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렬-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근대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생
형제단 지식언들의 담론 구성을 중섬으로*

-

스「

한정

1.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은 소련 해체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뜻밖의 것으로 받아

들였다.

영국의

(unexpected

한

연구자는

우크라이나인들에

nation)" 이 라는 표현을

대해

“예기치

않았던

민족

쓰고 있는가 하면J) 영 어 권의 또 한 연구

자는 회의적인 어조로 우크라이나에도 역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2) 이런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은 독립적인 정치공동

체에 소속됨으로써 형성되는 역사적 전통과 이에 바탕을 둔 명료한 민족의식
을 가진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고 여기는 논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
치 않았던 민족과 예기치 않았던 국가는 서로 다른 것이며， 복합민족 국가의
공식적 역사서술과 이를 구성하는 민족의 인민적 기억으로서의 역사 또한 서
로 다른 것이다，3)

민족과 국가는 완성품의 형태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장기

간에 걸친 과정 속에서 인간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도 민족 자체와 마찬가지로 선험적으로 예정된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모두 민족건설 (nation - building)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
**

이 논문은 2002-2003년도 서울대학교 교수해외연수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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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Wilson(2000) Ukrainians. Unexpected Nation ,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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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실제로 마크 폰 하겐은 국제 학계와 국제 정치사회에서 어느 정도 광범하게 수용
되고 인정받는 과거 경험의 문자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k von Hagen,

같은 책，

p.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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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명제가 민족 정체성은 단지 인위적인 생산물일 뿐
이고 허구적 서사 (fictive naπative) 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 정체성이란 다른 문화 및 다른 민족들과의

대면 과정에서 자기상(自己

像)을 형성하고자 하는 한 민족의 의식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민족 정체성은 민족의

집단경험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때로는 의식되지 않은 채 경험된 일부 역사적 과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구
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명료한 형태로 공식화(公式化)해
야 한다. 나는 민족 정체성을 ‘한 민족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련의 자기상’이
라 규정하고자 한다. 민족 정체성이

인지된 것이 민족의식이다. 민족 인텔리

겐찌야는 민족 정체성을 공식화하여 명료한 형태로 표현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족으로서의 존재를 이미 확립한 일부 민족들도 때로는 민족 정체성과 관

련된 심각한 물음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
해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제도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구래의

민족 문화와 큰대적인 새 외래문화가 충돌하는 와중에서 이 문제가 등장한다.
외세의 위협 아래 있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화급한 관심사가 된다. 하
지만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려 애쓰고 있거나 혹은 막 독립을 획득한 민족들
에게도 민족 정체성은 그 못지않게 절박한 중대사로 다가온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근대적 민족 정체성 문제는 18세기 이래 특히 19 세기
에 서유럽과 문화적

대결을 겪으면서 대두하였다. 친슬라브파 논쟁은 그야말

로 러시아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 때 이래 러시아의 민족 정체
성 문제는 언제나 ‘동(東)인가 서(西)인가’라는 물음의

형태를 취하였다 .5) 여

4) Miroslav Hroch(1996) "From National Movement to the Fully-Fonned Nation: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Europe," in G. Eley & R. G. Suny(ed.l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Oxford, pp. 60-66. 또한 Liah Greenfeld(1992) 는
서유럽， 러시아， 미국에서 이루어진 민족

및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나는 민족을 단순한 인위적 창조의 산물로 여기는 해체주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같은 견해는 동아시아 사회들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민족’들의 대두와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성급하고 일방적인 명제를 강

요하기보다는 좀 더 성실한 지적 탐구의 자세와 정치적 세심함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5)

Nicolas Berdyaev(1947) The Russian Idea , tr. by R. M. French , Boston, pp.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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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와 아울러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를 뜻하는 반면， 유라시아주의 이전의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동’은 기독교

동방 교회， 특히

러시아 정교회를 의미하였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유라시아

주의자들만은 아시아의 비기독교 문화의 요소들을 러시아 민족 정체성 및 러

시아 민족 문화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6) 그러나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렇듯 러시아 문화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을 때조차 논의의

이

구조는 전대의

서사들에 비해 아무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동인가 서인
가’， ‘러시아인가 서유럽인가’의 이분법에 입각해 있었다.7)
그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우에

민족 정체성의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서

유럽 사이의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둘러
싼 논쟁은 ‘우크라이나인가 서유럽인가’의 형태를 띤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인
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였다. 주된 대결은 한편으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
이에서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폴란드가 분할되어 폴란드령

우크라이나 거의

일어났다.

전체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된 후에는 이 대결은 점차 ‘우크라이나인가 러시아인가’라는 이분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인텔리겐찌야는 러시아의

민족적

특성과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특징을 탐구하는 데 골몰하였고 이 같은 맥락
에서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공식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 규명 노력의 역사에서

1845년 말 무렵부터 1847년 3월

까지 존재하였던 비밀결사 성(聖) 키릴一메토디우스 형제단 (KHpHflo-MeToniïBCbKe
opaTCTBo 혹은 KHpHflo-MeToniïBCbKe TOBapHCTBO) 관련 지 식 인들은 특별 한 위

치를 차지한다.8) 황제 니콜라이 1 세 치하 러시아 제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민족적， 사회적 억압에

맞서 싸우고 이를 위해

인민들을 계몽시키고자

을 참조하시오

6)

EBpa3H，ηCTBO. OflblT CHCTeMaTH 'IeCKOrO H3 J10 J/reHHJI, l7yTH EBpa3HH

(]992J ,

MocKBa , CCι’

364’

37η7-379.

7)

c.

M. nOJJOBKHH "EBpa3H꺼 CTBO H pyccKa~ 3MHrpa l.1 H~ ，" npHJJO ll< eHHe K KH. H. C. Tpy'Jl 3blK

'Jl 3blK,

tþJfJ10COtþJfH

8)

,

Be l.1 KO 꺼(1 995) η'CTOPHJl 'KyJ1bTypa

HJJH npOBHl1l.1μ?" HcropHJl 'KyJ1bTypa

,

no.

6,

M. , CC. 740-74 1; H. A. HcaeB (1 995) "YTonHcT bI
c. 17; JJ , JJIOKc(1993) "EBpa3HllCTBO ," Bonpocbl

CC. 105-110.

이 결사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와 서유럽 언어로 이미 많은 연구서가
씌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 각주

9, 10,

12 에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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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일군의 젊은 학자， 시인， 작가， 교사， 법률가， 학생들은 이러한 노력 때

문에

러시아 정부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탄압받고 고초를 겪었다. 이는 우크

라이나 민족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형제단의

역사가 대단히

짧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우크라이나 지성사， 정치사상사， 민족

운동사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형
제단 관련 지식인틀은 우크라이나 민족사의 상징형성에서 불가결한 구성요소
를 이루고 있다.9) 특히 우크라이나의 ‘국민시인’인 타라스 셰브챙코가 이 단체
사건에 연루되어

겪었던 혹심한 시련은 이 조직에 특별한 신화적 후광을 더

해 주고 있다 10)

이

논문에서

나는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의

활동 자체를

연대순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11) 그 대신 그들의
담론 혹은 사상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

지는 몇 가지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표명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
사가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작업은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의 원형을 탐색하는 데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된 논의는 다음의 다섯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1) 나라 이름

2)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 존재 3) 범슬라브주의와 우크라이나 4) 서유럽

9)

George Luckyj(991)

Young Ukraine:

The Brotherhood

01

Saints

Cyril and

M ethodius, 1845-1847, University of Ottawa Press , p. 2; BO J\OlU!MHp Mi 51 I< OBCb l<따{
(1984) "CTopi '1'1 51 KHpH J\J\O -MeTolli ï BCb l< OrO õpaTcTBa 1846-1847," Unpublished and

lorgotten Writings , New York , p. 83.
10) 소련 시절의

일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의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 조직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사상과 실천에서 단지 사회비
판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려 하였다 (n. A. 3aRoH 'Il< oBc I< HR(1959) KHPHßßo-MeØoßHeBcKoe
06~eCTBo(1846-184η ， 11311. MOC I< OBC I< Oro YHH- Ta, CC. 29-3 0). 예를 들어 구레비치는

「청년 우크라이나 (MoJ\Olla YKpaïHa) ，라는 책에서

정신으로 씌어진 사회개혁
이

형제단의

회원들은

이

형제단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최초의

우크라이나

인민주의자들 (HapOllHH I< H) 이었다고

칭 하였다 (3. rypeBH 'I (928) MOßoßa YKpaÌiia. 40 BOCbMHßeCJl THX pOKOBHH KHPHßO

MeTOßi ïBCbKoro EpaTcTBa , llep:I<a BHe BHllaBHHUTBO YKpaïHH , C. 42).

11) 나는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의 형성 배경， 우크라이나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정에
서

이 단체가 가지는 의미 등의 문제를 곧 출판될 F 코사크의

영광， 우크라이나의

자유: 셰브챙코 시 선집~(가제， 한결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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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크라이나 5) 코사크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

시인 셰브챙코와 작가이자 역사가인 판텔레이몬 쿨리쉬가 형제단의 정식회

원이었던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그들이

이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한 적은 없다는 결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12) 그러나
나는 이들의 사상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식적 회원가입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념적 친연성이기

때

문이다 13) 역사가 코스토마로프는 형제단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지도자였

으므로 그의 사상은 당연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회원

들의 생각도 물론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2)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을 섬문하였던 차르 정부의

비밀경찰인 이른바 제 3부는 셰

브챙코가 형제단의 정식 단원이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가장 중요
한 범인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쿨리쉬가 형제단

회원이었던가에

정치경찰 관계자들은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코스토마로프， 홀락，

벌로제르스키가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의섬치 않았다
제단에 가입하였다 ("B iJlHomeHH~ O. φ. Op JlOBa llO

n.

이들은 서약을 하고 형

r. 5 i 6 i KOBa npo Hall i C JlaHH~ M.

1. KocToMapoBy B M. CapaToB pyKonHcy <PyccKa~ I1CTOpH꺼>，" KHpH.π'o-Melþo/l. i ïBCbKe

TOBapHCTBo (J 990J , TOM 1 , KHï B, c. 332; "npHnHc O. φ Op JlBa Ha~a Jl bHHKOBi 2-ro
OKpyry Kopnycy

:l< aHllapMi

B C. B. nep!þHJl b E: By BCTaHOBHTH Har Jl~ll 3a n. O. KyJl imeM

nicm np뼈yTU lloro llO TYJIH ," KHpHJlO-Melþo/l. i ïBCbKe TOBapHcTBo (J 990J , TOM 2 , KHïB ,
CC. 100-10 1).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셰브챙코와 쿨리쉬가 형제단 회원이었던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뤼시아니나 보즈약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셰브챙코가 회원이었던
가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반면 슬라브챙코 같은 다른 저자들은 그가 회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자용추코프스키는 셰브챙코가 회원이었음을 조건부로 인

정하였다. 세메프스키， 바할리， 미야코프스키 등은 셰브챙코와 쿨리쉬를 넓은 의미
의 형제단 회원에 넣었다 . n. 1. 5araJl ill(1925) T. π meB'.feHKO i KHpHJlO-MeTO/l. i ïB l( i ,
nep :l< aBHe

BHllaBHHUTBO

YKpaïHH , C.

