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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러시아 지성사에서 소위 ‘러시아의 길(Р ус ски й  пу ть)’은 일종의 ‘근본 문제’

로서, 동양과 서양 혹은 두 세계 사이에서 러시아의 독자적 위상과 고유한 사

명에 관한 영원한 물음이다. 실상 이 ‘저주스런’ 물음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들

은 역사적으로 두 세계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선택이라는 배타적 경향을 띠

어 왔다.1) 

하지만,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실체로서 유라시아성(Eurasianness)을 염두

에 둘 때, 러시아의 정체성은 동양 혹은 서양이라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동

양-서양이라는 둘 다에 함께 비춰서만 정당하게 인식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을 동시에 아우르는 러시아의 지리적 좌표, 즉 유라시아적 공간은 유럽과 아

시아의 연결과 종합이라는 러시아의 고유한 성격과 본질을 역사적으로 규정

해왔다. 말하자면 동양과 서양은 러시아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가

지 원리로서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힘의 조화로운 

통일은 러시아의 고유한 사명이라 말할 수 있다.2) 

이처럼 러시아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연관지웠던 역사와 지리는 ‘서

* 본 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었음(KRF-2007-362-B00013).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1) 이를테면, “우리는 러시아를 동양으로 간주할 수 없다. 러시아는 유럽에 속한다”(В .

Г. Белинский); “그렇다, 스끼따이인이 우리다, 그렇다, 아시아인들이 우리인 것이
다”(А. Блок )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원교(2007), 240-241 참조. 

2) 실상 이러한 견해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성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결국 러시아의 과제는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 중 그 어느 한쪽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반적인 경향성을 종합하는 

데 있다”라는 지적이 그 한 가지 예이다. 신범식(1999),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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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화’ 혹은 ‘유럽화’로 상징되는 뾰뜨르 대제의 위로부터의 문화혁명도 제거할 

수 없는 엄연한 실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유라시아성, 특히 그것

의 한 축인 러시아의 동양성(Easternness)은 러시아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 

밀려 아주 오랫동안 타자적 지위에 머물러 왔으며, 따라서 마땅한 조명을 받

지도 못한 채 학적 관심의 바깥에 놓여있었다. 

러시아 땅에 슬라브인들이 나타나기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와 동양의 관계의 역사적 뿌리는 물론이고, 끼예프 루시 시대(10-12세기)에 

이미 본격화된 아시아계 유목민들과의 다양한 접촉뿐만 아니라,3) 러시아에 

동양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각인시킨 두세기 반에 걸친 몽골-따따르의 지배

(13-15세기)조차도 벗어나야할 민족의 수치이자 역사의 짐으로서 회피되었

다.4) 이후 16-17세기 세계사 속에서 유럽의 부상은 러시아의 지배자들과 엘

리트들로 하여금 그것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뾰뜨르 대제 이후 유럽은 러

시아의 정신적, 물질적 삶의 지향점이 되었다. 18-19세기 동양에 대한 러시아

의 인식은 오리엔탈로 칭해진 국가들에 대한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저열

한 타자로서 형상화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지배 담론에 의해 틀지어졌다.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문명화라는 사명으로 표현된 서양의 제국주의적 기획

에 러시아도 동참한 것이었다.5) 

그러나 러시아의 유럽적 정체성에 대한 서양의 부인 속에서 (범)슬라브주의

자들로 알려진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정체성의 기초로서 자신들

의 고유한 제도들, 이를테면 러시아정교와 농촌공동체 등을 찬미하게 되었고, 

점차 동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6) 그 후 19세기말경 실제로 몇몇 

러시아 지식인들은 유럽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시아로 향했다.7) 

3)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라쟈노프스키(1991), 17-30 참조. 

4) 트루베츠코이(2008), 137; 파이지스(2005), 533. 

5) 사이드는 동양을 관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한 프랑스나 영

국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러시아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서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

이드(1999), 14-15 참조.

6) 예컨대 대표적 범슬라브주의자인 다닐렙스끼(Н. Я. Данилевск ий)는 유럽 문명이 인

류 문명의 최고의 체현이라는 대표성을 거부하고, 세계 문명의 다중심주의에 입각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역사-문화적 발전 유형으로서 슬라브 세
계를 선구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범식(1999), 390-391 참조.    

7) 제정 러시아 말기 제국주의적 정책이 더욱 일반화되고 소위 ‘황화론(黃禍論)’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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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숙고는 제정 러시아

의 몰락과 소비에뜨 연방의 성립이라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적 대

격변에 의해 계기지워졌다. 이를 주도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인식하고, 동시에 양자로부터 구별되는 제3의 세계로서 러시아의 고유

성을 자각한 망명지식인 집단인 소위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1920-1930년대에 걸친 ‘러시아의 길’에 대한 국외에서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

하고, 당시 소비에뜨 연방 내에서 러시아의 정체성 논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독점적 군림 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으며, 공식 이데올로기의 영

향력이 다소 줄어든 포스트 스딸린 시대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뻬레스뜨로이까와 글라스노스찌 시대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파편화와 함께 

러시아의 정체성 논쟁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고, 정체성의 문제는 담론

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책의 차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활발하게 논

의된다. 포스트 소비에뜨 시대에는 초기의 신(新)서구주의적 입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면서 소위 신(新)유라시아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특히 아시

아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관심이 부활된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은 동양적 원리와 서양적 원리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배타적 옹호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에 대한 통합적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유라시아적 전망

을 구체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바로 여

기에서 ‘동양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된다. 

돌이켜 보건대, 서구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의 영향 하에서 (반)주변부 혹은 

(반)중심부의 위상을 강요받거나 자임해온 러시아에서 동양은 유럽적 정체성 

혹은 슬라브적 정체성의 추구과정에서 하나의 실체로서가 아니라 서양과 반

아론(征亞論)’이 지식인 사회의 아시아 담론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른바 ‘동양주의자
들(восто чники)’로 알려진 좌절한 슬라브주의자들 - 대표적으로 우흐똠스끼(Э . Э.  

Ухтомский), 비떼(С . Ю . Витте), 꼬쥐노프(Б. Кожинов) 등 - 은 지리적, 인종적, 문

화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동양의 동질성과 정치적 차원에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에 기초한 유라시아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당대의 ‘황색 러시아(Желтая Ро ссия)’ 운동을 지지했던 동양주의자들의 대표격인 우
흐똠스끼는 러시아 내부의 동양은 물론이고, 외부의 동양, 특히 중국과 인도와의 유

기적 친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초하면서, “아시아,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속했

다. 우리는 아시아의 삶을 살아왔고, 그것의 관심을 느껴왔다. 우리를 통해서 동양
은 점차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보다 높은 삶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Pandey(2007), 326; 정희석(2005), 167-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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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형상, 관념 혹은 경험으로서 취급되었고, 서양을 정의하기 위한 타자

로서 이차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리적 실체는 말할 것도 없

고, 역사적 실체이자 문화적 실체이기도 한 동양은 ‘현실의 지리학’이 아니라 

‘상상의 지리학’에 기초한 가상과 허구의 이미지, 즉 독특한 러시아적 오리엔

탈리즘에 의해 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지성사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유라시아적 

전망의 구체화인 유라시아주의는 일종의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간주될 수 있

다. 러시아의 동양성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실체라고 할 때, 문제는 

그것에 대한 상상적 구상이 아니라 현실적 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다양한 유라시아적 전망들 속에서 드러나는 동양

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핵심

은 동양이 유라시아적 정체성의 구성적 실체인가 혹은 러시아의 자기인식을 

위한 도구적 범주인가의 여부일 터인데, 그것은 다양한 유라시아주의 담론의 

이론적 정합성과 실천적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덧붙

여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서양에 대한 러시아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관계가 

그것의 동양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경우 러시아와 동양의 관계는 

오히려 러시아와 서양의 관계에 비춰 비로소 의미를 획득했다는 일종의 역사

적 경향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적 의미에서 유라시아적 공간은 소비에뜨 연방의 해체와 

함께 정치적 차원에서는 고유한 전일성(全一性)을 사실상 상실했다. 하지만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유라시아성은 여전히 실재적이며, 유럽과 아시아로

부터 구별되는 유라시아 공간의 고유성과 변별성을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에 유라시아적 전망들, 특히 그것들 속에서 동양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단지 러시아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만 머물 수 없다. 유라시아주의에 관련된 

동양에 대한 러시아적 시각들과 러시아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동양적 시각들

은 엄밀하게 관계지워지고 비교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적 만남을 통해 

유라시아라는 다민족, 다신앙, 다문화 공동체의 상생의 담론으로서 유라시아

주의의 잠재성과 현실성이 온전하게 전망될 수 있기 때문이다.8)    

8) 주지하다시피,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대륙으로 이뤄진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유

라시아’라는 용어는, 여전히 논란거리이지만,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공간의 한 
부분인 까르빠뜨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대지, ‘러시아’를 일컬어 왔다. 또한 역사적

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토대의 형성은 동양으로의 지리적 외연의 확장과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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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적 정체성의 인식에서 동양의 위상에 대한 고찰은 일차적으로 유

라시아의 실체적 성격을 해명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주의의 이론적 본질을 규

명하며,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반성적 지향에 일조할 것이다.  

