과를 논의한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88년에

고르바초프의 주도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소비에트 사회

발전에서

사회학의

역할 증대에

대하여>라는 법령 (nOCTaH08 J1eHHe) 은 러시아

19) 1980 년대 후반 새로운 연구 판점과 주제들의 등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TO lI\ eHKO , :l<. T.(999) “COUHO J1。대 51: nyTH Hay4Hoií peiþopMaUHH" , FCαlμ'Cjj ， No.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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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틀 내에 사회학을 재차

가두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사회학자들의

이탈은 곧바로

늘어갔다 20)

1980 년대 초반부터

1990 년대 초까지

러시아 사회학계

분석한 한 연구에 따트면 2 1) 사적 유물론에
회에

대한 연구주제들이

연구동향의

변화를

대한 연구나， 계급구조， 무계급사

급속히 축소되었고

다른 사회철학과 사회이론을 모

색하고 소개하는 논문과 출판물들이 급증하였다. 또한 부르주아 사회학을 비
판하는 내용의 논문이 줄고， 반대로 미국사회학을 비롯한 서구 사회학을 소개
하는 내용의 논문이 늘었다.

또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학의 연구 틀에 입각한 주제였던 사회경제 형
태， 사회， 사회적 규정， 사회적 합법칙성 등에 대한 연구가 줄고， 현대의 실생

활 속의 사회적 행위， 사회적 변혁， 사회적 동력， 주변세계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주제들이
사회

늘어났다. 또한 사회과정이나 사회구조가 아닌 사회

집단， 혹은 사회범주별 집단(연령별， 지역별 등)， 사회

계층화，

계층， 민족 인종

집단 등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옮겨졌다- 또한 1990 년대 초 정치경제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 즉， 시장， 노동， 비즈니스， 기업， 여론， 노동분쟁， 파업，
선거행위， 사회정치조직， 다당제 등의 문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1990 년대로 들어서면서

분리와 연구범위의

확대가 일어나기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로부터 사회학의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학

연구』에도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주제들이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
다

1990 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사회학 연구』에는 거의 307H 에 달하는 사회학

분야의

고정적인 항목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지변을 차지하기도

했고 중점이 되었던 연구 분야는 이론과 방법론， 경제사회학， 사회구조， 정치사

회학， 교육사회학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꼬마롭스끼 (B. C. KOMapOBCKHìl) , 드

미뜨리 예프 (A. B. llMHTpHeB) , 안드류웬꼬 (E.
H) 와 같은 학자들이

선거행위에

r.

AH LlPIO U\ eHKO) , 베따넬리 (H. 11. 5eTaHe Jl

대해서， 그리고 또 드랴흘로프 (H. 11

바바예바 (π B. 5a6aeBa) , 미꿀쓰끼 (K. 11

빼 KYJlbCKHìl) ，

llp~xJloB) ，

체레드니첸꼬 (B. A. 4e

20) 1980 년대 후반 1990년대 초 러시아 사회학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3aC J1 aBCKa Jl,
T.

,1,( 1996) “ PO J1 b

COUH0 J1 0rHH B upeo6pa30BaH싸l Pocc 깨"

WCOL{HCJ

,

No‘ 3. 참조

21) Ka6bl띠 a ， A. B. , TyJ1 b4HHCI이써1 M . P.(1996) “ TeHDeHUHJI H3MeHeHHJI COUH0 J10rH 맨 CKoll napaDHrMbl nOC J1 e 1985 rODa (HaYKoMeTpH4ecKHll aHa깨 3)". ~ COUHOJ/OrHJf
CKBa

B

POCCμ'H，J， Mo-

러시아연구 제 12권 제 2 호

332

pe .llHH4eHKO) , 페찌소프 (3. H. φeTHCOB) 등의

학자들이 기업가 계층에

대해서 논

문들을 발표했고， 경제사회학과 그와 유관한 소재들로 실업자， 취업， 빈곤， 사

유화 문제와 같은 연구주제들이 등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중간계층과 시민사
회에 대한 연구 주제 (2000，

No.