3;

George

Luciani (1 956)

Le livre de la

genèse du peuple ukraíníen, Paris , pp. 31-32; MHxa꺼JlO B03H~K(192 1) KHpH，πJlO
MeφO，l! i ïCbKe BpaTcTBo , J1 bBiB , C. 3; BO Jl OllHMHp Mi~KOBCbKI깨 (984) ， Unpublíshed

and jorgotten Wrítíngs , p. 83; B. H. CeMeBCK 뼈 ， KHPHJlJlo-Me.O/l.HeCKOe 061J( eCTBO
1846-47rr. 11311. lKypHaJl a "rO JlOC 싸 HyB D\arO ，" CC. 12-14, 18; n. A. 3a꺼OH~KOBCKI깨
(1959) , KHPHJlJlo-MfψOl1HeBCKOe 06띠eCTBo(J846-1847J ， 11311. MOCKOBCKoro YHH-ra , C. 30, 76.
13) 최근의

가장 저명한 우크라이나 출신 역사가 가운데 하나인 폴론스카 바설랭코는

그녀의 우크라이나사 개설서에서 셰브챙코가 형제단의 회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그가 이 단체의

도덕적

권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Natalija Polonska-Vasylenko(1988) Geschíchte der Ukraíne , München ,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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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 이름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는 지

역에 대한 명칭으로서 오랫동안 확고한 위치를 가지지 못하였다. 19 세기에 이
르기까지 이 지역을 가리키는 데는 루스， 말라야 루스， 말로로시야(혹은 말라
야 로시야) , 혹은 심지어 로시야(즉，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이 사
용되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1187년 키예프 연대기에 OyKpaHHa 라는 형태
로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그 이래 죽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명칭이 가리키
는 지역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
일부 우크라이나 애국자틀은 루스라는 명칭이야말로 키예프국의 정통 후계

자인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러시아의 지배 혹은 전(全)
러시아적

정체성을 받아들인 다른 일부 지식인들은 말라야 로시야(말로로시

야)， 곧 작은 러시아(소러시아)라는 이름을 선호하였다.1 4 ) 19 세기 전반 친(親)
우크라이나파 (YK paHHoiþH JlbI) 15) 지식인이 집필한 것으로서 가장 잘 알려지고 영

향력 큰 저작 가운데 하나는 『루스인들 혹은 말라야 로시야(소러시아)의 역사
(HCTOpHJI PyCOB HJIH MaJIOH POCCHH)~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적

어도 이 책에서는 루스와 말라야 로시야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반면 우크

14)

17 세기 후반 키예프에서 출현한 저작 r 시놈시스 (CHHonCHC)J 의 저자야말로 이 경향

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종교적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의사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보호에는
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출신의 고위성직자로서 유명한 키예

프 동굴 수도원의

수도원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이노켄티

히젤

lnnokenti Hi esel

(Giesel)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확실한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

았다고 보고 있다(Hans Rothe(1983) "Einleitung" 2U Sinopsis, Kiev 1681 ,
Köln-Wien: Böhlau Verlag , pp. 42-44; John Bassarab(1982) Pereiaslav 1654: A
Historiographical Study , Edmonton: The Univ. of Alberta , p. 61).
1777년 에 처 음으로 출판된
r 말로로시 야 약사 (KpaTKoe onHcaHHe MaπOpOCCHH)~ 는
우크라이나인 저자가 전(全)러시아적

정체성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15)

‘친우크라이나주의 (YKpaHHO빼JIbCTBO ， Ukrainophilism)’란 19세기에 우크라이나의 언
어， 관습， 문화에

몰두하는 성향을 가리키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며， 일부 우크라이나인들도 이 용어를 받아들였다(Ralph

N. Luckyj(ed')0996) Towards an

만들어낸 용어이

Lindheim

& George

S.

Intellectl따1 Historγ 01 Ukraine: An Anthology

01 Ukrainian Thought From 1710 to

1995, Univ. of Toronto Press ,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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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자치주의자였음에 틀림없는 익명의 이 책 저자는 우크라이나라는 이
름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가 이해한 바로는 이 명칭은 폴란드 지배자
틀이 사용함으로써 오염되어 버렸다 16) 그의

경우에는 전(全)러시아적， 전(全)

정교적 정체성이라는 한 편과 가톨릭적， 폴란드적 요소라는 다른 한 편 사이
의 대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칼날 같은 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

저자 미콜라(니콜라이) 마르케비치도

자기 고국의 명칭으로서 말로로시야를 택하였다. 그의 저작 『말로로시야의 역
사』는 여러 부분에서 『루스인들의

역사」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케

비치는 열렬한 우크라이나 애국자였고 우크라이나의 문화적 자율성을 옹호하
던 인물이었지만， 그 또한 F 루스인들의

역사』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전(全)러

시아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17)

19세기 전반에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주로 이 나라 혹은 인민집단
이 러시아 혹은 러시아인들과 변별되는 독자적 민족체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었다. 러시아를 민주적 체제로 변혁하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던 데카브
리스트들도 때때로 이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사
용하였던 우크라이나란 이름은 단지 드니프로(드네프르) 강 좌안(左뽑 )18) 만을
의미하였다 19) 데카브리스트 시인으로서

친우크라이나적， 친코사크적

성향을

16)

HCTOPHJl PyCOB HJ1H Maπoη PoccHH( 1846J , MocKBa , CC.

17)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대표적 러시아 문인이었던 르일
레예프의

시

「보이나로프스키 (BOHHapOBC 써때) J 와

III-IV.

「날리바이코 (HaJJHBaH I< O) J 를

후 마르케비치는 시인에게 다음과 같은 열렬한 감사의
다. “저는 「보이나로프스키」와 「날리바이코」를 읽으면서

길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와 저희 동포들의

마음이

읽은

담긴 펀지를 보냈

끓어오르는 감정을 금할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당신께

서는 한 민족 전체를 분연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날리바이코의 고백’은 우리 심
장에 아로새 겨 졌습니 다."(Patrick 0 ’ meara(1984) K. F. Ryleev: A Politiml Biography
01 the Decembrist Po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94에서 재인용)

18) 드니프로강 동안(東품) 평원지대는 러시아 제국 수도 페테르부르그의 관점에서 보
아 왼쪽 기숨(좌안)이라 불렸다.

19) 데카브리스트 북방결사의 지도자였던 페스텔은 러시아 헌법을 구상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폴타바， 쿠르스크， 하리코프， 예카테리노슬라브 등 네
개 의 드니 프로 좌안 지 구 (OKpyra) 를 함께 묶어 하리 코프를 수도로 하는 ‘우크라이
나

주 (o6JIaCTb) ’를

편성하려고

구상하였다

중앙집권주의의

옹호자였던

페스텔에

비해 연방주의적 경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던 남방결사의 지도자 니키타 무라
비요프는 러시아를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주(州， state) 의 연합체로 재
편성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나름대로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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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콘드라티 르일레예프는 다른 명칭보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선호하
였다. 그의 시
제파와 그의

「보이나로프스키」는 우크라이나 코사크 헤트만이었던 이반 마
조카 보이나로프스키가 러시아 차르 표트르 1 세와 벌였던 극적

인 대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시인은 시종 우크라이
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이 그러나 같은 시인의 작품이면서， 우크라이나

코사크 지도자인 세베린 날리바이코가 폴란드 지배자들에

맞서

벌인 투쟁을

그리고 있는 시 「날리바이코」에서는 주인공의 고국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와 말

로로시야가 혼용되고 있으며
HapOil)21l이라는

이 나라 인민의

명칭으로는 루스 인민 (PYCCKHß

말과 우크라이나인들 (YKpaHHUbI) 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

다 .22)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도 우크라이나라는 명칭을 즐겨 사

용하였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신에서는 러시아제국에서 우크
라이나를 가리키는 공식명칭이었던 말로로시야란 말도 사용하였지만，경) 그 같
번째 초안에서는 말로로시야를 양분하여， 하리코프를 주도(州都)로 하는 ‘우크라
이나 주’와 키예프를 주도로 하는 ‘부그 주’를 편성하고자 하였다 (CeMeBCK때 ， KHPHJI.nOMeeODHeCKoe 06DI. eCTBO

1846-47rr.. c. 32).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데카브리스트 지

도자 모두에게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단지 말로로시야의 동반부를 가리키는 지명일
뿐이었다. 나중에 작성된 무라비요프의

두 번째

헌법 초안에서는 말로로시야 전체

가 ‘우크라이나 주’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라는 명칭을 이

런 용법으로 쓰는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20) 시 「보이나로프스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아들” “우크라이나 인민의 참상”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K. φ PψleeB(1946) H36paHHoe , M.: 0대 3 rOCJHl TH311aT , C. 94 , 100).

21)

러시아어로 PyCCKH꺼 Hapoll 라는 말이 쓰이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인민이라는 의
미가 아니라 루스의 인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PbVleeB (l 946)

H36paHHoe , c. 114).
22) 같은 책 115쪽. 당시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말을 더구나 러시아 시인이 사용한다

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일이었다.

23) 예컨대 쿨리쉬는 코스토마로프에게 보낸 1846년 9월 11 일자 편지에서 “오늘날까지
말로로시야에서 그런 사람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소”라고 쓰고 있다 ("1846 p. BepeCHJI

11 lleHTaM

JJJ.l CT n. O. KyJJiwa 3 neTep6ypra llO M. 1. KOCTOMapOBa npo BJ.l KJJallaHHJI CTYiCTOpi ï

yKpaïHcbKOrO HapOllY," KHpHJlO -MerþoDl ÏBCbKe

TOBapHCTBO , TOM 1 ,

c. 265). 그런가 하면 형제단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마르코비치는 훌락에게 보
낸 1846년 2월

15 일자 펀지에서

말로로시야어(Jl 3MK
("1846p. JDOTOrO 15

“헤로도토스의

MaJJOpOCCJ.lRCKJ.lR) 지식보다

더

그리스어

지식이

나았지요”라고

코스토마로프의
평가하고

있다

재 CT O. B. MapKOB J.I'I a M. 1. ryJJaKa 3 BJ.l CJJOBJJeHH Jl M Roro II\Hp이

JJ~60Bi llO 6aTbKiB II\J.lHJ.I Ta 3 nOBillOMJJeHH JlM npo ETHOrp빼내Hi nOWYK J.I," 같은 책， C.

397

키릴-메토디우스 형재단과 근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

은 경우가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1840년대의 문학적 정치적 저작

에서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라는 용어를 명백히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쿨리쉬
는 1840년대 저작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의
절에

집펼된 한 장시는 아예

청년시

제목 자체가 「우크라이나」이다.갱) 쿨리쉬가 이

명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19 세기 우크
라이나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시인 셰브챙코
는 글에서 자기 고국의 인민들을 가리키는 데 “우크라이나인(단수형 YKpaïHeu;
복수형 YKpa ï HUM)" 이라는 말은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 고국 자
체의 이름은 언제나 “우크라이나 (YKpaïHa 혹은 운율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펼
요한 경우에는 BKpa ï Ha)" 였다. 적어도 1840 년대에 씌어진 그의 시에서는 그는

말로로시야나 말라야 로시야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형제단 회원이었던 다
른 지식인들， 곧 미콜라 홀락， 바질 빌로제트스키， 게오르기 안드루스키 등도
그들의

저작이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라는 인물은 형제단
과 관련을 가지지는 않았으되 셰브챙코에게 바치는 시를 쓴 인물인데，

이 시

에서 그 역시 자기 나라를 우크라이나라고 부르고 있으며 25) 이 나라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리고 있다. 이 시의 저자는 이로써 자신이 셰
브챙코의 어법에 동조한다는 뜻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주고

역사가 코스토마로프의

있다. 러시아인 남성

역정은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을 보여

지주와 우크라이나인

여성

농노 사이에서

태어나

러시아어 사용지역인 하리코프 주 오스트로고즈스크 군(지금은 보로네쥬 주

에 속함)에서 자란 코스토마로프는 그의

젊은 시절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하

여 동요를 겪 었다. 19세 기 전반 우크라이 나 문화 부흥운동의 중심 지 였던 하리
코프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와 민속에 큰 관심을 가지

게 되었으나 자기가 우크라이나인인지에

하리코프 대학에

제출되었던 그의

첫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1841 년에

번째 석사 논문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혹은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말은 이따금씩

쓰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서

103).
24)

이

시는 “동포들에게”라는 구절과 함께

2, C. 53 1).
/ 그대 눈이
(1 990) "no meB 'i eHKa ," 앞의 책， TOM 1, c. 291).

