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 
정교도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신 동 혁

=개요= 
이 글은, 종교성은 한 사회의 종교 문화, 종교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스탁(R. Stark)과 글락(C. Y. Glock)
의 ‘다차원 종교성 이론’에 기초하여 소련 해체 이후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
성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고찰하 다. 특히 소련 해체와 함께 일기 시작한 
‘종교부흥’의 실체를 종교성 측면에서 분석하 다. 연구범위는 1991~2012년
이며, 러시아 국내·외 다양한 종교사회학적 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에는 종교나 신앙 못지않게 ‘관습’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 배경으로 정교회 신앙생활의 
전통과 소련시기의 유산을 꼽을 수 있다. 종교 의식(전례)과 전통을 중시하
는 정교회에서, 특히 소련시기에 의식이 금지 및 제한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의식을 통해 습득되어 온 종교지식의 단절이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에 ‘자율
성’을 스며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자율성은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
성의 특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부흥 모습과 달리 현대 러시아인의 종
교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러시아인의 종교성이 분명해질수록 종교 정체성도 분명
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도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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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속화, 탈세속화, 종교 부흥, 소속되지 않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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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세기 말 저명한 사회학자들(R. 스탁, P. 버거 등)은 근대화가 사회와 개

인의 인식 속에서 종교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세속화 이론

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여러 나라에서의 종교 인구 증가에 기초하여, 몇몇 

학자는 탈세속화(G. 바이젤)와 대응세속화(P. 버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주장은 특히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에서 증명되어 왔다. 
2013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정교도라고 하는 러시아인이 64%에 달

한다.1) 또한 제도(institution)로서의 정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70%에 달한

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 부흥’이란 말로 설명되기도 하고, 전 세계 기독교계

에서 거론되는 세속화 문제와는 상이한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러시아 정교도의 종교성은 일각에서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 정

교도의 종교적 실천(религиозная практика)과 종교생활의 모습이 그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 정교도는 4~5%정도만이 매주 규

칙적으로 종교생활(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는 “이념적 정

1) ФОМнибус(2013) “Ценности: религиозность. Сколько россиян верят в Бога, 
посещают храм и молятся своими молитвами?” http://fom.ru/obshchestvo/10953 
(검색일: 2013.11.15). 2014년 2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러시아 인구 가운데 72%가 정교도로 
파악되었다(http://www.pewforum.org/2014/02/10/russians-return-to-religion-but-not-to- 
church, 검색일: 2014.02.10). 러시아 국내·외 연구조사를 종합할 때 러시아 인구 
중에서 70% 이상이 자신을 정교도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러시아 정교도’의 정의는 응답자 자신이 스스로를 정교도로 규정한 
사람이며, 그 외 다른 자격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카아리아이넨과 푸르만 
(К. Каариайнен и Д. Е. Фурман)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에서 ‘루스끼 
(русский)’와 ‘정교도(православный)’라는 용어는 상당히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교도’와 ‘진정한 러시아인’은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현대 러시아에서 ‘정교도’는 ‘신도(верующий)’라는 넓은 개념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도’가 ‘정교도’ 개념의 일부가 되었다. 러시아에서 
자신을 정교도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도’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К. Каариайнен и Д. Фурман(ред.)(2007) Новые церкви, старые 
верующие, старые церкви, новые верующие: Религия в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М.-СПб: Летний сад, C. 41-43. 



교”, 정교도는 “이념적 정교도”라 불리기도 한다.2)

소련 해체 이후 수많은 정교회 건물의 복원과 신축과 함께 정교도의 숫자 

가파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실천과 종교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정

교도의 종교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우선은 러시아 혁명 이후와 소련시기에 

이루어진 종교에 대한 억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억압만이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을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혁명 이전에도 국민 절

대 다수가 정교도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실천(신앙생활)’ 모습은 

오늘날과 유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에서의 종교성

은 정교회의 급속한 외형적 변화와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종교성은 한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 한 사회의 종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종교성은 사회 제도로서 교회의 대사회 역할

이나 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 현실적으로 종교성의 

2) 또한 러시아인들에게 정교는 “문화적 종교”로 간주되기도 한다. 서방 정치학자들
은 러시아인의 극히 낮은 종교 활동 참여율을 이유로 정교회의 대사회 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정교회와 시민사회 발
전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도 “이념적 정교” 혹은 “이념적 
정교도”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서방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김현택 외(2008) 붉은 광장의 아이스링크-문화로 읽는 오늘의 러시아,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2쪽.