2. 유라시아주의 속의 동양

‘러시아의 길’로 상징되는 러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자주성에 대한 탐색을 

주요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로 삼는 고유한 담론의 하나인 유라시아주의는 러

시아 지성사 속에서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역사

의 격변기에 일종의 ‘전환시대의 논리’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 최초의 형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적 삶의 대안을 모

색하고 있던 망명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던 이른바 ‘고전적 유라시아

주의’이다. 그 후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자칭 ‘마지막 유라시아주의자’였던 구밀

료프(Л . Н . Г ум ил ев)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라는 새

로운 역사적 단계에 조응하여 지난 시대의 유라시아주의적 원칙들을 혁신적으

로 발전시키면서 대안적 담론의 하나로 ‘신유라시아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지적했듯이 동양의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는 러시아 지성사에서 

유라시아주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변별적 특징이다. 유라시아주의에서 동양

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의 표지가 아니라 유라시아성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이다. 하지만 고전적 유라시아

의 문화적 내포의 심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말하자면 우선 지정학적 경계로서 

동양은 역사의 초기에는 주로 비잔틴과 관련된 동방 기독교(슬라브정교)의 세계와 
관계되었고, 13～15세기에는 몽골로 대표되었으며, 16～19세기를 지나면서 러시아

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우끄라이나와 흑해, 까프까즈,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극동아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20세기 이후에는 러시아의 권외 세계, 즉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적 경계로서 동양

은 ‘따따르의 지배’와 ‘뾰뜨르의 개혁’이라는 역사적 결절점을 통과하면서 동방 기
독교로부터 점차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의 다양한 문화권으로 심화되었

다. 본고에서는 ‘유라시아’와 ‘동양’이라는 범주의 이러한 역사적 역동성을 전제하면

서, 무엇보다도 유라시아적 정체성 혹은 전망의 맥락에서 짜르-소비에뜨 러시아의 
지리적 토대로서 ‘유라시아’를, 그것의 구성적 한 축으로서 ‘동양’을 논의의 중심 범

위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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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서 신유라시아주의에 이르기까지 담론적 진화의 과정 속에서 동양은 

실로 다양한 색채와 경향성을 부여받았다. 

2.1.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서 동양

20세기 초 러시아 사상의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9)는 

‘러시아의 길’이라는 문제를 숙고하면서 독자적인 실체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출발

이 유라시아 민족들의 원초적인 고유성과 원칙적인 자주성에 대한 탐색이었

다면, 그것의 결과는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인식

이었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를 무엇보다도 유라시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한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세계로 규정하였다.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에 위치하는 제3의 대륙으로서 유라시아는 독자적 발전장   

(м есто р аз витие )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럽 문화와 아시아 문화의 고유한 

연결과 종합이라는 러시아 문화의 본질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결정한다.10)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존재성에 대한 후기 슬라

브주의적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서구주의

에 반대하고, 동시에 동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유라시아주의는 

따따르-몽골로 대표되는 뚜르끄 유목민의 세계를 러시아의 역사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슬라브와 뚜르끄의 공생을 러시아 역사의 중심적 사실로서 인

식하였다. 아시아 세계는 단순히 질료가 아니라 러시아 역사의 능동적 주체, 

형식-형성적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동양적 요소의 재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고전적 유라시아주

9) 대표적 이론가로는 언어학자이며 문화이론가 뜨루베쯔꼬이(Н. С . Тру бецко й), 지리
학자이자 경제학자 사비쯔끼(П. Н. Савицкий), 예술학자 숩친스끼(П. П. Су вч инский), 

역사학자 베르나쯔끼(Г. В . Вернадский), 철학자 플로롭스끼(Г. В. Флор овский), 까
르사빈(Л. П. Карсавин), 인문학자이자 문학연구가 야꼽슨(Р. О. Яко бсон), 사회평론가 

스뱌또뽈끄-미르스끼(Д. П. Святополк-Мирский), 인문학자 꼬제브니꼬프(А. В. Кожевников), 

문화-문학연구가 일린(В . Н. Ил ьин), 법학자 알렉세예프(Н. Н. Ал ексеев), 작가 이
바노프(В. Н. Иванов), 역사학자 비찔리(П. М. Бицилли) 등이 있다.

10) Евразийство(формул иро вка, 19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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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에게 몽골제국은 핵심적 대상이다. 몽골제국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상

대성과 나머지 비(非)서구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논거로서 

제시된다. 몽골제국 ―  특히 칭기즈 칸의 유산 ―  은 시공간적으로 다양성 속

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을 러시아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고유한 보편성을 제공했

는데,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르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함께 지닌 

국가만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말하자면 광활한 영토를 통일

했던 몽골제국은 단일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가 요구하는 자연적이고 역사적

인 과제를 실현했으며, 러시아인들에게 향후 러시아 국가성의 중심을 이루는 

제국적 전통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몽골제국은 유라시아주의자들에

게 종교적인 모델이었다. 타종교에 대한 관용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중심주의를 

통해서 몽골제국은 일종의 문화적 원칙으로서 유라시아의 권위주의를 표현했

다. 따라서 몽골 제국 시대는, “따따르 시기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존재할 수 없

었을 것이다”12)라는 사비쯔끼(П . Н . Савицк ий)의 주장처럼, 러시아의 역사에서 

암흑기 혹은 고난기가 아니라 자율적 러시아 문화의 성립기인 셈이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 따르면, 따따르-몽골과 러시아의 오랜 기간의 상호

적 문화 변용은 공통의 국가 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뚜르끄인들의 러시아

화와 함께 러시아인들의 뚜르끄화가 진행되었고, 이 두 요소의 유기적 혼융은 

독특한 새로운 전체를 창조했으며, 그것은 단순히 슬라브적이기보다는 슬라브

-뚜르끄적인 새로운 러시아의 정체성이었다.”13) 모스끄바 공국은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스텝(초원)제국의 연속성을 체현하였고, 러시아의 동방진출은 제국

의 계승자로서 자기 역할의 실현이었다. 따라서 까프까즈,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의 통합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비폭력적인 행위로서 기술된다. 따따

르의 지배는 러시아의 동양성과 제국으로서 그것의 사명을 인식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동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주

장을 펼쳤는데, 그들에게 러시아는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훨씬 더 가깝다. 하

11)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 이념의 반(反)서양적 벡터와 친(親)동양적 벡터의 단초
이자 메시아적 권리의 정당화 기제였던 ‘모스크바 - 제3로마’ 이론을 변형하여 취

하였는데,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 비잔티움으로부터 몽골을 거쳐 모스크바로 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12) Савицк ий(1922), 342.