3) 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22)

그밖에도 『사회학 연구』를 통하여

적

새로운 개념과 연구주제를 제시한 대표

학자들을 예로 든다면， 가치의 문제에서

라뻔 (H. 11. lI anHH) , 카타스트로피

사회학의 바보소프 (E. M. 5a60coB) 와 샤벨 (B. M. 삐aBeJIb) ， 세계화 문제의 뽀끄롭
스끼 (H. E. nOKpOBC Kf써) , 포스트모더니즘의 꿀띄긴 (B. n. KYJl bTblrHH) , 사회의 지

속적 발전의

레바쇼프 (B. K. lIeBawoB) 와 야돕스끼 (P. r. 꺼HOBCKH꺼)， 역사사회학

의 로마놈스끼 (H. B. POMaHOBCI이써)와 훼르늬흐 (A. 11. 니epHbIX) ， 정치경제엘리트에
대한 끄뢰슈따놈스까야 (0. B. KPbIW Ta HOBCKajj)

슬랩쪼프 (H. C. CJIenuoB) , 보이꼬

프 (B. 3. 50 꺼 KOB) ， 국제비교연구의 루까비슈니꼬프 (8. O. PyKaB 뻐뻐 KOB) ， 새로운
연구절차의 꼬즐로바 (H. H. K03JIOBa) , 부땐꼬 (11. A. 5YTeHKo) , 마슬로바 (0. M. MaCJl OBa) , 똘스또바 (10. H. TO Jl CTOBa) , 따마로바 (r. r. TaMapoBa) , 여 성 사회 학의

라스쩨 (r. r. CHJIJIaCTe) 와 오사드화야 (r. H. OCa.ll4Bjj) 의

설

연구들이 새롭게 시도

되었고， 다빅도프(삐 H. llaBbI.llOB) 가 이론사회학에서， 그리고 이오닌 (π 11. 110배 H)

이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회학의
유산과

전통을

되새기는

(E. 11. KYKywKHHa) 의

취지에서

골로센꼬 (11. A. ronoceHKo) 와

꾸꾸쉬끼나

저서들이 『사회학 연구」에 실리기도 하였다

『사회학 연구』외에도 러시아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는 대표적

학숨

지들은 『사회학 잡지 (CO띠 onorH4eCKHH *ypHaJI~ ， w 사회과학과 현대 (06meCTBeH
Hble HayKH

“

『사회학의

제문제 (BonpOCbI COUHOJIOrHH)~ ， w4 엠 (4 M)~ ， w 러시아 세계(써P POCCH

COBpeMeHHOCTb) ~， w 인문사회 학 (COl써 anbHo-ryMaHHTapHble 3HaHHjj)~ ，

H)J , 그리고 특히

『사회여론조사’ 정치경제변동 (MOHHTO띠 Hr 06meCTBeHHoro MHeHH

jj: 3KOHOMH4eCKHe H CO띠 aJIbHble ne peMeHbI) ~를 들 수 있다. 후자는 사회 인식

변

화와 여론에 대한 추이를 담고 있는 전문 여론조사 학숨지이다.
한편 각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는 사

회학적 연구가 필요한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볼 때 이미 사회적 문제， 사건，
사실들의 규명에 진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급하
게

22)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1990 년대 러시아 사회학계 전체의 연구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사회학 연
구소(꺼HCTHTyT cOUHonorHH) 에서 출판한 ~COUHOJJOrHJ[ B POCCHHJJ. 1998, MOCKs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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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학 연구기관들과 학술지 출판사들은 여전히 많은 금
전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학 연구』를 통해 본 러시아 사회학계의

연구동

향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러시아 사회학은
과거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철학적 연구주제로부터

사회학에 고유한 연구주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사회학적

연구대상의

정의와

한계를 추적하는 논의와 토론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연구 대
상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
으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소비에트 시

대에는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두어졌던 데 반해，

이제는 주관적인 요인이나 개인이나 사회집단 등의

변화와 역동성을 추적하

는 연구로 이전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과거의 사
회집단의 급속한 붕괴와 소별로 인해 계층화 이론， 사회적 변화， 사회갈등， 시
민사회의 형성과 연관된 새로운 개념과 모델이 출현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연

구 내용과 주제들은 아직 뚜렷한 결실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학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제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러시
아 사회학계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생동감을 현재 표출시키고 있다.

6.