3) 러시아인의 종교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이중신앙’의 
측면과 문학적, 신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곽승룡, 김홍중, 석 중, 
이경완, 이규 , 이종진, 조유선, 황성우, 홍대화 등 다수). 이 외에도 국가-교회 
관계(정치, 제도), 일상사, 문화사, 이데올로기(정교이념)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현택, 임 상, 황 삼, 신동혁, 정세진, 박 은 등 다수; 참고로, 언급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참고문헌에만 기록하 음). 국내에서 
소련 해체 이후 시기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에 대한 종교사회학적(종교성 차원) 
연구 시도는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내 여러 
종교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가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여론조사 
기관들[레바다센터, 폼(ФОМ), 프치옴(ВЦИОМ) 등]과 러시아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의해 꾸준히 조사, 연구되어 왔다. 그 동안의 연구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국가-종파 
관계와 국가-정교회 관계, 둘째, 종교의 자유(종교적 관용), 셋째,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도와 소속 여부, 넷째, 정교회의 사회적 역할, 다섯째, 제도로서 정교회에 
대한 신뢰도(총대주교에 대한 신뢰도 포함), 여섯째, 종교와 민족성, 일곱째, 
종교적 가치, 여덟째, 종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특정 계층의 종교에 대한 인식 
포함), 아홉 번째, 제도적 차원의 개별 종교의 종교성 연구, 열 번째, 제도적 
차원의 러시아 내 종파간 종교성 비교 연구, 열한 번째, 종교성 차원의 종교성 



정도는 곧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지도자의 특정 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스스로를 정교도라 여기는 

대다수 러시아인의 종교성 문제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체성과 사

회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종교성은 종

파간 관계,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형성, 가족 문제 등에 향을 

끼칠 수 있다.5) 또한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는 문화의 일부로서 문

화적 성격을 띤다는 측면에서 종교성 연구는 정교문화 연구에 유용하다. 이

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종교 본래적 측면에서 ‘종교성(宗敎性, религиоз- 
ность, religiosity)’의 실체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교도의 

종교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지식, 종교적 실천과 종교

생활(религиозная жизнь)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등이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소련 해체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긴 조사 연구 
기간에 비해 지속성을 가진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 1991년부터 6차례 걸쳐 진행된 핀란드와 러시아 학술원의 공동연구물인 
К. Каариайнен и Д. Фурман(ред.)(2000) Старые церкви, новые верующие: 
Религия в массовом сознании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СПб.-М.: Летний сад)와 
후속 보완 연구물인 К. Каариайнен и Д. Фурман(ред.)(2007)은 연구 기간, 연구 
지속성은 물론 위에 언급한 특징 가운데 첫 번째~열한 번째까지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연구물이다. 하지만 두 책의 ｢제 1장 종교성 연구｣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향인 종교성 차원보다는 아홉 번째와 열한 번째의 특징을 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Сергей Филатов и Роман Лункин(2005) “Статис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религиозности: магия цифр и неоднозначная реальность,”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цИс), № 6, С. 35-45; Михаил Мчедлов(2004) “Религиозно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http://www.rau.su/observer/N8_2004/8_03.HTM(검색일: 
2013.01.31); Юлия Синелина(2013) “Религиозно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 1/52, http://magazines.russ.ru/oz/2013/1/21s.html 
(검색일: 2014.03.05)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룬킨, 시넬리나, 두빈의 최근 연구 
경향은 종교성 차원에서 정교도의 종교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Борис 
Дубин(2012) “Образ православного верующего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08 
июня, http://carnegie.ru/events/?fa=3725(검색일: 2012.08.15). 

4) 지난 두 차례 한국의 대선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후보자들이 자신의 종교와 무
관하게 대형 교회의 예배에 모습을 드러낸 일은 이러한 향력과 관계가 있다. 