13) Тру бецко й(199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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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양에 대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관심은 아시아 그 자체가 아

니라 러시아의 동양성의 실현이었으며, 그것은 서양에 대적하는 손쉬운 방

법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동양은 단지 러시아의 동양이었으며, 내적인 

이국주의였다. 스텝의 세계는 러시아의 거울이며, 그것은 유라시아주의자들

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진정한 타자성을 표현하는 그 자체

로서의 아시아와는 구별된다. 이처럼 몽골제국으로 대표되는 동양에 대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해석은 다분히 선택적이고 따라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역설은 종교와 관련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전적 유라시아

주의자들은 고유한 기독교적 감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전적 유라시아

주의는 러시아 문화의 지배-이념(ид ея-пра вител ьн ица)의 근간을 러시아 민중

의 원초적인 종교적 심성과 세계인식에서, 다름 아닌 슬라브정교에서 찾는

다.14) 비록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부정하지 않지만, 슬라브

정교만을 러시아 문화가 고유성과 정신성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하게 바람직

한 기독교의 형식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유라시아 세계에서 문화의 유기적 통

일은 참된 보편적인 신앙인 슬라브정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에 그것의 통일

성은 오직 러시아 민족에게서만 간직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15) 따라서 러

시아 정교와 동양의 종교들 사이의 어떠한 종합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러시아

정교와 동양의 종교들 사이의 근접성에 대한 발언은 단지 외면적 수사에 불

과하게 된다.16) 비(非)기독교적 동방은 러시아에게 바로 타자, 낯섦의 체현인 

14) 이에 관해 까르사빈은 “모든 개성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는 그것에 전형적인 특질

들에 의해서, 인종적 자질들의 집합에 의해서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들에 의해서

가 아니라 그것의 본질, 즉 그것의 이념이라 불리는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 (···) 
문화는 그것의 종교적 특질 속에서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속에서 보다 완전하게 실제화하며, 종교적인 특질 없이는 그것은 비
(非)규정적으로 발육부진상태로 남게 된다. (···) 본질적으로 종교는 문화를 창조

하고 규정하며 문화는 종교적 현상 중의 하나이되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

였다. Кар савин(1993), 166-199. 

15) 까르사빈과 알렉세예프 등은 문화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추상화하여 사회 영역

에서 최소 교회로서 국가의 기능을 이상화, 절대화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가 절대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거나 영합하게 되어 궁극적

으로 자기 분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베르쟈예프(Н. А. Берд яев)는 

‘교회의 권위에 의지한 국가적 전체주의의 강화’라는 의도를 일찍이 간파했다.   

16) 유라시아주의자들에 의해 조상 숭배, 자연력에 대한 숭배에 기초한 동양의 종교는 

러시아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너무나 낯선 것으로 간주된다. 이슬람 교의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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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동양의 종교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개방성도 순전히 이론적이

다. 유라시아는 다민족적, 다신앙적 공간으로 기술되지만, 러시아정교만이 미

래의 유라시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

양에 충격을 가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짓기 위해 유라시아주의자

들은 아시아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지만, 결코 자신을 이 문화의 통합적 부

분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유라시아주의에서 동양적 요소들은 단지 서양적 요

소들에 대한 반(反)명제로서 러시아적 정체성의 재구성을 위해 소환될 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방으로의 출발(И сх о д  к Во сто ку)’17)은 러시아 역사의 고유성

과 자주성의 맥락에서 동양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의 시도이지만, 

서양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특수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양의 일방적 전유

이며, 아시아성의 긍정은 유럽성의 부정을 위한 소극적 규정인 셈이다. 

이와 같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동양에 대한 태도는 몽골적 요소에 

대한 비(非)역사적 이상화에 의한 지나친 동양중심주의(в ос ток о центр изм)으로 

비판받았지만, 러시아정교 중심의 분리주의 혹은 선민사상에 입각한 소위 ‘미

래주의 시대의 슬라브주의적 경향’18)이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것은 유라시아 내에서 슬라브 민족의 헤게모니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과 회의를 낳는 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다민족, 다신앙, 다문화 공동체인 유

라시아에서 특정 민족, 특정 신앙, 특정 문화 자체에 배타적 선차성(주도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적이기 때문이다.19) 

  

빈약하고 진부하며 속된 것으로서, 일종의 다신론으로서 불교의 열반은 성스러움
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정신적 자살행위로서, 그리고 유일신 개념의 부재 때문에 

힌두교도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의례로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Рарюэль(2003) 
참조.

17) 동방으로의 출발. 예감과 성취.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주장(Исход  к Востоку. Пред-

чу вствия и свершения. Утвержд ение евр азийцев) 은 1921년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출간된 공동 논문집으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태동을 알린 최초의 저작으로 간

주된다. 

18) Степун(1962), 255.

19)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오원교(2005), 173-174; 신범

식(1998), 277-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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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新)유라시아주의에서 동양

1980년대 중반이후 새롭게 등장한 유라시아주의, 즉 신유라시아주의20)는 고

전적 유라시아주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러시아의 길'의 추구라는 시대적 요

구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러시아라는 

다일적(多一的)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는 지배 이념의 상실과 부재에 의해 근

본적으로는 동기지워지지만, 1920년대와 유사하게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른바 

낡은 이념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었던 개혁 이념, 즉 서구적, 자유주의적 모

델과 세계화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신유라시아주의도 러시아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동적

인 진화를 겪어왔으며,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내외적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동양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동양의 문제에 관한 한 신유라시아주의는 19세기 낭만적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동양에 대한 이상화를 공유하지 않는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 중앙아시아

와 몽골의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경제

적 역동성의 본보기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호하기도 한다.21) 

러시아적 틀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규모에서, 즉 유라시아적 틀 혹은 세계

적 범위에서 문화적 복수성의 유지와 발전은 신유라시아적 구상의 본질적 특

성이며, 그것은 일종의 폭넓은 ‘보수적 다원주의(к онс ер ватив ный  плю р ал изм)’

로 칭해진다. 신유라시아주의는 서구가 반(反)슬라브주의적, 반(反)이슬람적 

노선을 견지하는 만큼 반(反)서구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유라시아주의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신(新)슬라브주의, 동양중심주의, 

20) 신유라시아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두긴(А. Г. Дугин), 빠나린(А .С. Панарин), 
까라-무르자(А. А. Кар а-Мурза), 찜부르스끼(В. Л . Цимбур ский), 빠스뚜호프(В . Б.   

Пастухов), 띠따렌꼬(М. Титаренко), 예라소프(Б. С. Ер асов), 꼬지노프(В. В . Кожинов), 
말랴빈(В . В. Малявин), 빠쉔꼬(В . Я . Пащенк о), 체스노꼬프(Г. Д . Чесно ков) 등이 

있다.

21) 이러한 경향은 소비에뜨 연방의 해체에 따른 유라시아 공간의 전일성의 상실과 냉
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다극적 세계 질서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서는 

Умланд(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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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중심주의를 거부한다. 특히 서양적-동양적, 슬라브-뚜르끄적 요소들의 미

래적 통합은 순전히 종교적인 토대 위에서는 불가능하며, 여기에서 어떠한 세

계교회주의(эк ум е низ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종교적 요

소를 특수한 문명적 요소로서 포괄하는 인본주의적 ‘메타언어(м етая зык)’의 창

조가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한마디로 종래의 ‘러시아의 이념’을 넘어서는 

‘유라시아의 이념’이라는 유라시아 문화의 새로운 근간의 발견과 긍정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세계화 시대의 거대한 

문화 혁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라시아 문화는 미국적 삶의 

형상을 복사하는 단일한 양식의 아틀란티스적 문화의 획일화, 동질화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유라시아적 구상에서 러시

아의 문화적 사명의 범인류적 중요성은 분화되고 자유로우며 문화적으로 다

극적인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유라시아주의의 대륙적 구상은 새로

운 세계 질서와 아틀란티스주의의 무한한 지배에 대한 지구적 문화의 대안적 

출발점으로서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신유라시아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빠나린(А. С . П ан ари н)은 과거의 모더

니즘 시대와는 달리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경제(물질)가 아니라 문화

(정신)가 지배하는 시대로 파악한다. 따라서 현대는 물질주의에 예속되어 있

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 이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포스트 소비에뜨 공간의 전일성의 회복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정신과 사명을 유라시아 민족들이 어떻게 자기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신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적 고립주의는 물론이고 러시아정교적 근

본주의에 기초한 범슬라브주의 구상의 전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게 확

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유라시아주의적 

전망의 의미화와 정당화의 근거가 발견된다.22) 

하지만 빠나린은 점차 유라시아주의적 입장에 대한 강조 대신에 러시아 민

족주의의 고유한 주제인 러시아 문명의 변별성에 대한 러시아 정교의 공헌으

로 관심을 이동하였다. 유라시아주의 이념들은 미국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에