경제학

본 장에서는 『경제의

제문제 (BonpOCbI 3KOHOMHKH)~ 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

로 러시아 경제학계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의 제문제」는 러시아 경

제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이며 이 잡지의 연구 내용을 살피는 것은 바
로 러시아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동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분석 대상의 시기는 1985 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주로 어떠한 연구주제

와 내용들이 『경제의 제문제』지에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의

제문제』를 발행하는 경제학 연구소(I1HCTHTKT 3KOHO빼 KH) 가 독립적

으로 자신의 공식적 연구소 명칭을 얻은 것은 1930 년이었다. 그러나 연구소는

러시아연구 제 12 권 재 2 호

334

이미

그

전에

사회주의

아카데미 (COUHanHCTHyeCKaR AKaneMHR) 의

존재했었고， 또한 『경제의 제문제~ (단， 처음에는
름으로 출판되었다가 1948년에 학술지명을

늘에

이르고 있다)지를 1929 년부터

wnpo6neMbI

wBonpOCbI

물질적

기술적

기초의

3KOHOM“ KH~ 라는 이

3KOHOMHKH~ 로 바뀌어 오

발행하고 있었다. 경제학 연구소의

연구 대상은 정치경제학의 분야였지만， 이와 더불어
회에서

경제분과로

주된

재생산 문제， 새로운 사

창출， 과학기숨진보， 화폐금융정책， 농업관계，

사회과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23) 사실 경제연구소는 소비에트 시
대에 공산당 중앙위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다가 페레스트로이카 시작 이후에

야 차츰 연구 주제에 대한 독자성이나 연구원들의 충원이나 배치에

대한 결

정권을 연구소가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의 제문제』에 실리는 연구 논

문들도 1980년대 중반부터 비교적 다양한 연구내용과 문제제기를 다룰 수 있
게 되었다.

『경제의 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들의 내용을 1985년부터 현재까
지 큰 맥락에서 살펴볼 때

1990 년대 초반 (1991-94) 을 전후로 하여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관찰자들은 1980 년대 중후반의

기

간과 1990 년대 초반에서

각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경제학 연구 내용 구성이

기 상이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1990 년대의 급속한 시장개혁에 의해 러시
아 경제학에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풀이된다

먼저

1980 년대 중후반에

『경제의

제문제』가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들의

용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학 발전에서의
제사상사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내

여러 문제， 그리고 국민경제사와 경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이론적

논문들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노동시
간이나 노동가치 등을 비롯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고전적인 연구주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회주의적 경쟁 및 성장에 대해 레닌의 시각에
입각한 해석， 그리고 특히

노동이나 기술의 ‘집약’과 과학기숨진보에 대한 연

구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통적인 소비에트 정치
경제학의 연구주제들로서 이 시기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 1920 년대의 신경제정책 기간에 대한 연구 논문들과 사회주의

동시

경제개혁에

대한 논문틀이 다수 등장하거나 ‘원탁토론’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23)

경제연구소의 설립과정과 전반적인 연구 흐름의 동향에 대해서는 A6 a .ll KHH ,
“ O:l< HLl aHHe llepeMeHhI H ypOKH HCTOPHH" , FBorrpocbJ 3KOHOM.μKHjj ，

No.

6

참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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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레닌주의적 원칙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고르바
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을 반영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들에서 바로 곧이어 등장할 1990년대의 급속한 시장개

혁의 흐름을 예고할만한 논의나 이론의 단서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980 년대 중후반의 『경제의

제문제』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 실제 러시아 경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의 규명과 해결을 모색하는 논문들이다. 여기에는 주로 산업생산과 건축의

효율성， 과학기술의 진보， 사회발전의 가속화， 노동이나 사회경제의

여러

문

제， 그리고 식량 · 농업문제 등등이 연구 논문들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
다. 이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주제로 하는 논문 제목들에는 주로 ‘효율성，
집약화， 현대화， 합리성， 자극， 가속화， 표준화’ 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이러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논문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선상에서

시도들이다. 하지만 1980 년대 말에

경제

이르면서

문제의

있는데，
계획경제

해결을 구하고자 했던

이러한 부류의

논문들은『경제의

제문제』지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한편 1987 년부터 ‘국민경제관리의

재건’과 ‘근본적인 경제개혁’의 주제 난이

신설되는데， 1987 년에는 이 항목들에 31 편의 논문이 실렸고， 1988년에는 81 편，

1989 년과 1990 년에는 각각 125 편과 114 편이 실리는 등 이 항목하의 논문들이
대폭 늘어난다

이 시기에는 경제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국가독점

과 지하시장의 문제들을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럽채산제， 재정자
럽화， 협동조합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 그리고 자발성과 혁신적