5) 특히 러시아의 경우, 높은 이혼율, 가정폭력, 고아 증가와 같은 심각한 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종교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을 종교사회학적으로 고

찰하 다. 먼저 스탁(R. Stark)과 글락(C. Y. Glock)의 ‘다차원 종교성 이론’에 

기초하여 기존의 다양한 설문조사 자료와 결과를 종합·분석·재구성하 다. 연

구 범위인 1991~2012년은 소련 붕괴 이후 현대 러시아의 종교성 변화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본 연구를 위해 러시아 국내·외 다양한 

종교사회학적 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 다. II장에서는 연구 방법론과 구체적 

설문결과를 이용한 종교성 차원에 따른 종교성 측정, III장에서는 제도적 차원

(정교회의 외형적 성장)의 종교성 측정을 통해 II장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여

러 한계를 보완하 으며, IV장은 II장의 한계 보완은 물론 러시아 정교도 종교

성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성과 종교생활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유럽 주요 기독교 국가(덴마크, 스웨덴 등) 국민들의 종교성을 포함하

여 국제적 수준에서 종교성을 비교 고찰하 다. 
현대 러시아인 종교성 연구는 러시아인 대다수(주로 동슬라브인의 

64~80%)가 자신의 종교로 여기는 정교에 대한 신앙적 이해와 함께 러시아 

종교 문화, 종교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이해, 구체적으로 그것들의 형성과 

정교와의 관계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소련 해

체와 함께 일기 시작한 ‘종교 부흥’의 실체를 종교성 측면에서 파악하게 할 

것이다. 결국 종교성에 대한 이해는 종교성과 러시아 사회변동과의 관계, 즉 

소련 해체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러시아 정치·사회·문화 변화과정에서 정

교회의 ‘실질적’ 역할과 ‘미래’의 사회·정치적 역할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인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II. 종교성의 차원(dimension)과 측정

1. 종교성의 차원

‘종교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피할 수 없는 일은 ‘종교’와 ‘종교성’에 대한 

개념정의다. 먼저 ‘종교’를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문화와 전통

마다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

회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해 수많은 정의를 내놓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른다. 종교는 

인간이 초자연적인 것이나 다른 세상의 것, 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

탕으로 구축한 개념, 의식, 경험, 제도를 일컫는다.6)

‘종교성’7)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본 글에서 

‘종교성’은 종교적 성향을 의미하며, 종교성은 질과 양의 개념이라고 전제한

다. 우선, 질적인 면에서 종교성은 종교적 성향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

이고, 양적인 면에서 종교성은 종교적 성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전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저런 종교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면(예: 기독

교인, 불교인 구분), 후자는 그 사람의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약함, 높고 낮

음, 깊고 깊지 않음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때 종교성 기준의 근거는 ‘종
교성의 차원’인 것이다.8)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온 스탁과 글락의 ‘다차원적 종

교성’ 연구방법을 적용했다.9)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성을 연구하기 시작

한 글락은 1965년에는 스탁과 함께 잘 알려진 종교성의 네 가지 차원10)을 제

시했다. 그것은 ① 이념 차원, ② 의례 차원, ③ 경험 차원, ④ 지성 차원이다. 
① 이념 차원은 종교적 믿음(belief, вера)과 관계된 것으로 교리와 신조에 

대한 믿음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종교적 믿음은 개인에게 자기 존재에 대

한 해석을 마련해 주고 그에게 궁극적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하다. 종교적 믿음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탐구할 

6) 여기에서 핵심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즉 “초자연적인 가정이 없는 종교는 결코 종
교가 아니다”라는 스탁(R. Stark)과 베인브리지(W. S. Bainbridge)의 말에 동의한다. 
필 주커먼(2012) 신 없는 사회, 김승욱 옮김, 서울: 마음산책. 258쪽.