Merþo.a i ïBCbKe TOBapHCTBO

25) “< ... > /

,

시작된다 (KyJl im ， "YKpaïHa" ,

KHPH.JIO -

TOM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형편

보지 않도록 "(BJlatlHMllP A.n eKcaHnp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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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러시아 교회통합의 원인과 성격」이라는 제목 아래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

시아의 장기적 관계를 주로 종교적 측면에서 살핀 것이다. 여기에서 코스토
마로프는 우크라이 나를 지 칭 하는 데 유고 자파드나야 로시 야(삐rO-3anallHa$l
POCCH $I,

서 남 러 시 아)， 유즈나야 로시 야(매 3Ha$l POCCH $I, 남러 시 아)， 루스 혹은

심지어 로시야(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병칭을 혼용하고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된 것은 말로로시야와 말라야 로시야， 곧 러시아 제국에서 쓰이던 공식
명칭이었다. 이 글에서 그가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이름을 사
용할 때에도 그것은 다른 이름과 비교하여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
았다.잃) 자파드나야 로시 야 (3anallH a$l POCCH $I, 서 러 시 아)라는 이 름은 리 투아니
아， 우크라이나 및

글에서
아)，

벨라루스를 포함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러시아를 칭하는 이름은 세베르나야 로시야 (CeBepHa$l POCCH $I, 북러시

벨 리 카야 로시 야 (BeJIHKa$l POCCH $I, 대 러 시 아) 혹은 모스코비 야 (MOCKOBμ$1，

모스크바국) 등이었다.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비차네 (MOCKBHT $l He) 로 불리기도 하
고 경멸조의 명칭인 모스칼리 (MOCKaJIμ) 로 불리기도 하였다.잉)

코스토마로프는 이 논문에서 말로로시야가 모스크바국에 합병된 것을 긍정
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페레야슬라프 협약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의사에

반하

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지만，28) 그래도 어쨌건 그 당시 그는 루스는 원래 하
나의

단일체였다는

로시야와

해석에

기울어져

있었다.

세베르나야(벨리카야)로시야는

다.잃) 그는 친우크라이나주의

그에

따르면

몽골군대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침입

유즈나야(말라야)

이후에

분할되었

정치화한 다음에야 비

로소 자기가 선택한 모국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

다. 일단 선회가 이루어지고 나자 그는 말라야 로시야보다 우크라이나를 훨씬
선호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단에서

활동하던 무렵은

이에

해당하는 시기였

다.
그 반면 형제단에 관련된 지식인들은 1847년 봄 관헌에 체포되어 상트 페

26)

H. KocToMapoB (1 928) "0 npWlH Hax H xapaKTepe yHHH 8 3anallHOß POCC 씨，" HaYKOBOny6.J1 iIÆHCTH IfHi

noπeMilfHi

nHCaHHJ1 KOCTOMapOBa , nep:!<a BHe BHllaBHH l1 TBO

Yl< païHH.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같은 책 27쪽을 보시오 (코스토마로프는 ‘슬로보다’를 ‘우크
라이나’라고 불렀다). 우크라이나인들 (Yl<paHH뻐)이라는 명칭이
29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7)
28)
29)

같은 책， c.
같은 책 , CC.
같은 책， c.

35, 36
33-35
3.

쓰인

예는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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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부르그로 압송된 다음 러시아 제국 정치경찰인 이른바 황제직속 제 3부에

서 취조를 받는 동안 차르 정부 관리들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가리켜 말라야

로시야 혹은 말로로시야라 칭하였다. 섬문 받논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도 심문
하는 관리들도 가끔씩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으나， 그런 경우는 그
야말로 드물었다，30) 코스토마로프보다 의지가 훨씬 더 강인하였던 셰브챙코조

차 심문 받는 동안에는 말로로시야 혹은 유즈나야 로시야라는 단어를 사용하
였다，31) 이는 분명 굴욕의 표현이었고， 상황에 복종한다는 표시였다.
젊은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은 말로로시야라는 이름에서 러시아 제국 권력의
짓누므는 듯한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서는 자유

의 숨결을 호흡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말로로시야는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
아 제국의 일부임을 말해주는 공식적 법률문서 속의 행정단위였던 반면， 우크
라이나는 부드러운 사랑의

고국이요， 어루만지고 위로해줄 대상이며

역사적

기억의 장이었다. 곧 말로로시야는 공적 관계를， 우크라이나는 정서적

애착을

각각 상징하고 있었다. 형제단 회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었던 안드루스키
는 달쓰기를 좋아하여 산문과 운문으로 된 여러 편의

원고를 남기고 있는데

그의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논문이나 미래의 헌법 초안과 같은
건조체의 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루스 혹은 말로로시야로 지칭되고 있지만32)

시에서는 언제나 우크라이나(브크라이나)라는 이름만 등장할 뿐이다. 몇 편의
시에서 안드루스키는 심지어
H.lIT a)

같은 상냥하기 짝이

리듯 우크라이나의

브크라이논카 (BKpaïHOHbKa) ， 브크라이냐타 (BKpa ï

없는 어감의

애칭까지 지어내서 마치 어리광올 부

이름을 부르고 있다，33) 형제단의

젊은 지식인들은 우크라

이나라는 이름을 쓸 때면 자부심을， 말로로시야 혹은 유즈나야 로시야라는 이
름을 쓸 때면 굴욕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의 역사와 문화
를 가지고 있는 자립적인 나라， 지금은 억압받고 고통 받고 있지만 부활의 날

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였다. 산문적 이름인 말로로시야에 반해 우크
라이나는 이상화되고 시적인 실체였다.

30)

예를 들어 코스토마로프는 취조 받는 동안 형제단원들은 ‘우크라이나’ 역사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BI lII1 0Billi M. 1

’

KOCTOMapOBa Ha nHTaHH~ nlll qac llOnl Ty B
TOBapHCTBO , TOM

31)
32)
33)

1,

c.

"npOTOKOJJ llonHTy T r IDeBqeHKa y

같은 책， CC.
같은 책， cc.

III

BlllllIJJeHHii ," KHpHJ10-MeIþOlI i ÏBCbKe

282).

416, 428-429.
430-432 , 436.

III

BI llll I JJeHH I ," 앞의 책， TOM

2,

CC.

3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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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민족으로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독자적 존재

3. 1.

민족적 실체

데카브리스트 조직인 슬라브인 통일 협회 (06meCTBO COellliH eHHbIX CJIaBRH) 는

「슬라브인 통일 교리문답」이라는 문헌에서 정치적 강령을 표명하였다. 이 글
은 자유주의적 범슬라브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모든 슬라브인
들의 형제애와 평등을 염원하는 호소를 담고 있었다. 이 단체의
원이었던 고르바체프스키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활동적인 회

동지들은 모든 슬라브 민족

들의 민주적인 연방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협회의 지도
자 보리소프는 이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민족으로 여넓 개의
슬라브 민족 이름을 거론하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장차 구성될 연방
의

독자적 인 성 원 민족에

포함되 지

않았다.34 ) 슬라브인 통일 협 회

회 원틀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역사적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그 옛날 우리는 스스로 다스
렸네".

이 것은

셰브챙코의

초기

시

작품인

「타라스의

밤」

중의

한

행으로

서，잃) 이 구절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인틀이 독자적 민족으로서 존재하는가 여부

에 관한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의 생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
제단의 정치적 강령을 담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 J (일명 「신의 법 J)
는 장차 수립될 슬라브인 연방의 구성원으로 일곱 민족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
크라이나인들은 그 가운데

한 독립적

구성

민족으로 포함되어

있다 .36) 이미

1843년에 코스토마로프는 소러시아 민족은 대러시아 민족과 구분되는 별개의
(oco6eHHaR) 민족을 이룬다고 말한 바 있다. 1847년 봄 관헌에

체포되기 전에

형제단 지식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부르는 데 가장 흔히 사
용했던 명칭은 “우크라인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34)

CeMeBCK때 ， KHpHJlJlo-Me8oßHecKoe 06m.eCTBO

pp.

35)

65-66

c. 8; George Luciani( 1956) ,

참조.

T. WeB 'I eHKo (1 989) "TapacoBa HI '1 (IlPyra pellaKl.!iJl)," nOBHe 316pBHHB TBOpl B Y ßBBHBßIJJl TH TOMBX.

36)

1846-47rr. ,

셰브챙코는 가능한

TOM 1, KHiB , C.

22.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곱 민족은 대러시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체크
인， 슬로베네인，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이다 ("3aKOH 60*HR (KHHrH 이TTJI YKpaïH-c
bKoro HapoIlY) ," KHpHJIO-Metþoßi ïBCbKe TOBBPHCTBO , TOM 1, C.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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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고국을 우크라이나라고 불렀지만， 시에서 자신의

동포

들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칭한 적은 없다. 그 반면 코스토마로프는 “우크라이
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글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
였다，37) 빌로제르스키도 형제단 정관 설명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어

떤 슬라브 민족 (nJIeMJI) 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야말로

독

립을 쟁취하고자 애쓰고 다른 형제들을 고취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
하였다 .38) 쿨리쉬는 우크라이나 인민 (YKpaïHcbK때 HapOll) 이라는 집합적

표현

을 쓰고 있다. 그는 이 이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39)
젊은 쿨리쉬에게는 우크라이나 민족이

개별

독자적

민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사실이었다. 1843년에 씌어진 그의 장시
이나」에서 스물 네 살의

젊은 시인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고대부터

「우크라
개관하

고 있다 .40) 서두 부분에서 자연종교 시대와 키예프 시대가 짧게 개관된 후 시
는 바로 몽골 지배기와 리투아니아 시대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 코사크들과
그 지도자들의

행적이

추적되고 있다. 다시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말해 쿨리쉬가 이해하기에는 이

역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가졌던 모든 가능한 민족 혹은 국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하
여 폴란드인， 리 투아니 아인， 타타르인， 투르크인， 몰다비 아인， 베사라비 아인 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루스의 지배자였던 류릭 가문의 북방 지파(支派)，
곧 후일의 모스크바국 통치자 가문의
분리， 모스크바국의

형성 등에

형성과 발전， 북부 루스와 남부 루스의

대해서는 한 마디의

시아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통치기에
체결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그의

러시아와 페레야슬라브 협약을

대한 러시아 지배에

크 지도자 보흐단 흐멜니츠키의

언급도 없다. 심지어는 러

길을 터놓았던

인물인 코사

행적을 다루는 부분에서조차 모스크바국과
없다. 마제파의

이름은 언급이

적대자였던 러시아 차르 표트르 1 세는 등장하지

되고 있건만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한 마디로 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역사의 지평 안에 존재하지조

37)
38)

"5paTb Jl YKpaHHl.l에

은 책， c.

39)

같은 책， c.

"nO Jl CeHHJI B M. 5iJI03epCbKoro

394.