활동을

탐색하는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구조와 경제관계 그리고
관리조직구조에 대한 개혁과 개편의 논의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가

격， 임금， 취업， 시장， 금융체계와 화폐， 주식， 신용， 보험， 임대와 소유 등 새로

운 경제현상에

대한 세부적인 논문들도 역시

다수 등장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연구의

흐름은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예고하는 것들이었다

이 밖에 1980 년대 중후반 『경제의 제문제』지의 주요 구성부분으로는 세계
사회주의체제 경제에 대한 논문들과 부르주아 및 수정주의

경제이론을 비판

하는 논문들이 있다. 전자는 소연방 공화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및 기타

세계 각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의 개선과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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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과 자본주의 경제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잘
못된 부르주아적 개념이나 해석에 대한 재비판에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 항목들도 역시 1980년대 후반에 『경제의 제문제』지에서 사라지게 된
다.

199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급진적인 시장개헥은 『경제의
내용과 흐름에

제문제』지의 연구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기존 경제학계와 『경제의 제문

제」지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론이자 방법론이었던 정치경제학에

대한 항목

자체가 사라지고， 그 대신 ‘이론의 제문제’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기
존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만 의존하던

태도를 넘어서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경제학이론을 추구하려했던 의도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학
자들 자신의

이론적 연구들은 1990 년대에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학 방법론과 이론에 대한 연구틀이 위축되는 것은 기
존의

정치경제학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프 (H.

n.

구축이

용이하지

않았기

w 경제의 제문제』지의 1992 년 10호에 게재된 곤드라찌

KOHnpaTbeB) 에 대한 재해석이나 1993 년 1 호에 실린 여러 글들처럼

새로운 경제 이론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와 노력들도 없지는 않았으
나， 결국 과거의 정치경제학만큼 러시아 경제학계를 통합할 만한 이론적 기초
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1990 년대에서

오늘날까지

대체로 러시아 경제학계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이미 고르바초프 시대부터 형성되었으며 신자유

주의에
있다.

대한 반발로 강화된 사회민주주의적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 경제학파>에

2001 년 2 월호에

관점으로 나뉘어

실린

<세계경제사상의

대한 주제로 아발낀 (π A6 aJlKIiH) , 소로낀(n.

세비취(매 OJl bCeBwJ), 압또노모프 (8.

ABTOHOMOB)

등 다수의

있다고 볼 수
맥락에서

본

COpOKHH) ,

올

러시아 경제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들은 러시아 경제학계가 자기 나름대로 세
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24)

이와 함께 1990 년대 초반부터 새로 등장한 연구 분야는 경제통계， 과학적
분석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수리적， 계량적 서구 경제학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분기 혹은 매년의 경제
상황에

24)

대한 각종 통계자료，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서구 국가들간의 여러 측

[F경제의 제문제j} 2001 년 2 월호에서 이틀 여러 학자들은 러시아 경제사상 학파， 정
치경제학의 특정과 잔통， 민족학파， 세계경제학계에서

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학의 위치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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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통계적 비교， 주식， 금융， 재산에 대한 통계와 분석 등 계량적 경제연구
를 위한 다양한 연구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개혁

이후 러시아 경제학계에서 가장 초점을 둘 수밖에

분야는 경제개혁의

없었던 연구

전략과 전술， 거시경제정책 등 러시아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것들이다. 1990 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경제의

제문제』지의 ‘경제개혁

의 전략과 전술’의 항목에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혼합경제의 가능성， 다양한 경제 모델의 제시， 개혁의 방해
요인， 국가의

통제와 시장의 자율성， 개혁의 주체 등에

대한 연구 주제들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항목에서는 예산， 인플레이션，
국가 및 기업부채， 부동산， 금융， 화폐유통， 세금， 수출과 수입， 외화， 농업
토지문제 등 실물경제에서

주요한 요소들에

대한 각종 정책과 대안에

및

대한

논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시장개혁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제도의 변화， 나아가 개
혁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결과 등이