서 러시아정교의 문명 혹은 러시아의 사명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시각 속으

로 용해되었다. 정교와 이슬람이 공유하던 미래의 유라시아국가의 위대한 전

22) 이에 대해서는 П анарин(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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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이념은 동방 정교가 유라시아 문명의 중심적 주제가 되면서 뒤로 밀려

나게 된다. 러시아의 본성이 정교 문명 속에 내재한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정

체성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보다 독단적인 주장과 정교를 믿는 슬라브족들 

사이의 자연적인 연계에 대한 믿음을 내포한다. 그에 따르면 뚜르끄 세계는 

러시아의 중요한 동양적 요소이지만, 수많은 무슬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

한 힘은 기독교 국가로서 러시아이다. 즉 러시아는 제국의 복원에 기초가 되

는 문명적 다원주의의 지구적 보호자로서 행위한다는 것이다. 빠나린은 뚜르

끄-무슬림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지만,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러시아 정체성의 한 요소로서만 간주한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현실적 

동맹자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 경쟁자로서 인식한다. 빠나린은 슬라브와 뚜르

끄 세계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와 극동 아시아의 통합을 중요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서양의 헤게모니적 야망과 이슬람의 팽창주의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극동의 호랑이들과 연계하여 대응해야 한다.”23) 

이처럼 범슬라브적 보수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근대화된 민족주의를 제안하

는 빠나린의 신유라시아주의는 구밀료프의 생물학 이론과 두긴의 극우적 지

정학보다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 더욱 가깝다. 그러나 비(非)러시아 문화 

특히 이슬람 문화를 포함하는 유라시아의 정체성을 정교 문명으로 정의하려

는 시도는 근거미약하다. 유라시아가 정교 문명과 엄격히 동일시된다면, 유라

시아주의는 단순히 고전적인 러시아 민족주의의 수단에 불과하며, 제국은 동

양에 대한 러시아의 패권적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빠나린의 정체성 담론은 다름에 대한 지나친 추구에서 맴돌 뿐 공존

에 대한 대안적 사고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편, 또 다른 신유라시아주의의 대표적 이론가 두긴(А . Г. Д угин)은 일찍

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확장하는데 앞장

섰지만, 유라시아 제국의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정당성에 관한 이념들을 발

전시키기보다는 메타과학이자 세계관으로서 사회와 역사에 대한 해석의 체계

인 유라시아의 지정학을 정초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는 바로 지정학적 

벡터의 통일 속에 끼예프 러시아, 모스끄바 공국, 로마노프 러시아, 소비에뜨 

러시아, 그리고 현대 러시아라는 먼 현상들을 통합할 수 있는 현실적 중심이 

있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그는 유라시아의 분열은 반(反)역사적이고 비(非)윤

23) Панарин(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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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며, 미래에 대한 어떠한 밝은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여기에서 유라시아 민족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관계와 새로운 민족공동체

의 건설 방안, 즉 모든 민족들을 가치 충만한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망

으로서 신유라시아주의가 제기된다. 유라시아적 이념에 기초하고 유라시아적 

문화에 의해 구축되는 유라시아적 정체성만이 서구 문화의 헤게모니적 영향

과 지배에 맞서 조화로운 세계문화공동체를 세우는 첩경이라는 것이다.24) 두

긴의 지정학은 한층 더 유라시아적인데, 과거의 사회주의 블록을 포함하는 국

제적 차원에서의 유라시아주의를 제창하였다. 그는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유지

라는 현재적 대안을 거부하고 지역적 제국의 창설을 요구하면서 유라시아를 

집단적 자치 제국(к ол л ек тивны й  им п ерс кий  су вер ени тет)으로 제시하였다: “몇

몇 지역적 제국으로 구성되는 다극적 세계라는 유라시아적 해결책만이 미국

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세계화 과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잠재력

을 지닌 확실한 대안이다. 러시아는 대서양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을 추구하

는 화신이며, 여기에 그것의 지구적 사명이 있다.”25) 이러한 차원에서 두긴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동-서양의 대립을 넘어 대공간의 연합 ―  <러시아-

독일-일본-이란> // <미국-영국-중국-터키> ―  을 주창한다.

두긴은 범슬라브주의와 군주제주의와 같은 인종중심주의적 민족주의를 낙후

된 시각으로서 거부하고, 민족감정에 대해 국가 권력을 우위에 두고 미래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민족주의를 옹호한다.26) 두긴은 민족주의적 

기획은 지적이고 올바르며 볼품있는 일종의 ‘계몽된 민족주의’이어야 하며,27) 

특히 다른 민족들에 대한 문명적 사명과 함께 러시아 문화와 민족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증오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민족주의’를 설파한다.28) 그는 

민족적 볼셰비즘을 정치화된 전통주의, 메시아적 희망의 근대적 표현으로 간

24) Дугин(2000).  

25) Дугин(1999), 47.

26) 하지만 두긴은 인종 문제에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홀로코스트를 이유로 나

치의 인종주의를 비난하면서도 독일 중심의 유럽 재편을 전망하며, 반(反)유대주의
에 대한 비판을 지지하면서도 민족의 영혼으로서 인종에 대한 시각을 공유한다. 

인종과 지정학, 민족주의와 국가를 명확히 대립시키고, 후자를 취하면서도 문명적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Дугин(2004), 144.

28) Дуги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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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에서 제3의 길의 가장 완전한 체현을 발견한다.29)  

 신유라시아주의자로서 두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 보이

고, 다양한 서구 사상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다양한 정치적 

근본주의를 근대화하고, 지정학 이론을 통해 러시아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부여

하며, 위계성과 전쟁을 찬미하는 등, 그의 이론적 색채는 너무나 복잡하다.30) 

한편 두긴에게서는 동양적 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비(非)러시아 민족들, 

특히 뚜르끄-무슬림 민족들을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정체성이라는 변별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지배하는 다민족

적 유라시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경쟁자 혹은 적으로서 간주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와합주의)는 대서양적인 것으로 부정하지

만, 유라시아제국에서 전통적 이슬람, 수피즘, 쉬아파 등으로 대표되는 뚜르끄

-이슬람 세계의 주도적 역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빠나린과 마찬

가지로 두긴은 내부의 동양을 넘어 외부의 동양-동아시아와 이란 등-으로 관

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러시아에서 신유라시아주의의 조류적 다원성과 입장의 다양성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계승뿐만 아니라 지양 혹

은 변형이 나타나는데, 동양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의 강화와 제국주의적 오

리엔탈리즘의 상존은 공통적으로 목격된다. 신유라시아주의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대안적 정체성의 창조 혹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처럼 동

양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친근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역할의 정당화와 궁극적으로 강대국의 하나로서 그것의 

지위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31)

말하자면 유라시아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시도로서 신유라시아주의는 비록 러시아-슬라브정교적 요소와 뚜르끄-이

슬람적 요소의 공생체로서 단일한 유라시아적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역설하지

만, 과거의 초제국에 대한 반사적 향수와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29) Дугин(1997), 25. 

30) 두긴의 사고 속에는 전통주의, 종말론, 비교(秘敎)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아리안

주의, 신비주의, 민족주의 등이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해진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Laruelle(2008), 107-144 참조.