7) 종교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니는 종교적인 성질과 심정, 또는 종교가 가지
는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8) 이원규(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66~67쪽.
9) 참고로 ‘다차원적 종교성’과 비교되는 ‘단일차원의 종교성’은 한 가지 척도로 종교

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종교성의 질적·양적 비교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
일차원적인 종교성 연구는 종교적 경험이나 차원을 단순화함으로써 신뢰도나 정확
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960년대부터는 다차원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이원규 2005: 67-69). 이하 글락과 스탁의 다차원적 종교성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이원규(2005: 69-77)의 종교성 연구사에 크게 의존하 다.

10) 본래는 다섯 가지 으나 마지막 ‘결과 차원’은 스탁과 글락의 이후 연구에서 배
제된 관계로 여기서는 네 가지만 소개한다.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의 정도’에 대하여, 혹은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능’을 탐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종교는 그 우선적 역할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격을 규정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근원적 믿음’). 둘째, 신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목적

에 관한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목적적 믿음’이 있다. 셋째, 신의 목적의 실

현을 위한 ‘도구적 믿음’이 있다. 이러한 믿음 차원은 믿는 정도의 강하고 약

함에 따라 믿는 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종교성의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② 의례 차원은 종교적 수행(practice, практика)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적 

믿음의 주요 관심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라면, 종교적 

수행에서 주요 관심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표는 종

교조직에 등록과 출석률, 기도 횟수, 성례전 참여 등이 있다. 의례적 차원과 

관계된 연구에서는 단순히 의례적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수에 따라 개인을 구

분하고 그것과 다른 변수들과 관계성을 탐구할 수도 있으며, 의례에 참여하는 

개인의 의례 행위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11) 의례적 차원의 종교성

은 그 정도가 쉽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③ 경험 차원은 종교적 느낌(feeling)이나 감정(emotion)을 의미하는데, 한 개

인이나 집단에 의해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모든 느낌, 자각, 감각, 감정을 

포함한다. 물론 종교적 경험은 종교에 따라, 혹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공포에

서 경외, 굴욕에서 즐거움, 혼의 평화에서 우주나 신성과의 열정적 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종교적 경험은 개인이 초월적인 이념을 가

지려는 관심, 신성에 대한 인지 혹은 인식에 대한 개인의 능력, 자신의 생활이 

신의 손 안에 있다는 신뢰,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느낌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은 개인적인 종교성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④ 지성 차원은 종교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교적 믿음의 차원(이념 차

원)과 관계가 있으나 그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신론자(atheist)
처럼 종교 지식은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 차원에서는 

무지하면서도 단순히 믿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개인이 어떤 종류의 

종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것과 종교성의 믿음, 수행, 경험 차원과

의 관계는 무엇인가이다. 종교 지식에는 종교와 관계된 교리, 신학, 역사 등

11) 의례 차원은 정교도, 가톨릭교도, 개신교도의 종교성 구분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가톨
릭이나 개신교에서의 출석률 의미와 정교에서의 출석률 의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즉 규칙적인 교회 출석 없이 유지되는 정교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종교적 위탁의 일반 차원 일차 척도 이차 척도
  1. 믿음(이념)  정통주의 지표   특수주의 지표

  윤리주의 지표
    2. 수행  의례참여 지표

 경건성 지표

    3. 경험  종교적 경험 지표
    4. 지식  종교적 지식 지표

 관계적 지표
  공동체 참여 지표
  우정 지표

에 대한 지식이 포함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종교성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글락과 스탁은 위에 제시한 종교성 차원에 대한 제안에서 그 차원들은 각기 

독립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한 차원에서 표현된 종교성이 자동

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지와 비판을 함께 받았던 스

탁과 글락의 종교성 연구방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되었다. 스탁과 글락은 

분석하기가 매우 모호한 ‘결과 차원’12)을 배제하고, 그 대신 나머지 네 가지 차

원을 확장하여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척도를 고안했다. 그 내용이 <표 1>에 요

약되어 있다.13) 

<표 1> 스탁과 글락이 제안한 심층적 종교성 연구를 위한 종교적 위탁의 척도14)

12) 결과 차원은 종교적 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 수행, 경
험, 지식에 대한 세속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을 나타
내는 종교적 규범과 종교의 결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종
교적 결과의 한 예는 보상에 대한 기대이다. 그 보상은 마음의 평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복지의 느낌, 물질적 성공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구원, 원한 생
명의 약속과 같은 미래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적 결과로서 개인이 할 것
으로 예상되는 보다 중요한 기대는 어떤 종류의 행위는 피하고 다른 것에는 적극적
으로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행위(work)로 표현되는 이 차원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 차원의 종
교성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세속적 태도와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종교인들의 
태도와 행위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이원규 2005: 73-74).