KyJIim , "KHHra 0 niJIax Hapo lIY YKpaïHCbKoro i CJIaBHOrO BillcbKa K03a l.l bKoro 3allo
p03bKoro ," 같은 책， TOM

40)

170.
nO cTaTyTy KHpHJIO-Meiþoni ïBCbKe TOBapHcTBa"" , 같

2,

CC.

KyJIim , "YKpaïHa ," 같은 책， CC.

66-80.
531-569

러시아연구 채 14권 제 2 호

402

차 않거나 혹은 적어도 우크라이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 럼 되어
다. 러시아의 부재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있

때문에 그것이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볼 때 당시 쿨리쉬는 우크라이나

를 러시아와는 완전히

무관한 역사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싶어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코스토마로프는 우크라이나 초기

역사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쿨리쉬의 시 「우크라이나 J 에서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지는 않았다. 앞에

서

언급한 석사논문에서 코스토마로프도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폴란드 및 리

투아니아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초기의 루스는 원
래 통 일 체 (어ell
마띠If뻐
f

스로 분할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부 루스 곧 우크라이나는 그
후 북부 루스와 다른 길을 걸어

별개의 민족이 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

도 폴란드 지배 하에서 독립을 원하였으며 1648년 흐멜니츠키 지도 아래

일

어난 혁명은 바로， 독립하고자 하는 열렬한 희구의 표현이었다. 그가 보기에
페레야슬라프 협약은 정치적 격동의 산물이었으며

그 결과 두 러시아 민족이

다시 합쳐졌다. 그러나 이 협약은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진정한 소망에 부합하
지 않는 것이었다.
즉， 우크라이나 인민들은 협약을 체결할 때 폴란드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
던 것은 분명하지만 러시아인들과 합쳐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코스

토마로프의 해석이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과의 통합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곧 자신들의 정교 신앙을 수호해야겠다는 바
람 때문이었다 .4 1) 젊은 역사 연구자가 석사학위 청구 논문에서

은 해석은 러시아 제국 교육부 관리들의

섬기를 몹시 불편하게

제시한 이 같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청구 논문은 통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량 소각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42)

위에서 말한 쿨리쉬나 코스토마로프의 저작들은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이

결성되기 전에 씌어진 것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정치적 입장은 형제단
시절까지 계속 이어졌다.

4 1)

H. KocToMapoB (1 928) "0 npwmHax H xapaKTepe yH IfH B 3anatlHoll POCC IfH," CC.

42)

그러나 코스토마로프는 자서전에서

자기

석사논문이

불태워지게

33-35.

된 이유로 이

요인을 들지 는 않았다 (AB T0 6HorparþHJI H. ff. KocToMapoBa( 1922), notl petla Kl.\He 꺼 B.
KOTeJIbHHKOBa , M. , CC.

16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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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어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 존재에 대한 논의에서 언어 문제는 특별한 위치

를 차지한다.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이 결성되던 시기에는 러시아인틀 뿐 아
니라 대부분의 교육받은 우크라이나인들도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의 한 방

언으로서 러시아어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어
의 존재의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기껏해야 농민층의 투박한
일상 언어 정도로나 여길 뿐이었다.

키힐 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모두 공식 교육에서는 러시아어
를 배웠고 구어로나 문어로나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들
은 글의 주제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거나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떤 메시지
를 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어로 글을 썼다.
시인 셰브챙코는 언어를 민족혼의
의 존재에서

전달자로 여기고 민족어의

핵섬적인 것으로 보는 헤르더식

부합되는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

민족주의

발전을 민족

이론에

근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가장 잘

전개과정에서

독보적 의미를 가진다. 그는 농노 출신의 우크라이나인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을 뿐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주(독일계 러시아 귀족
이었던

앵겔가르트) 집안에서

시동으로 일하였으며， 그 때 이후 러시아어 사

용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그가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쓰기 시작
한 것은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다.

그러나 셰브챙코는 그 후로는 자신의 거의 모든 주요한 작품들을 우크라이

나어로 썼다. 일기， 소설， 짤막한 자서전 등은 예외적으로 러시아어로 씌어졌

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자기 존재를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

던 것은 이러한 글이 아니라 시작품들이었는데， 시는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씌
어졌다. 우크라이나어로 씌어진 시작품들을 통해서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다가갔으며， 우크라이나 민족의 예언자가 되었다. 그가 러시아어로 쓴 글들은
내용에서도 형식에서도 결코 그의 시작품들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독자들
사이에서도 시작품들처럼

강렬한 정서적

고양과 함께

받아들여지지는 못했

다.겹)

43)

러시아어로 씌어진 셰브챙코의 글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
도 자전적 소설 F 화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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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챙코의 시어는 그가 어린 시절 농노인 자기 부모와 할아버지에게서 들
은 우크라이나의 민요나 옛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폴란드-러시아 세 나라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1768년 서부 우크라이나의 농민-코사크 봉기를 옳고 있는 그의 장시 「하이다
마키」는 그가 소년 시절 할아버지

이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

인 뼈대로 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하이다마키 J ，카테리나 J ，타라스의 밤 J ，
「수도승」 등 그의 시 속에는 우크라이나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민중 사이에서
노래하던 눈먼 유랑가수 롭자르들이

보존해

온 전래민요들이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불러일
으킨 정서적 감흥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코스토마로프는 셰브챙코의

시신(詩

神)은 “인민의 삶을 가린 채 드리워져 있던 장막을 갈갈이 찢어 제쳤다”는 극
적인 수사로써 자기 느낌을 표현하였다.
셰브챙코가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에

연루되어

페테르부르그의 제 3부에

서 조사를 받는 동안 조사관들은 셰브챙코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형제

단 관련자들의 소지품 가운데 셰브챙코의 미출간 시집 W3 년』의 펼사본이 들
어 있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셰브챙코가 큰 영향
력을 가진 시인이라는 사실을 비밀경찰 조사관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관들이 셰브챙코에게 그의 시가 “소러시아인들(우

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그토록 큰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셰브챙코는 자기 시가 우크라이나어로 씌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얘)

쿨리쉬도 초기

저작들을 주로 우크라이나어로 썼다. 셰브챙코가 솟아나는

영감에 이끌려 글을 쓰는 낭만적 시인이었던 데 반해 쿨리쉬는 우크라이나어

를 근대적 고급문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좀 더 강하게 의식하면서
글을 썼고 그런 의미에서

이론가적인 성격도 가진 지식인이었다. 그는 후일

근대 우크라이나어 문법의 기초를 놓았을 뿐 아니라 성경을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전 청년시절에도 이미 소설 「코사크 총회」와 시 「우
크라이나」를 비롯한 초기 작품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집필하였다쩌)

44)

"llpOTOKO Jl

,!1 omlT

y T. r. illeB 'I eHKa y III BiMi JleHHHi ,"

KUpUJlO -MeφOlIi ïBCbKe TOB a.-

pUCTBO , TOM 2, c. 325.
45) 그런데 소설 「코사크 총회」의 경우는 좀 특이해서， 쿨리쉬는 원작을 우크라이나어

로 쓰면서 러시아본도 함께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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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토마로프는 러시아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나고 자랐으며， 스물 한 두 살

이 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어를 잘 몰랐다. 그는 하리코프 대학 재학 시절 우
크라이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비로소 우크라이나어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시절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인 이즈마일 스레즈네프스키는 자포로자 코
사크들에

대한 시를 민요풍으로 지어， 마치 그가 발굴한 전래민요인 것처럼

출판하여 우크라이나 민중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컸던 인물인데 코스토
마로프가 우크라이나어를 배우고자 생각하게 된 데는 스레즈네프스키의 영향
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우크라이나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는 한동안 이 언어를 배우는 데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우크

라이나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46) 우

크라이나어로 시와 산문 등을 습작하였다.

3.3.

영토

영토 문제에

관해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틀은 드니프로 강

좌안， 곧 동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드니프로 강 우안， 곧 서부 우크라이나
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당한 영토로 인정하였다. 형제단의 문서 “우크라이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의
크라이 나의

양안(兩뿜)"이 라는 구절을 쓰고 있다 .47) 당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친폴란드적

영역을 표현하는 데 “우
일부 인물들은 서 부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우크라이나 출신

역사학자로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엘리(일코) 보르삭의 주장에 의하면 차르 알

렉산드르 1 세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로서， 이 지역을 폴란드 왕국에 통합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갱) 그리고 폴란드인들도 역시 이 지역을 자기네들의 당

연한 영토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49) 그러나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그들

은 서 안의 주민들과 동안의 주민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지 역 우크

46) ABTo6HorpatþHJf H. H. KocToMapoBa , CC. 149-151
47) "5paTb51 YKpaI!Hl(bI!" C. 170.
48) Elie Borschak (1 949) La Légende Historique de L'Ukraine: Istoriia Rusov , Paris,
p. 19
49) Ivan 1. Ludnytsky(1980) "Polish-Ukrainian Relations: The Burden of History"
in Po/and and Ukraine Past and Present ed. by Peter ]. Potichnyj , Toronto:
Edmonton,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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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인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민족의 구성원이며 두 지역이 모두 우크라이
나 민족에게 속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

범슬라브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관련된 지식인들은 모두 열렬한 우크라이나 애
국자들이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모든 슬라브인들의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범슬라브주의자들이기도 하였다. 제 3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형제단은 성
키 릴 메 토디 우스 슬라브 협 회 (CJIaB Sl HCKoe OÔmeCTBO CB. KHpHJIJIa H MeiþollHSI) 라

는 명 칭 으로도 불렸고 우크라이 나 슬라브 협 회 (YKpaHHO-CJIaB Sl HCKoe OÔmeCTBO)
라고도 불렸다.뻐) 첫 번째 명칭은 형제단 관련자들 자신들이 주로 사용한 것

이었던 반면 두 번째 명칭은 제 3부 책임자인 오를로프 백작과 부책임자인
두벨트를 비롯한 차르 정부 관리들이 형제단에 붙인 이름이었다 .51)

흥미롭게도 차르 정부 관헌이

붙여준 이 두 번째

명칭이야말로 형제단의

정치적 이념을 비교적 충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조사를 받는 동안 형제단
관련 지식인툴 스스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랑과 모든 슬라브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겹의 사랑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취조관들에게 자신들

을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애국자라기보다

범슬라브주의자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코스토마로프는 자기가 훌락 및 코스토마로프와 가까이 지내게 되는 계기

를 만들어 준 것은 슬라브 민족의 대의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제 3부에서 진
술하였다. 훌락은 당시

저명한 체크인

범슬라브주의

지식인이었던 바출라프

한카와 활발한 서신교류를 가졌으며， 스스로도 범슬라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포메른 지방 슬라브인들의

50) "Bi JlHOmeHHJI O.
TOBap l! CTBa

51)

φ.

OpJIOBa

Bl! pOK l!oro

JlO

법생활」이라는 방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하였

C. C. YBapoBa npo

'1JIeHaM

,"

Jl i Jl JIbHiCTb

KHpHJIO--Meiþo Jl iïBCbKoro

KlfplfJlo--MeφOlI i ïBCbKe TOBaplfcTBo ,

TOM

1, c. 74.

그러나 차르 정부 제 3부의 고위 관리들도 성 키렬 메토디우스 슬라브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제 3부 부장이었던 오를로프 백작이 형제단에 대해 차르 니콜

라이 1 세에게 올린 보고서도 그 한 예이다 ("l1onoBi Jl b O. φ. OpJIOBa MI! KOJIi

Ta e: MHe CJIOB Jl HCbKe TOBap l! CTBO CB. Kl! pl! JIa
앞의 책， TOM

1, c. 33).