31) Rangsmaporn(2006),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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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되는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의 강조는 아시아적 요소에 대한 정

당한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수사적 숭배와 소수 

민족의 자율성에 대한 기각이 특징적인데, 특히 동양적 원리에 대한 선택적 강

조는 귄위적이고 전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악용될 여지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초제국적 민족주의 이념의 부활을 부추기는 위험한 이데올로

기적 신화이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선적인 정치 강령 혹은 

상황 논리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다문화성(п ол ик ул ьт ур но сть)과 다중

심성(пол ице нтри нос ть)이라는 신유라시아주의의 인식론적 정당성에도 불구하

고, 서양/동양, 유럽/아시아와 같은 세계에 대한 이분법적 독해는 여전히 문제

적이다.32)  

3. 동양 속의 유라시아주의

지리상으로 유라시아의 동양에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본격적 관심은 러시

아에서 신유라시아주의의 태동과 그 시기를 함께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유라시아성을 훨씬 강하게 담지하고 있는 따따르스딴과 까자흐스딴의 지식인

들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의 뚜르끄적 요소에 대한 정당한 인식의 요구가 본

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의 뻬레스뜨로이까와 1990년대 초의 소

연방의 해체를 전후한 시기이다. 이 지역에서도 체제전환기의 새로운 정체성

의 모색 과정에서 유라시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는데, 1990년 중반에는 러시

아적 문화와 뚜르끄-무슬림적 문화의 양립성을 둘러싸고 유라시아주의가 주

로 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199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최근에는 이슬

람 종교 단체와 민족 집단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 행정 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유라시아주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비(非)러시아-동양계 유라시아인들에게 러시아인들의 유라시아주의는 대체

로 러시아 민족주의의 배타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그것의 러시아

인-슬라브정교 중심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편향은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유

라시아는 러시아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한 까자흐스딴 역사학자의 반박처

럼,33) 비러시아계 유라시아주의는 다민족, 다신앙, 다문화라는 유라시아적 공

32)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오원교(2005), 184-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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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원적, 복수적 성격에 대한 전제적 인식 속에서 개별 민족의 고유한 권

리와 자주적 위상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제기한다. 비록 러시아에 대한 지

정학적 경계-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러시아 유라시아

주의의 난제인 메시아주의라는 보편주의적 열망 혹은 분리주의적 요구는 공

통적으로 미약하거나 부재한다. 대신에 비러시아계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의 실체적 본성에 대한 철저한 지각 속에서 교향적 관계망의 구축과 대화적 

소통의 기초인 지배-이념 혹은 메타언어의 창출을 위해 의미심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 비(非)러시아계 러시아인들의 유라시아주의

1) 무슬림 정당의 유라시아주의

러시아에서 유라시아주의를 표방한 최초의 무슬림 정당은 아흐따예프(А вар  

А хм ед-Кади  А х тае в)가 1990년 6월 아스뜨라한에서 따직과 다게스딴의 무슬

림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이슬람부흥당(И сл ам ск ая па ртия  во з рож де ния)>이

다. <이슬람부흥당>은 범소비에뜨 운동으로서 인구의 40%가 무슬림인 소비

에뜨 연방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향후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 따

라서 연방과 자치 공화국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와 모든 종류의 범뚜르끄주의 

혹은 인종중심주의 그리고 과거 러시아 제국의 무슬림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전통적 수피즘을 비난하였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아흐따예프는 러시아와 이슬

람 국가들 사이의 반(反)서구주의 동맹을 주장하고, 나아가 두 세계의 문화적, 

종교적 화해와 공생을 넘어 러시아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역설했다.34) <이

슬람부흥당>은 이슬람만을 유라시아 대륙의 정신적 심장으로 여기면서 국가

의 운명의 결정에서 러시아인들보다 무슬림들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여, 결국 

무슬림종무청에 의해 근본주의로 비판받았다.35) 

1994년 <이슬람부흥당>이 해체 된 후, <러시아이슬람동맹(Сою з м у су л ьм ан  

33) Нисанбаев, Ку рманбаев(1999), 26.

34) 이러한 맥락에서 < 이슬람부흥당>은 전통적 의미의 유라시아주의의 경계에 위치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35) Джем ал(2000), 28-32; Сад ур(2000), 32-35; Салахедд ин(2000),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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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 ссии )>, <누르(빛)운동(Д виж ение “Н у р”)>, 그리고 <러시아이슬람위원회  

(И сла м ски й  к о м итет Ро сс ии)>가 등장한다. 이 중에서 러시아 태생의 아제르

바이잔의 무슬림 사상-활동가, 제말(Г . Д же м ал ь)36)이 주도한 <러시아이슬람

위원회>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민족적, 종교적 질서에서 무슬림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아시아적 판본의 유라시아주의를 제창했다. 옐친 통치 초기

에 제말은 정교-러시아인들과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지닌 러시아-무슬림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믿었다. 그러나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세계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인 미국과 선의 세력인 이슬람의 투쟁의 불가피

성을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서구의 영향아래서 선량한 집단주의와 포괄적 국

제주의(지구적 메시아주의)를 상실해버린 사멸해가는 문명으로서 러시아의 역

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37) 

최근의 저작들에서 제말은 서양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게 소수 민족들을 억

압하고 수탈하는 잔인한 국가 - 강제적 러시아(기독교)화, 집단 이주, 민족 간

의 갈등 유발 등 - 라는 러시아의 또 다른 이미지를 내세우며, 두긴의 신유라

시아주의는 제국 러시아와 무슬림, 혹은 소수 민족 일반의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 국가 전통의 지속을 위한 혐오스러운 이데올로기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오직 10월 혁명과 소비에뜨 초기를 예외적 역사로 간주하는 제말은 고통, 

격동 그리고 해체를 겪은 후에 러시아 역사의 회귀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는 않는다. 러시아는 추한 제국주의적 전통과 결별하고 무슬림 세계와 동맹을 

통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당분간 

36) 주요 저작으로는 러시아의 반(反)엘리트적 미래(Антиэлитарная суд ьб а России)

(2002), 러시아의 종말과 미국의 세계 지배(Конец России  и  америк анск ая ночь над 
миром) (2003), 러시아 - 저항의 영토(Россия - терр итория сопротивл ения) (2004), 

이슬람의 해방(Освобождение Ислама) (2004), 예언자들의 혁명(Революция пророков

(2006) 등이 있으며, http://www.archipelag.ru/authors/djemal/와 http://www.kontrudar. 
ru/에서 원문을 접할 수 있다. 

37) 현재의 세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말은 소비에뜨 체제의 몰락과 함께 러시아 문명
도 그것의 정신적 핵심을 상실하였고, 보편적 형제애에 기초한 유라시아제국의 건

설이라는 정신적 메시아주의는 우둔한 물질주의와 편협함으로 대체되었다고 평가

한다. 그는 러시아 문명의 해체의 주범으로 소비에뜨 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관료
주의를 지목하고, 그것이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위대한 러

시아 문명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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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말은 정의라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가

진 무슬림들은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힘에 기대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제말은 러시아와 무슬림의 상호작용이라는 유라시아주의

의 기본적 매트릭스로부터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압도적인 교의로서 순전히 

이슬람에 기초한 국가를 전망하는 이슬람주의로 전환한다.38) 

한편, 니야조프(А . В . Н ия зо в)가 중심이 되어 1998년 창설한 <복지운동    

(Дв иже ние “Реф ах-Бл аго д енств ие”)>은 뿌찐 정부의 외교 노선을 유라시아주

의로 인식하여 지지하였는데, 2001년 <러시아 유라시아당(Е вр азийск ая пар тия 

Ро ссии )>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유라시아의 정신적 가치 체계의 창조를 요

구하였다. 당원의 대부분인 까프까즈, 따따르, 바쉬끼르의 무슬림을 포함한 러

시아의 모든 소수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사회주의 없는 포스트 소비에뜨의 

전일적 공간의 재구성(Вел икая Ро ссия-Е вр азийск ий  сою з)을 주창하였다. 특히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를 당의 이념적 토대로 간주하는 <러시아 유라시아당>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하고, 유

라시아인들을 소비에뜨의 집단주의와는 구별되는 공동체(соб ор но сть)의 구성원들

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것은 까자흐스딴의 술레이메노프(О . Сул ейм енов), 나자르

바예프(Н . На зар ба ев), 끼르기즈스딴의 아이뜨마또프(Ч . А йтмато в) 등 수많은 유

력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니야조프는 쌍두독수리의 문장을 서/동, 정교/이슬

람, 슬라브/뚜르끄 간의 대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이슬람이 러시아정교와 

함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원의 잠재력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그는 두긴의 

메시아주의와 국가 파시즘을 경계하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유라시아연방 등

의 구상을 지지하며, 해외의 이슬람 세계와의 선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39)

니야조프는 두긴과는 달리 무슬림들을 러시아 정교도들과 동등하게, 심지어 

러시아인들을 ‘어린 형제들’로 간주하고,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러시아인

들은 무슬림들과 권력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는다. 니야조프의 유라시아주의는 

중앙아시아, 특히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과의 밀접한 관계를 함축한다. 또한 

그는 미국에 대한 반대에서 중국과 인도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지만, 특히 중

국의 경우 장차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러시아와 이슬람 세계에 미국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면서, 현재 중국과 인도를 러시아의 주요한 

3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Shlapentokh(2008), 34-43 참조.