13) <표 1>에서 1차 척도는 종교성을 밝혀내는 중심적인 기준이며, 2차 척도는 종교
성을 밝혀내는 주변적인 기준을 나타낸다.

14) R. Stark and C. Y. Glock(1968) American Piety: The Nature of Religious Commit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75; 이원규(2005), 75에서 재인용.



o 종교적 ‘믿음’이라는 종교성을 측정하는 일차 척도인 ‘정통주의 지표’는 신

에 대한 믿음,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 기적과 내세에 대한 믿음, 죄와 구원

에 대한 믿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차 척도인 종교적 ‘특수주의 지

표’는 자신의 종교만이 허용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거짓이고 사악하다고 믿는 

믿음이며(종교적 배타주의 혹은 우월주의),15) ‘윤리주의 지표’는 초자연적 믿음

과 관계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적 관심 정도를 뜻한다. 
o 종교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일차 척도인 ‘의례참여 지표’는 주일 교

회출석, 성례전(sacrament, 聖禮典)에 참여, 저녁 집회 참여, 교회조직 참여 

같은 정기적인 종교의식에 참여 정도를 나타내며, ‘경건성 지표’는 성경 읽기

와 기도 등 개인적인 신앙생활 빈도를 나타낸다. 
o ‘경험’의 일차 척도인 ‘종교적 경험 지표’는 종교적 경험을 알아보는 기준

으로 신의 현존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o ‘지식’의 일차 척도인 ‘종교적 지식 지표’는 종교적 지식 차원의 종교성

을 알아보기 위한 기준으로, 십계명, 성경 구절, 성경 인물 등에 대한 지식수

준을 근거로 하며, ‘관계적 지표’는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실태를 두 가지 

관계적인 척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참여 지표’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직 가운데서 종교 조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고, 
‘우정 지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같은 종교(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이 관계적 지표는 종교에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글락과 스탁의 종교성 차원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하나는 종교성 차원은 다양하며 그 차원들은 각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16) 따라서 개인의 종교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강, 
약뿐만 아니라 어떠한 차원의 종교성이 어느 정도 높거나 낮다는 식으로 구

체화될 필요가 있다. 

2. 종교성의 측정

15) 자세한 내용은 신동혁(2010) ｢현대 러시아에서 제노포비아와 종교｣, 슬라브학보 
25:4, 161-185쪽 참조.

16) 각주 12에서도 언급한 바로, 특히 정교도의 종교성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설문 내용 종교성 차원
 (1) 신(Бог) 믿음, 경험, 수행

 (2) 부활(Воскресение) 믿음, 경험

 (3) 교회 재계(посты) 기간    믿음, 수행

 (4) 신앙(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믿음, 경험, 지식

 (5) 성례전 참여도(Частота причастия) 수행, 지식

 (6) 십계명(Десять заповедей)  수행, 지식, 믿음 
 (7) 러시아인 가정의 이콘들
    (Иконы в домах у россиян) 지식, 수행

 (8) 성경이나 다른 신앙서적 독서 지식
 (9) 믿음과 힐링(Вера и исцеление) 경험, 믿음 

 (10) 교회생활(Приходская жизнь) 수행

앞서 언급한 종교사회학적인 종교성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종교성을 측정하

려면 분류 방식에 부합되는 설문 문항을 작성, 조사, 분석해야 한다.17) 다음은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을 네 가지 종교성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 선별한 설

문 문항들이다. 아래 결과는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 리연구단체인 스레

다(СРЕДА)가 2011~2012년 동안 러시아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로 러시아 전 지역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조사항목은 성별/연
령대/교육수준/거주지/수입/직업/종교/정교도여부/자녀수/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약 750명)가 정교도 다.18)