Meiþo Jl i Jl,

1 np。

0 i cHyBaJIO B M. KI!e: Bi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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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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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는데，

이

시에서 그는 모든 슬라브인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였다.많) 쿨리쉬는
슬라브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다른 슬라브 사회들을 방문하는 여행길에 올랐
다가 도중에 러시아 관헌에 체포되었다. 그의 여행 목적이 다른 슬라브 민족

들과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콜라 리헬

만은 쿨리쉬가 키예프를 떠나 프라하로 출발할 때 한카에게 그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기도 하였다. 셰브챙코의 시작품들에서도 범슬라브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음은 이미 연구자들이 누차 지적해 왔다.잉) 그는 체크 민족의 영웅
얀 후스의 순교를 소재로 한 자신의 시 「이단자」를 체크인 학자 샤파르직에
게 바치면서， 슬라브인들의 연대를 위한 이 범슬라브주의 지식인의 노력을 시
에서 장중한 어조로 찬양하였다 55)

당시

범슬라브주의에는 최소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 하나는 러시아

중심적， 보수적 범슬라브주의 운동으로서 차르 니콜라이 1 세의 교육부 대신이
었던 우바로프 백작과 그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던 역사학자 미하일 포고
딘이

이를 주도하고 있었다 .56) 이 운동의

목적은 모든 슬라브인들을 러시아

차트의 지배 아래 규합하는 것이었다. 다른 유형은 데카브리스트들의 슬라브
연방 정부 이념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자유주의적 범슬라브주의였다. 1846-7

52) "1846

p. 5epe3HJI

8-

J!J,ICT

Il O Ba l.\J1 aBa raHKII 3 nOB IllOMJ1 eHH Jl M npo CBOIO HayKoBy

po50Ty i npOXaHH Jl M BKa3aTII IlOllaTKOBi ll:l< epe J1 a 3 iCTOpi ï npaBa ," 앞의
CC.

93-94;

"HayKoBa npa l(51

BIIJ1y앤 Ha npll apemT i

53)

18

5epe3HJI

1847

P. ," 같은 책， CC.

"Bipm M. J. KocToMapoBa <lli TII CJ1 aBII , lli TII CJ1 aBII ,
nill ttac o5myKy

54) "1847

p.

J1IOTOrO

28

5epe3H꺼

엉 -

책 , TOM

1,

M. 1. ry Jl aKa <IOP lIlllI'l HlI lt noõyT nOMopCbKIIX CJlOB ’ 51H> ,

1847

P. ," 같은 책， CC.

'1 ac

107-129.
Bam HaCTynac> , BIIJ1ytteHHII꺼

1, 271-272.

깨 CT M. A. Pi re J1 bMaHa llO B. B. raHKII 3 BIIC J10B J1 eHHJlM npllJl 3Hi lt

nOBillOM J1 eHH Jl M npo Hallic J1 aHHJI KHII :I< OK Ta 3 npOXaHH Jl M B3 J1 TII yttacTb y nillHOTOB l.\ 1 BlI llaHHJI POCiltCbKO-C J10B ’Jl HCbKOro
Ky J1 i ma ," 같은 책， TOM

2,

:l<ypHa J1y

i

npllXIIJ1 bHO npll꺼H 5I TII n.

o.

41-42.
55) meBtteHKo (1 989) ’E:peTIIK ," nOBHe 3 i 6pa. HHa. TBOpi B Y I1Ba. Ha.I1UJl TH TOMa.X , TOM 1, CC.
199-200.
56) Ulrich Pich t( 1969) M. P. Pogodin und die Slavische Frage: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Panslavismus , Emst Klett Verlag , CC. 114-179, 217-223. 미 국 연
CC.

I

구자인 파드너는 슬라브인 학자들을 지원한 우바로프 백작의 궁극적 목적은 범슬
라브주의라기보다 문화적 범러시아주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rank Fadner (1 96 1)
Seventy Years 01 Pan-Slavism in Russia: Karazin to Danilevskii 18()()-1870,
Georgetown Univ. Press ,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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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집필된 짤막한 원고에서 코스토마로프는 범슬라브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

정하였다. “이는 항구적 후진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슬라브 민족 전체의
노력이며， 개별 슬라브 민족으로 하여금 형제 민족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 주고 그들 모두가 형제 가족들과 더불
어 인류 문화의

전진하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 주며 불후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섬판의 날에 임할 수 있게 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다 "57)

슬라브 민족 전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공통되
게 ‘가족’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다. 셰브챙코의 시

「유언」의 유명한 마지막

부분은 슬라브인들의 큰 가족에 대한 희망과 호소를 담고 있다 .58) 빌로제르스

키는 형제단 규약을 설명하는 자신의 글에서 “슬라브 민족들이 한 가족으로
합치는 것 (coellliH eHHe CJl aB .lI HCKHX TI Jl eMeH B OZlH y CeMblO)"이라는 구절을 썼다.

이

가족은 정치 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들의

민주적

연방 (federation) ，

혹은 국가연합 konfederation) 의 형태로 상정되었다.

슬라브인들의 연대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또 다른 이미지는 바
다였다. 셰브챙코가 그의 시 「이단자」에서 샤파르직을 찬미한 구절은 그 가장
적절한 예를 보여준다.
샤파르직이여， 그대에게 영광 있으라，
영원히 또 영원히!

그대는 슬라브의 강줄기들을
하나의 바다로 모아 들였으니 !59)

그런데 ‘슬라브 가족’이나 ‘슬라브인 바다’는 결코 문화적 용광로를 의미하

지는 않았다. 오히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개별 민족들은 국가연합의 테두
리 내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성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의 주(主)저자였다고 짐작되는 코스토마로프도
독립적 우크라이나가 슬라브인 연합체 내에 자리하기를 원하였다. 그가 우크
57) "PYKOTIIl C M. 1. KOCTocapOBa npo naHC Jl aB i 3M ," KnpH.πo-MetþOlIi ïBCbKe

TOBéipnCTBO ,

TOM 1, c. 264.

58)

띠eB lJ eHKo(1989) "꺼K Y"lpy,

TO noxoBallTe ,"

TOM 1, c. 268.
59) meB lJ eHKo(1989) ,’E:pe Tll K," c. 200.

nOBHe

3i 6péiHHéi

TBOpi B

Y lIBéiHéilIIÆJl Tn

TOMé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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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인들이

충분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우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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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독립국

이 아니라 슬라브 연합 내 우크라이나라는 지위를 희망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론가 코스토마로프에게 슬라브 연방이라는 구상에서 더 중요했던 요
소는 구체적인 현실정치

맥락 속의

세력관계에

대한 고려였다기보다 형제민

족인 슬라브 전체 인민의 연대라는 원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미묘한 문제가 제기된다. 셰브챙코도 코스토마로프도

폴란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인들과 폴
란드인들의

정치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슬라브 연방이라논 것을 그틀이

어떻게 꿈꿀 수 있었을까?
사실， 셰브챙코가 우크라이나인들과 폴란드인들 사이의 대결의 역사를 다룰
때는 폴란드인들에
시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곤 하였던 게 분명하다. 그의

「하이다마키」나 「타라스의

밤」

가운데 몇 구절은 정말 호전적인

데다가，

시인 자신이 폴란드 귀족지주들 및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당대의
해서

현실정치가 문제되는 한 셰브챙코는 폴란드인들 일반에

결코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0 대 소년 시절 농노신분의 시동으로서 자기 주인을 따라 머

무르고 있던 바르샤바에서 그는 폴란드인들의 1830년 봉기를 목격하였다. 그
가 그 때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차르의

지배에

항거하여

자유를 요구하는

폴란드인틀의 외침븐 그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 경험음 통해 처
음으로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으며

현존하는 정치사회체제의 정당성에 대

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60) 그는 미츠키예비츠의 작품을 비롯한 폴란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러시아
어가 유일한 슬라브 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고， 자

기 모국인 우크라이나의 민중 언어와 민중문학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즉 그는 어린 시절 생활의 일부로서 접했던 우크라이나의 민중 구
전문학에 대해 이제는 각성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
이 바로 1830 년 폴란드 민족의 해방투쟁이었던 것이다. 이 기억을 잊지 않았
던 셰브챙코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속의 폴란드인들에게
연대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민족해방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축복을 보냈다. 그

60) Pavlo Zaitsev(1988) Taras Shevchenko: A Life , tr. and ed. by G. S. N. Luckyj ,
Univ. of Toronto Press ,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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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키렬-메토디우스 형제단에 연루되어 오렌부르그에 유배되어 사는 동안 마

찬가지로 그 곳에 유배되어 있던 폴란드인 정치범들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61) 그가 사망하였을 때 폴란드인 조문객들이 조사를 읽었다는
실도 그가 폴란드인들에게

사

결코 배타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1840년대에

키예프에

거주하였던 폴란드 지식인인 율리안

벨리안-켄지츠키의 회상록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62) 1846년 그는

셰브챙코와 알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금방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세

브챙코는 벨리안-켄지츠키에
슬라브인들의

대해 개인적

친근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가

연대라는 대의를 위한 정치적

동지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겨 각별한 호의를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코스토마로프가 슬라브 민

족의 연합을 위한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눈치 채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사권 폴란드 친구를 역사가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와 더불어 이 정치결사 구성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뜻대로 세 사람이 회동했을 때 셰브챙코는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주도하였다. 그는 게르만 민족이나 라틴민족이 이미 강력한 국가체제
를 형성했음에 반해 슬라브인들은 서글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탄하고 슬라
브인들도 연대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스토마로프에게 슬라브 형
제단에 대해 말해 달라고 졸랐다.

당시

키예프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코스토마로프는 형제단

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형제단은 슬라브인들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인민에게 단결의

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의 큰 정

치체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을 과학으로 교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 대단히

흥미롭게도， 코스토마로프는 이 새로운 정치체는 단일한 정교

차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단일한 정교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
였다. 셰브챙코는 이 말에 뜨악했으나 코스토마로프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

상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청년 역사가는 그토록 중요한 극비의 정치 문제를
폴란드인의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겼음에 틀림

없다. 따라서 단일한 정교 차르와 단일한 정교 신앙이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
이었던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덮여 버렸다.