39)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러시아유라시아당>의 홈페이지(http://www.eurasianparty. 

ru/)의 정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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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으로 여기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무슬림 세계의 역할을 기대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무슬림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며 이슬람 국가 기구에

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긴과 함께 니야조프도 미국을 러시아-유라시

아 전체의 주요한 적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 러시아-유라시아

가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적절한 위상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만, 미국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직접적 투쟁에 가담하기를 원치는 않는다.40) 

이처럼 러시아의 무슬림 정당들이 대표하는 유라시아주의는 다소 배타적인 

이슬람주의적 경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뚜르끄-무슬림들이 주체적으로 동참

하는 유라시아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슬라브-정교도들의 

메시아적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어린 눈짓을 보내는 가운데, 점차 슬라브/뚜르

끄, 정교/이슬람의 화해와 상생의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2) 무슬림 종단의 유라시아주의

러시아의 무슬림 종교 단체들은 모든 형태의 종교에 기반한 정치적 과격-

급진주의를 거부하고, 세속 정권에 대한 단지 간접적인 영향만을 희망하며 충

성을 다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에 대한 예속적 입장은 일반 무슬림들의 

이해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보다 급진적이고 반(反)정부적인 

운동의 출현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유라시아주의와 관련하여 무슬림 

종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러시아 정교와의 관계이다.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공식 기구인 <무슬림중앙종무청(Ц ДУМ : цент-

р альн ое д ух о вно е у пр авл ение  м у су ль м ан)>의 종무청장 따주딘(Т ал гат С афич  

Т адж уд д ин)은 러시아정교의 중심적 위상을 인정하고, 이슬람의 충실한 단역

의 역할에 만족하면서 양자 사이의 친분관계유지에 주력한다. 그는 러시아정

교의 대주교를 ‘러시아의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 받들며, “우리의 조국은 신

성한 러시아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설파한다.41) 그는 이슬람을 소수종교로서 

인식하며, 그 외 세계교회주의와 텡그리즘(Tengrism)의 숭배,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umma)의 통일에 대한 거부는 무슬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42) 따

40)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Shlapentokh(2008), 31-34 참조.

41) Таджуд дин(2001), 9. 

42) 이러한 일련의 입장 때문에 따주딘은 자주 ‘소비에뜨 인간(soviet man)’으로 힐난 

받는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Laruelle(2008), 157-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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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딘은 유라시아주의를 가장 조화롭고 진정한 러시아 애국주의이고, 러시아를 

구원하고 그것이 세계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43) 

이와는 달리 따주딘과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무슬림연맹(СМР : с ою з     

м у су ль м ан  Р осс ии)>의 가이누뜨딘(Ра вил ь Гайну тд ин)은 러시아정교의 배타성

과 독점권 그리고 세속적 지향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러시아에서 

이슬람의 위상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중세 이후 유라시아 문명에서 이슬람 

문화는 하나의 버팀목이었으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유라시아문화의 본질

을 이해할 수 없다.44) 그는 러시아정교와 이슬람의 등가성에 주목하고,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낳는 인종주의적 러시아 민족주의(러시아정교중심주의)에 

반대하며, 이로 인한 이슬람의 과격화(와합주의)를 우려한다. 또한 러시아의 

다신앙성과 다문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유라시아주의의] 이념은 수많은 민

족과 종교의 대표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러시아 역사, 민족들과 종교들의 공존이라는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 그

리고 러시아 문명의 변별성에 근거해야만 한다.”45) 가이누뜨딘은 자신의 이념

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모스끄바이슬람대학(1999)과 까잔의 러시아이슬람대학

(1998) 설립을 지원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내의 무슬림 종단을 대표하는 따주딘(Ц ДУМ)과 가이누뜨

딘(С МР)은  외견상으로는 동일하게 유라시아적 전망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따주딘에게서 유라시아적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심의 ‘Р усс кая  иде нтич нос ть’이라면, 가이누뜨딘에게서 유라시아적 정체성은 

원칙적으로 다원성에 기초한 ‘Ро сс ийска я ид ентич но сть’인 셈이다. 이것은 전

자가 두긴의 정당, <유라시아(Е в ра зия )>를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반면에, 후자

가 니야조프의 <러시아 유라시아당(Ев р ази йска я па рти я Р ос сии)>을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43) 하지만 따주딘의 이러한 다분히 친(親)러시아적인 입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지하드(성전)를 

선포함으로써 돌변했다. 예기치 못한 급진적 발언으로 그는 끄렘린의 신뢰를 잃었

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44) Laruelle(2008), 158.

45) Гайнутдин(199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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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따르스딴의 유라시아주의

역사적으로 따따르스딴은 450여 년 동안 러시아와 따따르가 끊임없이 일상

적이고 사회적인 접촉을 해 온 지역으로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라

시아성을 가장 뚜렷하게 담지한 공간들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인 종교로서 이

슬람이 이 지역에 도입된 것은 러시아가 정교를 도입하기 거의 반세기 전인 

922년이다. 이후 우즈벡 한국의 이슬람 혁명(1312)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확산

된 이슬람은 낍차끄 한국이 해체되기 전까지 까잔 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남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역에 러시아 정교가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이반 뇌제의 까잔 한국의 점령(1552)에서 비롯된다. 그 후 예까쩨리나 2세의 

종교적 관용주의와 19세기 자디드(Jadidism)을 비롯한 일련의 이슬람 개혁 운

동, 소비에뜨 시기의 반(反)종교 정책 그리고 소연방 해체 이후 이슬람 부흥 

운동 등의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따따르스딴의 이슬람은 러시아정

교와 함께 엄연한 하위 문명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왔다. 유럽성을 대표하는 

슬라브 문화와 동양성을 대표하는 뚜르끄 문화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따따르스딴은 오랜 기간 동안 지문화적인 매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바로 

이러한 따따르스딴의 고유성과 자주성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실제

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유라시아적 전망으로 표현된다. 

따따르스딴에서 유라시아적 전망, 즉 유라시아주의는 무엇보다도 공식적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일찍이 대통령 샤이미예프(М . Шайми ев)는 따따

르스딴을 러시아의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뚜르

끄-무슬림(따따르)의 민족적 정체성을 러시아성(유럽식의 근대성)과 러시아 

국가에 대한 강한 충성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는 몇몇 유라시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실된 따따르-몽골 제국의 재건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 체

제의 공고화를 주장하며, 민족적 차별에 대한 반대와 국제주의의 이점을 옹호

한다. 그에 따르면 까잔은, 까자흐스딴의 나자르바예프(Н . Н азар ба ев)가 제안

한 소위 ‘유라시아연방’의 미래의 수도이며, 따따르스딴은 러시아와 중앙아시

아를 연결하는 가교이다. 샤이미예프는 이슬람을 따따르의 민족정체성의 결정

적 요소로서 복원하는 한편, 세속 영역에서 철저한 교권반대주의적 입장을 견

지하여 교육기관에서 특정 종교 교육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기능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 정권의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정교와 이슬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러시아정교의 주교 아나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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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А . А нас тасий)와 이슬람의 무프티 갈리울린(Г . Га лиу л л ин)은 서로의 종교

적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적극적으

로 협력한다. 두 종교에 있어서 오히려 문젯거리는 양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무신론자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따따르스딴에서는 자연

스럽게 유라시아주의적 토대가 강화되었고, 그것은 체제 유지에 유용한 단순

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대단히 실질적인 사회적, 문

화적 담론이 되었다.46)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담론은 하끼모프(Р. Х ак им о в)47)가 제창한 소위 

‘유로이슬람(Е в ро исл ам)’이다. 하끼모프가 우리의 메카는 어디인가?(Гд е на ш а 

М е кк а?) (2003)48)라는 유명한 팸플릿을 통해 주창한 ‘유로이슬람’은 자디드 운

동의 개혁주의 이념의 현대적 적용(Neo-jadidism)으로서, 유라시아주의 - 서

양적 가치와 동양적 가치의 통합 - 에 근거한 일종의 해방 신학으로 일컬어

진다. 그는 “따따르스딴의 이슬람은 이슬람적 가치들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에 ‘유로이슬람’이라고 칭할 수 있다”49)라고 선

언하였다. 유로이슬람은 전통주의적, 반(反)근대주의적 이슬람뿐만 아니라 보

편주의적 이슬람을 반대한다. 그는 이슬람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 코란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하듯이, 민족 문화에 뿌리를 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다원적이며, 19세기에 폐쇄되었던 이슬람 

교리에 대한 해석(ijtihad)을 개방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유연한 접

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로이슬람은 따따르스딴 이슬람의 현대화(유럽화)로

서 무슬림들의 보편적인 종교적 세계관의 정화를 수반한다. 