주제가 되었다. ‘경제에서의 제도적

『경제의

제문제』지의

주요 연구

변화’의 항목에서는 소유권， 사유화， 자영

농업， 경제 인프라， 중소기업 경영 및 자영업， 은행 체제와 주식회사 등에 대
한 연구주제들이 초점이 되었고， 경제의 변화에 의해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여

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개혁의 사회적 측면’과 ‘사회정책’의 항목에서는 실
업， 보험， 노동시장， 주택， 임금， 취업문제， 사회보장， 가사노동， 부업， 연금 등

사회경제적 현안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1990 년대 이후 주요한 연구 분야로 등장한 또 하나의 주제는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에

대한

것이다. 1980 년대 중후반에는 세계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의

경제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졌으나， 1990 년대 초반부터는 체제적

관점

이 아니라 미국과 서구를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과 동양의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 등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까지

세계 각국 혹은 각 지역의

경제를 비교론적

이르기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러시아내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었는데， 이것은 시장개혁 자체가 지역적 다양성과 불균형의 특정을 가지
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8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경제의 제문제』지에 나타난 러시아 경제학계
의 연구동향을 요약한다연， 일단 과거와 같은 식의 공산당의 통제와 정치경제
학 위주의

연구 틀과 연구주제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자유롭고 새로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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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학계는 일단 급속히
진행된

시장개혁에서

파생되는 여러

있다. 나아가， 러시아 경제학의

경제 문제， 사회문제의

과제가 러시아의 미래에

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규명에 주력하고

대한 전망을 예측하

있음을 확인하듯 경제

정책과 대안을 제

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방법론과 이론， 그리고 경제사상을 토론하고 정립하는 차원에서

경제

학계의 내부적 통합력이나 결속력은 다른 사회과학 학문들에 비해 다소 떨어
지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1-2 년 사이에 러시아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듯 세계

속에서 러시아 경제사상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연구 시도들은 1990 년대에 동
요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러시아 경제학계가 한 때 드러냈던 일방적 서구 지

향성을 벗어나 엄밀성과 냉정함에 기초한，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에 적합한 경
제학을 정 립하논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글을 마치며

본고에서는 체제의

전면적

전환파정에

계의 학문적 변화와 연구 동향에

처한 러시아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펼자틀은 철

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 1985 년 이후 2000 년대 초반까지
각 학문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학술지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주요 학자들 등

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러시아 인문학 및 사회과학계의 현 주소를 진단하였
다. 각 학문 분야마다 펼자들이 독자적인 내용 검토와 결론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들 학문 분야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한 눈에 보이는 특징을 들자면， 러시아 철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은 모두 1990 년대 초를 기점으로 방법론부터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르기까지

대폭적인

변화를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학문 분야들은 공산당의

25)

겪었음을 지적할 수

통제와 도식적

있다. 사섣

서서히

지배이데올로기를

이러한

HayKa 8 HOBOii POCCHH" , f

BonpocbI 3KOHOMμKHjj ，

변화는

시작되었다. 각
벗어나 독립적인

1990 년대 변화된 러시아 경제현실과 경제학의 과제에 대한 논의로는 lI bBOB ,

“ 3KOHOMH 'l eC Ka51

이

No. 1 참조

nJ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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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영역을 확보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움

직임도 1990 년대

러시아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케 하거나 촉발할만한 학문적

단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그런 점에서 이 시기 러시아 학계는 아직 소비
에트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분야에서 ‘개혁과 개방’， ‘과거에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각 학문

대한 재조명’이나 ‘새로운 관점의

연구의 주요 화두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모색’ 등이

시대가 과거와 구분되는 특정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 지식인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지배체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

히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0 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인문학 및 사회과학계는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
의 모색， 연구주제와 범위의 확대， 과거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관점의 추구，

서구이론의 소개와 수용 등

많은 점에서 과거의 학계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

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1990 년대 초반은 학계 전체적으로 연구소 체제의 재편
과 새로운 연구소들의 출현， 일부 학술지의 제목과 편집진 구성의 변화， 재정
자럽화 문제 등에

걸쳐

연구 제도나 환경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시장개헥과 사유화 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 집단으로 학자나 교수
들이 꼽힌다는 사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했을 재정문제나 학자들의