61)

같은 책，

62)

CnoraPH npo Tapaca fDeB 'I eHKa (J 982) , KHÏ B , CC.

p. 195, 200-20 1.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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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을 수립

하고 종교적으로도 모든 슬라브인들을 정교의 지붕 아래 모아들이자는 의미
로 말했을까? 아니면 그의

이

발언은 단지

범슬라브주의 문제에서 반차르적

인 성향의 폴란드 지식인과 복잡하게 얽혀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막을 친 것에 불과하였을까? 이

대화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셰브챙코와 코스토마로프가 폴란드인을 대하는 태

도가 달랐다는 사실 뿐이다. 셰브챙코는 시에서 폴란드인들을 격렬하게 공격
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미래의 상호연대라는 문제에 관한 한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폴란드인들과도 아주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로 의견을 나누었
던 데 반해 코스토마로프는 폴란드인들과의 협력에 대해 다소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폴란드인들에

대한 코스토마로프의

태도는 그 후에도 근본적

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그의 필생의 여인인 알레나 케헬스카가 폴란드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이하다는 느낌마저 주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적 대화에서와는 달리 코스토마로프도 「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 같은 문건에서는 미래의 협력에 관한 한 러시아인이건 폴란드인
이건 그 어떤 슬라브인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범슬라브주의에 관한 시에서 그는 슬라브인들 중에서도 체크인틀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명하였거니와 세르브인들과 폴란드인들에게도 호감을 표시하였다.없)

사실 그도， 셰브챙코도 근본적으로 반폴란드적일 수는 없었다. 키렬 메토디우
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알게 모르게 폴란드 민주주의자들과 청년 폴란드

운동으로부터 큰 정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키예프를 중심으로 활동
하던 민주주의적 성향의 젊은 폴란드 지식인들은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
주 적극적으로 정치적 토론과 활동을 전개하였고， 사실 우크라이나 지식인들

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정치의식에 눈을 뜨는 일이 적지 않았다.없) 코스토마
로프가 폴란드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던 간에우크

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폴란
드의 민족시인 아담 미츠키예비츠가 쓴 「폴란드 민족 및 폴란드인 순례의 서」
였다. 심지어 코스토마로프는 1847년 3월 형제단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키

63) "Bipm M. 1. KOCTOMapOBa <niTH CJlaBH , tliTH CJlaBH , qac Bam HacTyrra E:>, BHJl yqeHHH It
rri tl qac o5myKy 28 5epe3HJ! 1847 P. ," KHpH.πo-Metþopi ÏBCbKe TOBapHcTBo , TOM 1, cc.
271-272.
64) George Luckyj C1 99 1l Young Ukraine,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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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프 관헌당국이 그의 소지품 중에서 「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를 발견하
여 이에 대해 추궁하자 그것은 이 폴란드 시인의 글을 번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65) 코스토마로프는 폴란드인들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들에 대한 형제애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면성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의

이념은 비(非)관제적

범슬라브주의를

대표하였

다，66) 이 이념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최상의 길로

여겨졌으며， 형제단 관련자들이 보기에 이 이념은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
었다. 그 하나는 서방사회와는 다른 집단인 모든 슬라브인들의 연대와 후진성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자율적으로 남아있는 영

역까지

러시아 제국의

폭압적인 차르 권력이

침범해

싸우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개별 슬라브 민족의

들어올 가능성에

맞서

민족문화와 잠재력을 발전

시키는 것이었다.

형제단 사건으로 제 3부에서 심문 받는 동안 코스토마로프는 자신이 일찍이
한 번도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부정한 적이
러나 형제단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

범슬라브주의가 반체제적인 성격의 이념이었음에는 의심의 여

지가 없다. 빌로제르스키는 슬라브인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것이 과
제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이 각 슬라브 민족들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진술들은 분명히 자체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

순은 나이 20 대의

청년 지식인들이

현실의

정치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정된 지적， 경험적 범위 안에서 대안을 암중모색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가피

65)

"Bi IlHOmeHH Jl 1, 1, φyHLlY K Jl eJl IlO 0 , φ ， OpJlOBa npo o6mYK , apemT Ta BillnpaB Jl eHHJl B

III

Bllllli Jl eHH Jl M, 1, KocToMapoBa ," KHpH，π'O -Me!þooi ïBCbKe TOBapHcTBo, TOM

1, c , 249

코스토마로프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소지품 속에서는 미츠키예비츠의 또 다른 작
품인 「선조들 (DziadY)J 이 발견되었다 ("BHCHOBOK

III

Billlli Jl eHHJl y cnpaBi npo lli JlJl b

HicTb M, 1, KOCTOMapOBa y KHpH Jl o-Melþolli ïBCbKOMy TOBapHcTBi ," 같은 책， c ,

66)

307) ,

실제로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 가운데 특히 벌로제르스크와 코스토마로프는 (홍락
은 그렇지 않았다) 제 3부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자신들은 차르 정부가 고취한 범
슬라브주의 정신에 따라 행동했다고
CbKoro B

III

Billlli Jl eHHi ," 같은

B, M, 5i Jl03epCbKoro ," 같은 책， c ,

주장하였다 ("npOTOKOJl llonHTy B, M, 5i Jl 03ep-

책， TOM

417)

1, c ,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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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지적 노력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작엽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모순의 존재 자체에
들의

대한 지적이라기보다 그

핵섬적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던가를 짚어내는 일일 것이다. 한 국가로의

통합이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실현하는 수단

으로 언급된 것이라면 그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더 중시해야 마땅하기 때문
이다. 형제단 지식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슬라브 민족들 사이의 차이
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대립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며， 아직 자기 자
신이 되어 있지 못한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되게끔 하는 것이었다. 그
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모든 슬라브인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야말로 독
자적 생존을 향해 투쟁하고 다른 슬라브 민족들에게도 같은 대의를 향한 열

망을 고취시킬 가장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범슬라브주
의는 러시아의 패권을 벗어날 최상의 수단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우크라이나 애국자로서 또 하나의 과제를 가
지고 있었다. 그것은 폴란드 민족과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을 명확

히 밝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제단 지식인들의 이념은 서방과 슬라
브인들 사이의 온건한 이분볍이라는 하나의 모습과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삼분법이라는 다른 모습을 합쳐 놓은 것이었다.
형제단 시기의

이러한 담론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씌어진 코스토마로프의

「두 러시아 민족』의 담론과 대조를 이룬다. 코스토마로프가 형제단과 관련하여
시련응 겪고 나서 다시

페테르부트그에

정착한 후에 씌어진 『두 러시아 민족』

은 대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엄격한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러시아인과 구분되는 우크라이나인의 민족적 특징을 이상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67) 이는 활동 후기에 들어가면서 형제단 지식인들 사이에
서 범슬라브주의 사상의 영향이 퇴색한 것과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서방과 우크라이나

이미 언급한대로 러시아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동과 서’의 이분법
혹은 러시아와 서유럽의 이분법이 논의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키릴-메

67)

써l< OJla

KOCTOMapOS , llBi pyCbKi HapODHOCTR, KIl Ïs-]J뼈 nui r: Yl< paÏHCb l< a Ha l<J1 a JlH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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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디우스 형제단 지식인들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

은 이분법이 핵심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친슬라브주의 논쟁에서와

는 달리， 형제단 지식인들의 글에서는 서방 혹은 서유럽이라는 말이 무언가
일반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체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비
교적 드물었다. 물론 그들의 글에도 서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는 몇
몇 구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셰브챙코는 때때로 아주 엄중한 어조로

서유럽인들을 꾸짖었다. 그가 시 「이단자」에서 자신의 이상적 슬라브인 영웅
인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던 로마교회 고위 성직자들을 도덕적

영적 파탄

에 빠진 인간들로 그려냈던 것은 그 한 예이다. 다음은 「이단자」 가운데 일부
이다.
이처럼 독일인들은 큰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가족을，
슬라브 가족을 사분오열 시 켜 놓곤

유유히， 유유히

사악한 살인독사를
우리 사이에 풀어놓았다.
피로 물든 강물이 흐르고

화재도 진압되었다.

불탄 자리와 고아들을
독일인들은 분배해 가졌다.
슬라브족의 아이들은
쇠사슬 속에서 자라났다 .68)

또한 그의 시 「죽은 이

살아 있는 이

나지 않은 이들에게 J (줄인 제목서한

J) 에서 셰브챙코는 피히테류의 현란한 독일 관념론 철학을 흉내 내는 우크라
이나인들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다.
배워야 하는 대로 배우기만 했더라도

그대들은 지혜를 깨칠 수 있었을 텐데.
웬걸， 하늘까지 기어올라 팩팩거리네.
“우린 우리가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다.

모든 걸 나는 봤고 모든 걸 나는 안다.

68)

WeBQeH I< O,

"E: peTH I<,"

CC.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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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없나니， 천국은 물론 없고

신 같은 것도 없나니， 있는 건 오직 나 뿐!

아 그리고 땅딸보 꾀보 독일인도 있다.
그게 전부다 1" “잘났군， 형제여
그런데 넌 대체 뭐냐?"

“말해줄 거다 독일 사람이， 내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69)

그는 동포들의 곤궁을 망각한 채 서유럽 문화를 동경하며 흉내나 내고 있
는 우크라이나 특권계급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들의 그 같은 처사는 반역적

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셰브챙코의 글에 서유럽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그

것은 보헤미아인(체크인)들에 대한 신성로마황제나 로마 교황의 종교정책이라

든가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의 장려책에 따라 우크라이나 땅에 몰려든
독일인 이주자들에

대한 그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처럼 구체적 상황 속의 구

체적 정책이나 개인을 문제 삼는 것이었을 뿐이다. 서방의 지배계급 혹은 서
유럽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비판이 곧 삶의 방식 혹은 서유럽적 정치 사회체
제의 기반이 되는 서유럽 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셰브챙코는 서유럽

계몽주의

급된 「죽은 이， 살아 있는 이

전통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

나지 않은 이들에게」에서 그는 동포들에게 학문

을 배우고 개화되라고 직접 충고하였다.
스스로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게， 읽게，

외국인들에게서도 배우되，
자기 것을 비웃지 말게 70)

셰브챙코가 동포들에게 바랐던 것은 외국 것을 배우되 다만 스스로의 역사
적 전통을 경멸하고 외국 문물이나 삶의 방식을 노예처럼 흉내 내지는 말라
는 것이었다. 그는 모스크바 중심의 친슬라브파와도 달랐지만 자기 사회의 역

69)

illeBQeHKO , "1 MepTBIIM
YKpa ï Hi MO E: ~py*HE:E:

)j(IIB째
1I0CnaH i E:,"

1, c. 252.
70)

illeBQeHKO , 같은 책， C.

254

HeHapO)j(~eHHIIM 3eMn~KaM MoïM B YKpaïHi

He B

nOBHe 3 i 6paHHa TBOpi B Y IIBaHallIJJl TH TOMaX , TOM

러시아연구 제 14권 져12 호

416

사적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차아다예프식 급진주의에도 결코 동조하지
않았다. 셰브챙코는 서유럽 문화와 슬라브 문화의 관계를 결코 화해 불가능하

고 대립적인 이분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상호보완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형제단의 가장 중요한 조직자였던 니콜라이(미콜라) 훌락은 높은 수준의 서
유럽식

교육을 받은 박식한 교양인이었다. 그는 서유럽 문화와 교육을 높이

평가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모든 수업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도르파트 대

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대학 졸업논문도 독일어로 썼으며， 사실 러
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보다는 독일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물이었다. 그

의 남동생인 알렉산드르도 도르파트 대학 출신이었는데 자기

형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프랑스어로 썼다.71) 훌락이 1847년 3월 형제단 사건으로 체포되
기

전에 코스토마로프에게 맡긴 책의 목록을 보면 그가 슬라브어로 된 출판

물보다는 서유럽어로 된 문학 학문 서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유배형 결정 후 유배지(페름)까지 가지고 가기를 원했을 정도
로 가장 즐겨

읽었던 문학작품은 호메로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과 그 당시

오시안 본인의 원작으로 믿어지고 있던 제임스 맥퍼슨의 오시안풍 시가들 등
이었다.72 ) 훌락은 분명 슬라브 애국자였으나， 그의 슬라브주의는 결코 서유럽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동서 문화의 대립적 이분법과 결합되지 않았다. 형제
단 관련 지식인들 중에서 그는 아마도 정치사상의 스펙트럼상 유럽식 혁명적

민주주의자 유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코스토마로프도 서유럽이나 서유럽 문화에 대해 적대적인 인

물이 결코 아니었다. 1830년대 후반 젊은 역사학 교수 루닌이 몇 년 동안 독
일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하리코프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에 게 당대 서유럽

역사학의 최신 경향과 성과틀을 전해 주기 시작하였을 때， 당시 이 대학에 다
니고 있던 코스토마로프는 그의 강의에

열광하였다. 루닌은 세계사 교수였는

데， 코스토마로프는 수업 내용 중에서도 특히 서유럽 고전고대의 역사에 흥미

7 1) "1847p. TpaBH꺼 19 -

깨 CT O. 1. ry.JI aKa 110 õpaTa rrpo apemT O. B. MapKOB때 a ， O. O.