유로이슬람은 범뚜르끄주의와 범이슬람주의를 현실부적합성을 이유로 제외

하지만, 뚜르끄 민족들의 통합의 필요성과 따따르의 주도적 역할에는 동의한

46) 이러한 현상은 따따르스딴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독특한 연방관계의 모색, 복합적 정

체성의 옹호, 공화국 민족주의의 추구, 이중국적/이중공용어의 허용 등의 화해와 상생
을 위한 노력들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인성(2007), 171-195 참조.

47) 하끼모프(1947-)는 대통령 샤이미예프의 정치 고문(1991-2008)을 역임했고, <따따

르스딴-신세기(Т атарстан-Новый век )> 정당의 정책담당이며, 따따르스딴 학술원 
산하 ‘역사연구소’ 소장이다. 현재는 ‘러시아의 연방주의의 전망들: 이론적 실천적 

제 측면(Перспективы ф едерализма в России :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48) Хаким ов(2003). 

49) Хаким ов(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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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따따르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반대하고 러시아 제국의 건설과 중앙

아시아의 무슬림 세계와의 관계 정립에서 따따르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측면

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민족주의적 함의를 역시 내포한다. 

또한 유로이슬람은 근대성에 대한 유라시아주의의 적극적 해석을 공유한다. 

하끼모프에 따르면 따따르스딴은 세속 국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정치 체제,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슬람은 사회를 재(在)전통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이슬람

을 종교적, 세속적 영역을 통일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간주하며, 신앙을 광신

주의 혹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남녀의 양성 평등, 인간의 태생적 존귀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슬람의 본래적 관용성을 강조한다. 그는 절대자의 단일성, 인류

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종교적 민족적 다원성을 항상 견지한다. 그는 

이슬람이 동양과 서양을 결합할 수 있는,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해방과 진보

를 위한 신앙이고, 그것은 정의, 자유, 앎에 대한 지향이며, 관용을 요구하고 

폭력을 반대한다고 역설한다.50) 

하끼모프의 유로이슬람은 비록 전통주의적 사제들에 의해서는 은밀한 세속

화를 통한 강제적 근대화의 기도로서, 대중들에게는 지나치게 지적이고 엘리

트주의적인 관점으로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지배 정권의 공식적 이데올로

기의 선전으로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시대의 역

동성에 걸맞는 따따르스딴 이슬람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따따르스딴의 무슬림종무청(ДУМв РТ)의 사제들도 최근에는 자신들을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계몽가, 역사가, 교사, 사회적 진보의 담지자로 자각

하면서, 이슬람과 더 넓게는 따따르 민족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러시아인들

과의 5세기 동안의 공존을 악이 아니라 불가피한 역사적 운명이며, 간직해야

할 긍정적 유산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따르스딴의 이슬람종무청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비록, 최근에 샤이미예프 정권과 일부 무슬림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따따르스딴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유라시아적 경향을 변화시

키지는 못하며,51) 오히려 따따르스딴의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연방의 여타 

50)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Khakimov(2004) 참조. 

51) 예컨대, 전임 종무청장(무프티) 갈리울린(Г. Галиулл ин)은 로마 교황에게 까잔을 

방문해서 평화의 기도를 집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제안은 당시 수많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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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들 - 바쉬꼬르또스딴, 알따이, 뚜바, 부랴찌야, 깔믜끼야, 야꾸찌야-

사하 등 - 에서 폭넓게 주목받고 있다.52)

       

3.2. 까자흐스딴의 유라시아주의

130여년에 걸친 결코 짧지 않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사는 중앙아시

아에서 또 다른 유라시아적 공간을 창출했다. 중앙아시아도 소연방의 갑작스

런 붕괴로 인해 유라시아적 공간의 가시적 해체를 경험했지만, 그곳에 역사적

으로 각인되어 있는 유라시아성은 독립국가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연대를 기획하는 유라시아주의는  

상실된 소비에뜨 연방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라시아적 공간의 또다른 해체에 일조한 일련의 색깔혁명과 해당 지역에 서 

서양(미국)의 팽창에 맞서는 유력한 전략으로서, 통합의 새로운 기제로서 주

목받고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중앙아시아의 신생독립국들 중에서 유라시아적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고 고유하게 실현된 공간인 까자흐스딴에서 특히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까자흐스딴의 유라시아주의는 기본적으로 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민족적이며 러시아의 모델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일찍이 까자흐 시인이자 역사가인 술레이메노프(О . Су л ейм ено в)는 러시아 

역사에서 뚜르끄 민족들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독해를 통해, 소위 ‘맏형’으로

서 러시아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민족들 간의 우호의 틀 내에서 까자흐 민

족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는 자신의 독창적 저서, А з и  Я (1975)53)에서 12세

정교 사제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러시아인들과 따따르인들 사이의 진정한 상

호이해를 위한 노력은 다름 아닌 따따르스딴에서 유라시아적 가치들의 확산의 징
표이다. 

52)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Вор онцова, Филато в(1998) 참조. 

53) 시, 역사, 언어학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의도적 융합을 보여주는 작품인 Аз и Я 는 

제목 자체부터 대단히 상징적인데, 그것은 각각 ‘나’를 의미하는 고대 러시아어와 현

대러시아어의 문자의 교묘한 병치를 통해, 역사 속의 ‘나’와 현대의 ‘나’, 슬라브와 뚜
르끄의 일차적 공존과 ‘아시아’ - 여기에서는 유라시아의 동의어인 - 로의 궁극적 

결합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Harsha Ram(2001), 289-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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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러시아 고대문학의 걸작, 이고리 원정기 의 원본에 수많은 뚜르끄 어휘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몽골 침략 이전에 슬라브족과 뚜르

끄 민족의 인종적, 문화적 공생을 확증하려 하였다. 러시아 역사에서 뚜르끄 

민족의 위상에 대한 소비에뜨 역사학계의 공식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성의 표현으로 여겨져 당대의 러시아 민족주의자

들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았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에까지 회부되었다. 1976

년 학술원 모임에서 술레이메노프의 책은 고대 뚜르끄 문명의 영향에 대한 

과장과 고대 러시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받았다. 뻬레스뜨로이까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한 또 한 번의 논쟁이 있었으나, 여전한 의견의 대립만을 확인하

였다. 술레이메노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유라시아 운명의 지배와 동양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러시아의 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비에뜨 오리

엔탈리즘에 대한 비판 혹은 유라시아주의적 사고의 뒤집기를 시도하였다. 그

는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스텝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더욱 

뚜르끄적으로 되는 수밖에 없다고 일갈하였다. 술레이메노프에 따르면 독립국 

까자흐스딴은 다민족성, 똘레랑스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유라시아의 표지를 보

여주고, 까자흐인, 러시아인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융합체가 되어

가고 있으며, 표제 민족인 까자흐는 이러한 복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자신

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 

온건한 민족주의와 문화적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이러한 사고는 독립 이후 

까자흐스딴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서 커다란 공명을 낳았다. 따따르

스딴의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정교-이슬람의 관계에서 논해졌다면, 까자흐스

딴의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정교와 이슬람뿐만 아니라 광활한 초원에서 공존

했던 모든 종교 - 네스토리우스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샤머니즘 등 - 를 포

괄하는 더 넓은 지평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에조프(Мур ат А у эзов)는 유라시아를 세계사의 중심축