이 시기

고민과 고충은 적지

러시아 학계가 겪어야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인문

사회학계의 학자들은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학문 종사자들의 실존적
위기， 학문연구 방향의

불투명이라는 몇

겹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1990 년대 이후 최근까지 연구 주제 및 대상과 관련하여 분야별 연구동향
을 비교해 볼 때 인문학 분야의 종사자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과거부터

현

재까지를 광범하게 살펴보고 있는 데 반해， 사회과학자들은 보다 미시적인 차

원에서

특히

현재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치

학， 사회학，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은 급변하는 러시아의 현실

속에서 대두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을 고찰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규
명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 분
야에서는 새로운 가치나 이념 및 사회상의 정립， 그리고 과거의
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역사관의

이러한 경향상의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은 사실

확립에 보다 큰 관심이

학문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역사적 사실

기울여지고 있다

차원에서

결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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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문학 및 사회과학은 짧은 시간에 크게

카 이전에는 오랜 기간 소비에트 체제의

변모하였다. 페레스트로이

옹호와 자본주의체제

및 부르주아

학문의 비판에만 몰두해 있기도 했고， 그 직후 한 때는 이에 대한 과도한 반
발로 서구 학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1990 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경향이 과도하게 드러나， 러시아 학계가 서구 학계의 경향에

일방적으로 종속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낳았다. 하지만 이제는 차츰
러시아 자체의 입장에 기초한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같

은 시도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는 누
구에게도 없을 것이다. 러시아 학계가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학계와 소통하면
서

자체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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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Trends of Humanities and Socia1 Sciences in Russia
seen through Academic Journals from 1985 to the early

2아삐S

Hahn , Jeong-Sook
Park, Won-Yong
Choi , Woo-Ik

This article is a parallel analysis to the database of seven sorts of
Russian academic journals for the period of the transformation (from 1985
to the early 2000s.) The database was made by authors of this paper with
the aim to offer an easy way to search the title , author and subject of
writings (articles , translations , reml nJ scences , round table talks and dialogues) published in the fields of

philosophy , history , politics , sociology and

economics. This work gave us the chance to overview the study tren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Russia by examining the changing
subjects , theoretical premise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of the intel
lectuals productions published in the journals. Authors chose the above
mentioned five academic disciplines as our study object because these are
considered (so to say , as ideology-related disciplines) to have experienced
the most remarkable transformation since the beginning of Gorbachev ’ s
policy of Perestroika and Glasnost.
During the Soviet Period , studies and publications in these fields were
under strong influence of the official ideology of the Communist Party , which
always tried not to lose tight control of intellectual activities in almost all
aspects. The gradual manifestation of arguments not subjected to the party
line was possible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 when Gorbachev' s “ reform
of socialism" policy allowed critical approach to Stalinist legacy of the Sov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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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and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economic and social Oater,
also politica]) system. Though each discipline differs in the degree and
depth of change , authors of this paper are of the opinion that a remarkable
process of transformation can be found in all the concerned fields especiall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period of Perestroika was
more devoted to self-criticism and search of alternative within the frame
of socialist legacy. 1n general it was a time of a rather moderate iconoclasm.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the genuine intellectual
transformation began. All possible arguments emerged , but the construction
of a new intellectual frame of reference for the Russians was not easy. 1n
the early period of rapid system transformation , Russian scholars were
rather hastily importing methodologies and perspectives of western scholars
and tried to use them as tools for analysing circumstances of their own
country as well as of the entire worl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Westphilism one could also find a rather extreme trend of Russian nationalism
(or neo-Slavophilism). lt seemed that the Russian intellectuals wanted to
compensate intellectual losses caused in the past by the Party control
through absorbing every possible argument that stands outside of tradi
tional Soviet intellectual horizon. This phenomenon was in itself under
standable enough , but the whole sight of discourses was rather unclear and
somewhat confusing too. 1t was a penod of “ search of exit in every direction".
1n recent years however , observers can ascertain a much stabler atmosphere among the Russian researchers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concemed. Authors of this paper share the view that Russian scholars and
intellectuals are overcoming their once apparent extremism -

whether in

the direction to Westphilism or to nationalis m. Open-minded to international scholarship and discussion , they are at the same time more self
confident tha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90s. One can hope that it would
lead to intellectual works more productive and persuading for the Russians
as well as for the entir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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