<표 2> 종교성 측정 설문 내용과 종교성 차원

17) 이와 관련해 밝혀두어야 할 사항으로, 본 연구 주제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지속
적인 설문조사와 상당한 수의 표본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개인 연구의 한계
를 고려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 자료를 전적으로 활용하 다.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
한 연구내용·방법에 정확히 일치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 다. 20년 이상 축적된 종교관련 통계자료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종
교사회학적 접근에 필요한 양으로 판단하 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교도와 타종
교인을 함께 비교 조사한 자료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한 특징은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스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시기, 표본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정교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관련 통계자료
들[레바다센터, 폼, 프치옴, 러시아학술원 사회-정치 연구소(ИСПИ РАН) 등]을 활용하
여 스레다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 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더라
도 전체 설문 대상자 중 정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0% 정도라는 점이다. 

18) 스레다(Среда) 홈페이지: http://sreda.org/ru, 5~11쪽. 분석 자료는 대부분 스레다 자료임.



(1) 신(Бог)
“신(Бог)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희망과 도

움’(26%), ‘힘과 전능’(16%), ‘인지 불가’(15%), ‘사랑’(12%), ‘정의’(10%) 등이

라고 답했다. 먼저, 저소득층(러시아 월평균 $100 이하)은 신에게서 ‘희망과 

도움’이라는 이미지를 적게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을 ‘힘과 전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16%) 중에는 의료와 보건 분야 종

사자들이 월등히 많다. 의료계 종사자 가운데 1/3은 신은 힘이자 전능이라 여

긴다. 이들 중에는 1년에 수차례 이상 그리고 자주 성례전에 참석하는 정교

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결과는 직업과 종교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

한 믿음이 강할수록 성례전 참여율도 높다.
‘신은 인지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응답자들(15%) 중에는 고소득자들의 다수

가 포함되었는데(응답자 ‘15%’에서 30%가 월수입 $1,000 이상인 응답자), 또 

고등교육자(‘15%’에서 20%)도 인지될 수 없다고 응답하 다. 소득수준과 교

육수준이 신에 대한 믿음에 일정부분 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 역시 러시아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은 곧 사랑’이라고 응답한 주요 직업군은 학문연구, 교육, 사업가 등이

었다. 또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은 사랑이라고 답했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 다. ‘신은 사랑’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주로 교회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았다(해당 

응답자 중에서 40%). 특정 직업, 소득 정도,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행복, 불

행)이 신에 대한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회활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러시아만의 특징이라 보기 어렵다. 
정기적으로 성례전에 참석하는 정교도 중에서 1/3은 ‘신은 희망과 도움’, 

1/4은 ‘신은 사랑’이라는데 동의했다. 즉 정기적으로 성례전에 참석하는 정교

도의 2/3와 3/4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정교가 종교라기보다는 전통이나 문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러

시아인 70% 이상이 자신을 정교도라고 응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 

역시 종교성에 대한 낮은 차원을 보여준다. 
신학교에 종사하는 정교회 인사는 위 설문 결과에 대해 다수가 신은 무엇보

다도 은총(милость)이며, 극소수가 신은 ‘정의’라는 답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정신세계가 도덕적 불균형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19) 즉 러시아에서는 



종교성과 도덕성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연구학자인 로만 룬킨

(Роман Лункин)은 ‘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러시아 사회에서 “신의 사회

적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 다.20) 이러한 상황은 설문결과가 러시아인

의 종교성 상태를 보여주기보다는 현재 러시아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소련 해체 이후 심화된 빈곤, 
양극화, 부패, 전쟁, 테러 등이 신의 부재, 정의의 부재로 연결 지어지는 듯하

다. 이런 사회문제들은 소련 해체 직후 사회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와 연관되어 

빠르게 늘어난 신에 대한 믿음을 쉽게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2) 부활(Воскресение)
“사후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인의 26%(10% - 그렇다, 16% - 

그럴 것이다)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남성 보다 여성이 훨씬 더 부활을 

믿고 있으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우

가 많았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부정적인 답을 하

다. 특히 남성들이 사후 부활을 더 믿지 않는다(58%). 또한 긍정적으로 답

한 응답자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 소속 정교도들이 31% 다. 반대로 정교도들 