HaBpOUbKoro , M. 1. KocToMapoBa Ta

c.

ÎH ," KHpHJ10-Merþooi ÏBCbKe TOBapHcTBo , TOM 1 ,

143.

72) "CrrIl COK KHllr M 1. rY.JI aKa ,

.l! KÎ

BÎH XOTÎB B3 .l! TIl Ha 3aC .JI aHH .l! B nepM ,

XOTÎB BÎllrrpaBHTH õaTbKaM ," 같은 책， c. 214

깨X ，

.l! Kl

그 외에도 그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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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꼈다. 이 젊은 학생은 그 전에 다른 교수(문인이기도 했던 훌락-아르테

모프스키)가 강의하는 러시아사 수업을 수강한 적도 있었건만， 루닌의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비로소 역사에 관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73)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그는 그 후 스레즈네프스키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민중의 삶과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리거나 유럽문화를 거부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가 위에서 언급
한 범슬라브주의에

대한 글을 작성한 것은 1846년의

일이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범슬라브주의를 정의하면서 ‘후진성’이라는 용어를 썼다，74) 최소한 이 글

에서는 서방사회와

슬라브인들 간의 구분은 질적으로 상이한 두 문명 사이

의 심연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발전단계 혹은 정도의 차이로 여겨지고 있
었던 것이다. 코스토마로프는 슬라브인들이 후진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였
으며， 슬라브 문화가 서방 문화에

비해

질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자처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같은 후진성 의식은 위에서 언급한 셰브챙코와 코스토마로프
및 벨리안-켄지츠키의

대화에서

슬라브인들과 서유럽인들의

국가형성단계를

비교한 셰브챙코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코스토마로프는 「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에서는 서유럽에 대해
확설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얼핏 러시아 친슬라브파의 글을 연상케

하는 범주구분 방식에

따라 서유럽인들과 슬라브인들을

구분하였다. 그는 키예프국 시대의

연대기에

의거하여

집안 형제들 가운데 동생으로 칭하였다 (59 절) , 그에
은 일찍

대조적인

집단으로

슬라브인들을 야페트

따르면 형인 서유랩인틀

개명되기는 했지만 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코

스토마로프는 서유럽 민족들의 민족적 특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인들은 민족적 명예를 우상화하고 영국인들은 금과 맘몬을 숭배한다. 다른 민
족들도 각기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 고 있다 (51 절)， "75)

「탄생의 서」의 저자는 다소 의외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프랑스 혁명을 가
혹하게 비 판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자기 네 왕을 죽이 고 자기 네 상전을 추
방하였으며， 그러다가 자기네 서로 간에 죽이기

예속상태에

시작하여

마침내

더

비참한

빠지고 말았다 (56절)." 그는 왕정주의자였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코스토마로프는 단지 정치적 문제를 혁명적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해결

H. H. KocToMapoBa , CC , 141-142,

73)

ABTo6HorpatþHJl

74)

"Py l< on l! c M, 1, KOCTocapoBa npo naHC Jl aB i 3M ," c ,

75)

"3a I< OH Õ。째 II (KHI!대 ÕyTT$! Yl< païHCb l< oro HapollY) ," C,

26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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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그리 동조적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형제단 동료들 중에서도 유난
히 온건한 성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나 원칙에 반대했다기보다 이 혁명의 유혈적 측면에 반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 서향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대단히 종교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서구 사회는 지나치게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었다. 그의

세속적이었고 지나치게

합리적이었으며

생각으로는 기독교 신앙 없이는 자유가 있

을 수 없었다 (57절). “그리고 그 때 이후 라틴 민족과 게르만 민족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다시 자기네 위에

왕과 상전을 받들어 올려놓고도 자유를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가지지 못했으니

신앙이

없이는 자유도 없기

때 문 이 다 (58절 )."

지나치게 합리적인데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기까지 한 이들 서
유럽 사회와는 달리

「탄생의 서」 저자의 판단으로는 슬라브 사회는 더 경건

하고 더 신심이 깊었다탄생의 서」에는 심지어 슬라브 메시아주의의 요소도
들어 있다. 이 문서 제 60절에서 슬라브 부족은 다른 형제보다 부친을 더 사랑
하지만 자기 몫의 재산은 더 적게 받는 동생으로 그려져

있다. 이 견해에 따

르면， 다른 형제들이 그 후 재산을 모두 탕진할 때에도 동생은 자기 재산을
잘 간직하였다가 이유고 형들을 구원한다탄생의 서」 저자에 따르면 슬라브
인들이

이

같은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잘 보존하였

기 때문이다.
그 같은 비교는 얼핏 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1840년대 친슬라브주의
자들의 서유럽-러시아 이분법을 상기시킨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물질주의적’

인 서방문화와 ‘경건하고 정신주의적’인 러시아 문화를 엄격하게 대비시키는

담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코스토마로프는 슬라브 민족과 다른 기독교권 사
회들의 대비를 거창한 동-서 문명의 이분법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키지는 않았
다.
서방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왜 이런 차

이를 보이는 것일까? 코스토마로프 자신은 형제단 사건이 있은 지 10 여년 후
에 씌어진 『두 러시아 민족』에서 그 답을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스크바국(러시아)을 찾은 외국인들
은 하나 같이， 러시아인들이 다른 민족들이나 자기네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

람들을 경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러시아인들은 라틴민족， 루터파 신자들，
아르메니아인틀을 비롯하여 정교회

이외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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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존재로 여겼었다. 그런데 타타르의 멍에가 러시아인들의 이 같은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러시아인들은 몽골제국이라는 외세의 지배 아래 오랜 동안
비하 당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외부인들을 비하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남
러시아 민족 집단 "76)은 이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다. 코스토마로프에 따르면
남부 러시아인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외국어를 듣고 외국인들 및 다른 신앙의
소유자들과 교유하는 데 익숙하였다. 남부 루스가 그리스인들로부터 정교신앙

을 받아틀인 후에도 남부 러시아인틀은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서방교회에 대
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남부 러시아인들은 머리 속에서 가톨릭
신자틀을 적(敵)의

이미지로 그려내지

않았다.η) 코스토마로프는 이

같은 근

거를 대면서 남부 리시아인， 곧 우크라이나인들이 전통적으로 서방 문화에 대

해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러시아의 친슬라브파 지식인들처럼 기독교 동방교
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논구하여

이를 두 문명의

차이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은 동과 서의 문화적 차
이에서

비롯된 것이

말미암은 것이었기

아니라 슬라브 세계 내부에서

때문이다. 형제단 지식인들의

행해진 정치적

억압으로

담론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메시아주의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엿보이기도 했으나， 이 같은 맹아는 본격적
인 선민사상으로까지 자라나지는 않았다. 서유럽과 슬라브 민족의 구분에 대
한 형제단 지식인들의 논구는 다만 모든 슬라브인들의 민주적 연대라는 이념
을 낳았던 것이다.

6.

코사크와 우크라이나의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적

정체성의

민족 정체성
핵심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인들을 독자

적 민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우크라이나 역사와 우크라

이나의 정치원리에

있다. 1840년대의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

은 우크라이나 역사의 핵심이자 기둥은 코사크들이라고 보았다，78)

76)

코스토마로프는 r 두 러시아 민족』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주로 남부 러시아인으로
칭하고 있다.

77)
78)

KocToMapoB , "nBi PYCb l< i HapOtlHOCTH ," CC.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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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들의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이미 18 세기 말 19 세기 초에 『루스
인들의 역사』의 저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우크라이나 코사크의 역사와 사
실상 동일시하는 역사서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독서계층 사이에 큰 영향을 미

쳤었다. 그는 섬지어 코사크 집단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크리스토포르(크
쥐시토프) 코신스키를

“인민의

수반 (r J1 aBa HapOna)" 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

다 .79) 그 후 이 유형의 동일시는 거의 정석처럼 굳어져서 1840년대에 역사가
마르케비치도 사실상 동일한 바탕위에서

f 말로로시야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이 같은 전통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셰브챙코는 단연 코사크 시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시에서 코사크들을 우크
라이나 인민의 수호자로서 찬양하였으며， 코사크의 자유를 우크라이나의 독립

과 동일시하였다. 그의 시작품들에서 우크라이나인 남자는 젊은 연인이건， 꿈

꾸는 방랑자이건， 반란을 일으킨 농민이건 눈먼 가객이건 상관없이 그냥 코사
크라 불리곤 하였다. 섬지어 장시 「하이다마키」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아
버지 손에 죽음을 맞는 이반 혼타의 어린 두 아틀까지도 코사크라 불리고 있
다.

어 린 코사크들의 죽은 몸을
개들이 뜯지 않게.

볼빛이 적은
어두운 거리들 사이로
혼타는 아이들 주검을 가져 왔네.

<... >
그는 흙을 고르고 풀들로 덮었네.
혼타의 아이 들 누운 곳을，

코사크들 머리 뒤인 곳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80 )

폴란드인들의

문학작품과

역사서에서는 코사크들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파괴적인 도적들로 여겨졌던 데 반해 셰브챙코는 자기 작품속의 코사크 등장
인물을 그리스 비극의 영웅 유형과 같은 위치로 끌어올렸다. 그는 민족의

역

「서양사 연구~， 제 31 집， 27-72쪽을 참조하시오.

79)

HCTOPHJI

80) T.

PyCOB

,

HJlH Ma Jloft POCCHH

C.

33, 35.

illeBtleHKo (1 989) "ra l!J1 aMaKH ," nOBHe 3 i 6paHHa TBOpi B

cc. 108-109.

Y l1BaHa;:WJl TH

TOMaX. , T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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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뿐 아니라 인민의

기억 속 정서적

세계에서도 이

전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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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섬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코사크 집단의

정치적

성격과 역사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역사가인 코스토마로프의 몫이었다. 1846년 초 그는 자기가 우크라이
나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당시 키예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성은

시시하다(HlI'.JTO:l<HbI )"고

같은 가혹한 평가에 쿨리쉬는 격분하였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오른 작가는 코스토마로프에게 편지를 써， 우크라이나인들의 민
족적 성격은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코사크들을 향해 행한 연설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폴란드 지배에

맞서 병력을 이끌고 일어선 이 코사크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하여 “코사크들의 가공할 위세가 온 세상에
널리 떨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자유와 통일된 정신을 가졌다는 사실 덕분입
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81)

코스토마로프가 친구의

이

같은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그는 저작 활동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
을 코사크 역사에서 찾고， 폴란드인들 및 러시아인들과 구분되는 우크라이나
인들의 특징을 바로 그들이 코사크들의 민족이라는 데에서 구하려 드는 경향
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작성한 그의 첫 번째 석사 논문에서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들의

는 이

w 루스인

역사』는 코스토마로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책임에 틀림없지만， 그

책의 저자와는 달리 자신의

을 순수히

슬라브적인

첫 석사논문에서 코사크들의 인종적 구성

것으로 보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코사크들을 반(半)유

럽적 반 ('f) 야시아적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전사 집단은 혈통
적으로 혼혈집단이며 원래는 토착 우크라이나인들에게서 얼마간 떨어져 국경

지대에서

거주하였다. 그들은 정주 우크라이나인들과는 달리

반(半)유목민적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 ‘우크라이나 인민의 신앙과 자유의 수

호자’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82 ) 여기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신앙이란 정교를

81) "1846

p. 6epe3H.lI

11 -

재 CT n 0 Ky Jl ima 3 neTep6ypra 110 M 1 KOCTOMapOBa npo

BHK Jl a lIaHH .lI CTY lIeHTaM iCTOpi ï YKpaïHCbKOrO
TOBilPHCTBO

HapOIIY ," KHpHJlO -Meφolli ïBCbKe

, TOM 2, CC. 264-265.