이자 위대한 종교들의 요람으로 간주한다. 그는 유라시아주의를 인류와 함께 

생겨난 삶의 철학이자 구대륙의 민족들과 종교들의 만남의 양식으로 확대 해

석한다.54) 문학연구가 마므라예프(Б ейб у т М ам р аев)도 현대의 유라시아주의를 

단지 유라시아적 공간의 통일로서만 규정할 수 없으며, 그것은 초민족적이고 

초정치적이기에 세계의 모든 문화의 모자이크적 통일에 대한 이념과 완전히 

54) Ауэзо в(199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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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한다고 주장한다.55) 

까자흐스딴에서 유라시아주의는 담론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나자르바

예프 체제와 굳건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나자르바예프는 일찍이 1994

년에 비효율적인 <독립국가연합(СН Г )>을 대신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포스트 소비에뜨의 정치적, 경제적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연방(Ев р азийск ий  с ою з)>이라는 초국가적 기구를 제안했다. 나자르바예프는 

비록 자신의 기획이 당시의 옐친 정부와 신생독립국가들로부터 커다란 호응

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1990년대를 통틀어 과거 소비에뜨 연방 국가들의 화해

와 협력을 위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0월 10일에는 러시아, 벨라루시,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지끼스

딴 - 2006년에 우즈베끼스딴도 참여 - 으로 구성된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Е вр азийск о е эко ном ич еск ое  с оо бщ ес тво)>를 창설하였다. 따따르스딴에서와 

마찬가지로 까자흐스딴 정부는 구밀료프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유라

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거듭날 것을 천명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자르바예

프는 까자흐스딴의 통합주의적 선의를 드러내고 독립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

기로서 유라시아주의를 제도화하는 본보기의 일환으로서 1996년에 아스따나

에 <구밀료프 유라시아 대학(Е в ра зийс кий  нацио нал ьны й  у нив ер ситет им ени  

Л . Н . Гум ил ева)>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유라시아 센터>를 부설하여 유라

시아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독립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표제민족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인종적 민족주의

(ethnonationalism) 경향을 경계하면서 까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민

족들의 문화 부흥과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56)   

까자흐스딴의 공식적 유라시아주의에 대하여 각각의 민족 집단은 서로 다

른 해석과 반응을 나타낸다. 국가의 까자흐화라는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는 까자흐인들이, 공인된 문화적 복수주의라는 다원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소수 민족들이 각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정

치적, 경제적, 외교적 관계에서 유라시아 국가로서 까자흐스딴의 위상은 환영

을 받는 반면에, 까자흐스딴에서 표제민족도, 소수민족도 아닌 지위로 살아가

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위상은 다소 애매하고 난처하다.57)  

55) Laruelle(2008), 176. 

56) 예컨대, 1995년 헌법 제14조는 다른 일련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인종에 근거한 어

떠한 차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chatz(2000),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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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나자르바예프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다리로서 까자흐스딴

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까자흐스딴은 유럽적 뿌리와 아시아적 뿌리가 서로 

얽혀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며, (···)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의 결합은 

유럽과 아시아 문화 속에서 최상의 것을 취할 수 있게 한다”58)라고 역설한다. 

유라시아주의는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구대륙의 민족

과 종교의 결합의 양식이며, 동과 서의 대화의 추구에 국한되지 않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인류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까자흐 유라시아주의자들은 1920년대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러시아중심주의를 소비에뜨 유라시아주의로 칭하면서 거부하고, 두긴으로 대

표되는 신유라시아주의의 파시즘적 경향과 제국주의적 색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까자흐스딴의 유라시아주의가 진정한 대안

적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다.59) 

4.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라시아주의적 전망들 속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은 

‘동양중심주의’로도, 서양에 대한 동양의 도구주의적 대립으로도 혹은 아시아 

민족들의 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도, 집단적 자의식의 표출로도 일면적

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럽적 요소와 아시아적 요소의 

공존과 결합인 유라시아 공간에서 아시아적 요소에 대한 정당한 고려이다. 말

하자면 유라시아적 본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발로이다.

유라시아주의를 유라시아 공간에서 다양한 민족(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상

57) 실상, 까자흐스딴의 공식적 국가이데올로기로서 유라시아주의는 현실 속에서 적지 

않은 난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라시아주의의 이상과

는 달리 소위 ‘까자흐화(kazakhification)’라는 편향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는 다른 민족 집단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이를테면 1994년에 정점에 이른 후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본국으로 러시아인들의 대대적인 이주 현상이 그 
실상을 대변한다.     

58) Назарбаев(1997), 27.

59) 한편 유라시아주의 담론의 이론적, 실천적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두긴과 나
자르바예프의 친선교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와 까자흐스딴의 유라

시아주의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과 진전은 또 다른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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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와 새로운 지역질서의 창조를 통한 대안적 공동체의 건설 기획으로 폭

넓게 규정할 때,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는 1) 다민족, 다신

앙, 다문화라는 유라시아성을 근거 짓는 다원성 혹은 복수성이라는 토대 위에

서 대화적, 교향적 관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2) 관계의 고리로서 소위 ‘지

배-이념’ 내지 대화의 기반으로서 ‘메타언어’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다. 전자

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동양을 막론하고 소위 인종중심적 민족주의의 폐해가 

마치 보편적 경향처럼 폭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러시

아정교의 메시아주의와 일련의 이슬람주의가 자주 제기되는 바, 특정 민족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에 기반한 보편주의는 무망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60) 

일찍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정초자이자 비판가였던 플로롭스끼(Г. В .   

Фло ро в ский)는 “우리의[유라시아주의자들의] 질문은 옳았지만, 대답은 그릇된 

것이었다. 문제는 옳았지만, 해결은 그릇되었다”61)라고 자조적으로 술회한 바 

있다. 실상, 많은 경우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오류는 다민족, 다신앙, 다문화라는 

유라시아의 본질적 전제 자체에 대한 결과적 기각 혹은 망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유라시아적 구상이 역사적 과거에 대한 ‘대답의 진리’가 아니라 동시

대적 공명을 지닌 ‘물음의 진리’라는 점에 착안할 때, 여기에서 관건은 여전히 

‘문제 해결’의 선명성이 아니라 ‘문제 제기’의 올바름이다. 올바름은 유라시아

라는 실체(존재)를 조망하는 상상(인식)의 자세이다. 유라시아주의에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정의에 대한 희망으로서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질성을 극복하는 

연대의 기초로서 똘레랑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동양은 ‘상상의 지리’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지리’로서 유라시

아적 전망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유라시아주의는 참다운 다양성

이 피어나는 유라시아공동체의 대안 이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 결국 이러한 근본 문제들은 여전히 합리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

한 사정은 유라시아주의가 죽어있는 완료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행형의 구
상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1) Флоро вский(192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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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rasianism and the Orient in the Post-Soviet Era

Oh, Won-Kyo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the Orient in various Eurasianistic perspectives in the Post-Soviet Era.

The interest of those perspectives in the Orient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by any single term of the followings such as orientcentrism, 

instrument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Orient against the Occident, antipathy 

of Asian peoples against the Russian rule, expression of national 

self-consciousness. It is rather, this article argues, a reasonable reflection 

on the Asiatic elements in Eurasia and a manifestation of well-balanced 

views on the true nature of Eurasianness.

The two most important tasks that Eurasianism faces are 1) to establish 

dialogical relations based on the multiplicity of Eurasianism, 2) to create 

the so-called 'idea-ruler' as a linkage for the relations, or a metalanguage 

as a basis for mutual dialogue. The former has been fettered by the 

prevalence of the so-called ethnocentric nationalism, whether in Russia or 

in the Orient, while the latter by messianism of Russian Orthodox Church 

as well as by the series of Islamism. These tendencies have resulted from 

consequential oblivion or even dismissal of the essential premise of 

Eurasia, that is, multi-ethnicity, multi-religion, and multi-culture.

This article argues that Eurasianism is not 'the truth of answer' to the 

historical past, but 'the truth of question'  with contemporary resonance. 

The approach required in Eurasianism would be respect for differences as 

hope for justice and tolerance as a basis for solidarity to overcome 

heterogeneity. With this approach, the Orient could be placed properly as a 

' real'  rather than ' imaginary'  geography in the Eurasianist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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