중에서 믿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무려 46% 다. 
사후 부활과 관련된 ‘부활절’은 러시아 정교회 기념일 중에서 가장 큰 기념

일이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또한 부활절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교회

를 가장 많이 찾는 기념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6%라는 것은 놀라운 결과이고,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

은 정교도이면서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46%이다. 46%는 신적 존재인 예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다르게 보거나, 사후 세계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

에서 그렇게 답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교도 포함 러시아인 다수가 

기독교에서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6%도 기독교 신앙

의 핵심인 부활절의 의미 자체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은 뒤(15쪽)에 나오는 ‘문화적 종교’의 요소 중 하나인 사람들

의 명목상 종교 활동 참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위 설문문항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연령 그룹(57%)보

19) Среда: http://sreda.org/ru.
20) Среда: http://sreda.org/ru.



다 대학생과 학생들(63%)이 사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특히 대학생들과 

학생들이 다른 응답자 그룹보다 사후 부활을 더 믿지 않았다. 65세 이상 그룹

에서 부정적 답변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무신론 교육이 강화되던 1950~60년대 

출생자들이고 고연령에 따른 사고나 인식 변화가 더디거나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높은 비율은 소련 해체 이

후 러시아에서 종교적 부흥, 특히 정교도 증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학

생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소련 해체 이후 시기, 소위 ‘종교적 부흥’ 시기에 출

생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63%가 부정적 응답을 한 것은 현대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정교회 부흥’의 질적 측면을 의심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을 정교도

라고 하는 소련 해체 이후 세대도 정교를 종교나 신앙보다는 러시아의 전통이

나 문화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교회의 국가·사회적 향력 증대

나 외적 성장이 아직은 종교성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3) 교회 재계(посты) 기간을 얼마나 지키는가?21)

믿음과 수행적 측면과 관계가 있고 부활절과 연관된 질문으로, “교회 재계

기간을 지키는가”라는 정교도 대상 질문에 ‘지키지 않는다’가 2000년 86%, 
2011년 59% 다. 4%만이 제대로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재계기간을 지키’거나 ‘가끔 재계기간을 지킨다’는 응답자가 

28% 다. 최근으로 올수록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59%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교회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의 종교 및 신앙적 중

요성을 고려할 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4%는 매우 낮은 비율

이다. 믿음이 낮으면, 수행 정도도 낮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4) 신앙(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신(Бог)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2%(1,500명 중에서 

1,232명)가 믿는다고 답했다. 13%는 ‘신을 안 믿는다’고 응답하 다. 무신

론자는 여성(32%)보다 남성(68%)이 2배 정도 많았다. 노동자와 극빈자 중

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종교

가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21) Юлия Синелина(2013)는 폼과 프치옴 자료 외에 2005년 러시아 학술원 사회- 
정치연구소(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자료를 주로 
활용하 음. 



것은 82%라는 긍정적 답변의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람마

다 ‘신’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정교도의 경우 정

교신앙에 대한 믿음이나 이해(종교지식 측면)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를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구체적인 종교와 관련

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27%이다. 즉 “신을 믿지만 구체적인 종교는 없다”라

는 것이다. 18~24세 젊은이들 중에서 34%가 구체적인 종교가 없었으며, 특

히 대학생과 학생들 중에서는 다소 높은 38% 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뿐

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신을 믿지만 구

체적인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 중에 불교, 유대교, 가톨릭 혹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아주 적었으며, 그 차이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즉 상당수가 스

스로를 정교도라고 하는 젊은 응답자 중에 있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

람들은 소련 해체 이후 세대 중 구체적인 종교가 없다고 한 응답자(34%)
인데, 이 역시 소련 해체 이후 ‘종교 부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직업이 없는 연금생활자 중 절반이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있다고 응답했으

며, 이들 중에는 고령층 극빈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극빈자들

의 경우 소련 해체 전후 급격히 줄어든 국가 지원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거나 의지할 친인척이 없거나 의지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에서 정교회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고연령 극빈자의 급