82) KOCTOMapOB ,

"0 npH 'I HHaX H xapaKTepe yHHH B 3analIHOÎÍ POCCHH ," CC.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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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코스토마로프에

따르면 코사크들은 우크라이나 정교도들을 통합교

회파나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는 가톨릭 교회의 공세， 특히 폴란드 고위 가톨

릭 성직자들의 강경책에 맞서 정교를 수호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코스토마로프가 보기에 코사크 생활의 정수는 자유였고， 코사크란 말은 ‘자
유롭다’ 혹은 ‘자유를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였다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에서는 코사크들의 자유 애호 정신에 대한 찬미가 정점에 이르렀다. 이 문
서에 따르면 코사크들은 자기네 사이에서 민주적 체제를 형성하였고， 지도자
를 자율적으로 선출하였다. 코스토마로프는 코사크의 자유를 폴란드의 귀족정
및

러시아의

차르정과 대비시켰다. “그리고 코사크 군단은 나날이

불어나 얼마 안 있어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민이 코사크들이， 다시

성장하고
말해 자유

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될 참이었고， 그랬으면 우크라이나에는 차르도 폴란드
인 상전도 없었을 것이다 (80 절). " 자국내에 농노제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우크라이나에까지 도입하였던 러시아제국의 사회구조와 비교해 볼 때

코사크들 사이에는 원래 농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정이었다.
나중에

씌어진 『두 러시아 민족』에서 코스토마로프는 다소 편파적으로 러

시아의 전제정 원칙 및 집단성 원칙과 우크라이나의 자유 원칙을 이분법적으
로 대비시켰다. 그에

따르면 남부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들은 양도될 수 없

는 권리들과 개인적 자유를 결코 저해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필요한 한에

서만 결속력을 가지는 그런 자유로운 결사를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인들은 단일한 정신으로 뭉쳐

있는 지속적인 공동체를 형성

하고자 애쓰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없) 이 『두 러시아 민족」은 키릴 메
토디우스 형제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책자이다. 그러나 남 러시아 민족과

북러시아 민족의 차이에 대한 기본 관엽은 형제단 시절부터 『두 러시아 민족

』 시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코사크 역사와 우크라
이나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서 종교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던가? 여
기서 우선 종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똑 같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몇몇은 아주 종교적이었던 반면에
않았다. 셰브챙코는 기성

83)

기독교 교회에

KocToMapoB , lJBi pyCbKi HapOI1HOCTH, CC.

다른 몇몇은 반드시

그렇지는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그렇다고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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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심성이 반종교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생애 말기에 씌어진 시 「마리아」는

비록 시인이 동정녀의 무염수태론을 인정치 않는 것을 비롯해서 기성 지배교
단의 교의는 거부하였지만， 삶에 대한 그의 기본태도는 종교적이었음을 잘 보

여주는 작품이다. 그가 형제단과 관련을 가지던 시절의 작품들에서도 경건하

고 종교적인 느낌의 표현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코스토마로프와 빌로제르스키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직접

집펼하거나 집필에 기여한 형제단 문건틀은 상당한 정도의 종교적 색채를 띠
고 있었다우크라이나 민족 탄생의 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사와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제단 규약에 대한 빌로

제르스키의 설명도 기독교적 정서를 물씬 풍기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형제
단 지식인들은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이 특정한 종교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
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들은 정교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에 펼수적이라
거나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비록 역사적으로 1648 년 흐멜니츠키
지도 아래 폴란드 지배에

저항하여

발발한 우크라이나 코사크 봉기와 그에

뒤이은 우크라이나 독립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정교의 수호였다는 것이 그들의
호는 압제에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정교 수

대한 저항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는 뜻을 내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형체단 지
식인들은 최소한 기독교신앙 내에서는 종교적 관용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역섣하였다.없) 셰브챙코의

역사시

「하이다마키」는 모든 기독교

인들이 형제애로 서로를 껴안아야 한다는 호소였다. 코스토마로프의 『두 러시

아 민족』에서도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저자 자신의 기
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저작에서 코스토마로프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종
교적

개방성을 강조하였다.잃) 그의

견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가톨릭

교도들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로마 가톨릭 신앙 자체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

아니라 폴란드 가톨릭

교회가 과거

역사 속에서 자행했던

억압에 대한 아득한 기억의 반영일 뿐이었다. 코스토마로프는 더 나아가 우크
라이나인들은 비기독교도들에게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셰브챙코의
시작품들 속에는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
84) 그러나 그들은 비기독교도들에게는 이 같은 개방성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85)

KOCTOMapOB , l1Bi pyCbKi HapOI1HOCTH, cc.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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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코스토마로프는 이 이른바 적대관계에 대해 비종교적 해석을 내렸다. 즉
그는 우크라이나인들과 투르크인들 혹은 타타르인들 사이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잦은 적대관계는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일

뿐이었으며， 종교적 대결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코스토마로프는 미래의 슬라브 연방은 단일한 정교 차

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단일한 정교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는 했다. 그러나 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상의 일부로 소개된 것이라기보
다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계몽
적 가치를 신뢰하고 세속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다. 모스크바 중심의

슬라브파 러시아 지식인 담론의
정교에

대한 옹호론이

경우와는 달리 그들의

핵심을 이룬 적이

형제단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친

역사철학에서는 동방

없다. 전반적으로 키릴-메토디우스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교회조직이나 의식

(嚴式)의 차이 같은 종교적 문제보다는 코사크들이 대표하는 사회정치적 원리

나 언어적 독자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7.

나오며

19 세기

전반의

영향력

있는 우크라이나 지식인들 가운데 근대

언어로써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의

정치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 인물은 많지

않았

다루스인들의 역사』를 집필한 익명의 저자나 『말로로시야의 역사」의 저자
인 마르케비치는 우크라이나인 독자들 사이에 강한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저작은 기본적으로 애가(哀歌)였으며， 그
들의 눈길은 단지 회고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 훌락 아르테모프스키나 크비

트카 오스노바냉코 같은 문인들은 우크라이나인 독자들 사이에서
기는 했지만 근대

정치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인기가 있

없었다. 그들의

집펼활동의 초점은 민족의식 자체보다 민속학과 구전 민중문학적

전통에 따

른 창작 쪽에 놓여 있었다.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과 정치

적 미래에 대한 구상을 체계적으로 개진한 최초의 지식인 그룹이었다. 그들의
이념이 모든 면에서 반드시 독창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이는 별로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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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젊은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이 근대 정치사상의 최

신 조류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이념 가운데 대단히 민주
적이고 진보적인 몇몇 요소들을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
이다.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은 일부 역사학자들에게는 범슬라브주의의 운명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

결사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범슬라브주의와 관
련해서 가지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단은 해방적， 비(非)러시아중심주의적 범슬라
브주의를 주장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범슬라브주의 운동사， 사상사에서 나름대
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한 연구자는 이 결사가 적발되어 해체당한

것은 러시아 제국 내 슬라브학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그것이
우크라이나 귀족층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정도였다고 평가하였다，86) 우리가

형제단 적발과 해체라는 사건의 직접적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이 평가도 타당
성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 결과는 정반대였다. 범슬라브주의의 운
명은 이 소규모 결사를 둘러싼 사건과는 별로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범슬라브
주의는 형제단 와해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전성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2 세 차르 치하에서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은 기여도 하지

않았고

방해가 되지도 않았다.

그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의식

발전은 형제단 관련 지식인들의

저작

및 실천 활동이 없었더라면 아마 크게 지체되었을 것이다.
키렬 메토디우스 형제단 지식인들은 의식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명칭을 사
용하였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드니프로 강 동부와 서부지역이

비록 종교적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모

두 우크라이나 민족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코사
크 정체성의 유산에 바탕을 두고 우크라이나 인민들을 결집시키고자 한 인물
들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국가형성 과정에서도

Toward a Historical Sociology of the Ukrainian ldeologues in
the Russian Empire of the 1830's and 1840's, Unpublished Ph. D. d.i sseπ:ation ，

86) Orest Pelech(1976)

Princeton, pp.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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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눈에 띈다. 서방에

기울어지는 경향은 지식

엘리트의

답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에서 범슬라브주의적 요소는 그

리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정립되어야 한다. 19 세기 전반
의 형제단 지식인들이 갈망했던 것 같은 모든 슬라브인들의 가족적 연대라는
개념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더욱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 지식인들은

서유럽과 슬라브 세계의 모든 민족틀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용적이고 포용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태도만은 항상 개방적인 것
은 아니었다. 이슬람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논 폐쇄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이는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반
응이 전반적 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 사회 안에서

러시아인， 폴란드인을 비롯한 다른 슬라

브인들， 유럽인들과 공존해야 할 뿐 아니라 크림 타타르인들 및 유대인들과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이 그렇게도 찬양했던 코사크들
은 인종적 차이를 초월한 집단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강력한 아시아적 요소도
있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코사크 정체성을 인종적 단위라는 의미로 받아틀일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른 무엇보다 더 존중하는 삶

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타자에 대해 관용적인 민족정체성
것이야말로 형제단의 유산 가운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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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s of the Cyril and Methodius Brotherhood
On the Ukrainian National Identity
Hahn , Jeong-Sook
The secret society Cyril and Methodius Brotherhood (which existed
around from the end of 1845 till March 1847) occupies a special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Ukrainian national consciousness. Though there
were influential Ukrainian intellectuals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

nobody

presented

the

question

of

the

Ukrainian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language of modem political thought except the
Brotherhood. This organization was the first and only group of Ukrainian
national intellectuals who elaborated the concept of identity and future of
the Ukrainian nation.
In this paper 1 did not try to examine the activities itself of the
members of the Brotherhood or persons related with it in a chronological
order , but only scrutinized some aspects of their thought in relation to
the Ukrainian national identity. 1 analyzed their discourses focusing on five
points: 1) the name of the country 2) the separate existence of the
Ukrainian nation 3) Pan-Slavism and Ukraine 4) West and Ukraine 5) the
Cossacks and the Ukrainian identity.
The Cyril and Methodius Brotherhood was a group of Intellectuals who
consciously

used

the

name

Ukraine

instead

of Little

Russia

and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Ukrainians as a separate nation that has its
territory in the both Banks of the Ðnepr Ri ver. For them the religious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

and the West Bank did not matter in the

building of national identity. The Brotherhood intellectuals were advocates
of liberal Pan-Slavism. They thought that solidarity of all Slavic people
and their unification into a confederation would give possibilities to

러시아연구 채 14권 재 2 호

430

overcome the pains Ukrainians were experiencing under the oppressive
Tsarist regime. Though there were some critical remarks against west
Europeans and their civilization, the Brotherhood intellectuals did not try to
base the Ukrainian national identity on the West-Slav (Ukraine) dichotomy.
Rather there was a slight tint of Russia-Ukraine dichotomy in their
discourses. Intellectuals around the Brotherhood were people who wanted
to unite the Ukrainian people by the legacy of Cossack identity. These
elements are also present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of the
independent Ukraine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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