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에도 러시아 정교회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신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소련시기의 유산(반종교

정책, 산업화, 무신론 교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교회의 외적(양적) 성장과 달리 내적(질
적) 성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 성례전22) 참여도(Частота причастия)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정교도라고 한 응답자(응답자 전체에서 50%)

22) 성례전(sacrament, )은 성사( )라고도 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련
이 있으며, 거룩하거나 적인 권능이 신의 은총의 통로로 간주되는 물질적 요소들
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믿는다. 성례전의 종류에는 7가지[세례성사·견진성사·성체
성사(성찬식)·고백성사·병자성사·신품성사(성직임명식)·혼인성사]가 있다. 



에게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성례전에 참여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3%
는 성례전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30%는 일 년에 1회 정도 

성례전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15%는 일 년에 1~2회, 6%는 일 년에 몇 회

(단, 1개월에 1회 이하), 2%는 1개월에 1회 내지 그 이상 성례전에 참여한다

고 답했다(대답 곤란 4%).23) 
한편, 성례전 참여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08년(ФОМ) 자료와 비

교할 때 마지막 3년(2008~2010)동안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 러시아 정교도

들이 다소 감소했다. 동시에 다수의 정교도가 ‘1년에 한 번 이하’(14%에서 

30%로 증가)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년에 1~2회’(11%에

서 15%로 증가).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내지 좀 더 자주 성례전에 참여하는 

비율은 2008년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았다. 성례전 참여는 정교신앙의 핵심이

라는 점에서 정교도들의 낮은 종교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위 설문 결과와 관련, 한 정교회 인사는 “성례전 참여 횟수가 항상 신앙심

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서, 심지어 일주일에 수차례 교회에 가면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24) 러시아 정교도

의 극히 낮은 성례전 참여율은 러시아인의 종교성이 낮게 평가되는 중요한 지

표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정교회 인사가 지적한 사항은 

다른 나라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리가 있는 것도 사

실이지만 성례전 참여율 저조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설명을 한다면 소련시기 성례전 참여가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주변

을 의식하며 교회에 잠시 들르는 것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야 했던 상황이 현재 습관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련시기 동안 

23) 성례전 참여도는 러시아 학술원 사회-정치 연구소의 정교도 대상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40%, ‘정기적으로 참여’가 24% 다(Юлия 
Синелина 2013).  

24) Среда: http://sreda.org/ru. 앞서 두 차례나 강조했던 정교도 종교생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생활에 부합되는 건물이 ‘간이기도소(Часовня)’ 
혹은 ‘간이교회’이다. 간이기도소는 지성소(алтарь)가 없는 관계로 성례전을 진행할 수 
없으며, 기도나 장례만을 위한 장소이다. 그야말로 오고 가면서 잠시 들러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다. 성례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정교도에게, 혹은 시간에 
맞추어 성례전에 참여할 수 없는 정교도에게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간이기도소에 
자주 들르는 것도 신앙생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례전 없는 신앙생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전문가인 보리스 크노레  

(Борис Кноре)는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불신과 성례전 불참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25) 이러한 분석은 소련 시기나 소련 해체 이후 교회

나 성직자에 대한 불신과 정교도들의 성례전 불참을 접하게 서로 연계시키

려는 입장에 주의를 요하게 한다. 

(6) 십계명(Десять заповедей)
“일상 속에서 십계명 중 특히 어떤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계명은 가장 준수율이 높은 십계명으로, 
성별, 세대별 특징은 여성 64%, 남성 49% 다. 다음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다. 남성이 51%, 여성이 55%
다. 가장 안 지켜지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로 남(3%) 여(4%)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십계명 중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신(Бог)을 믿는가?”라는 질

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
십계명 준수 여부 결과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65세 이상(11%)이 가장 

높으며, 35~45세 연령대가 가장 낮다(3%). 평균이 6%에 불과한 점을 고려

할 때 전체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준수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5~45세가 준수율이 가장 낮은 이유 중에는 소련 해체라는 격동기에 청소년

기와 청년기를 보낸 세대라는 점과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8~34세도 준수율이 4%인 점은 소련 체제 붕괴 후 러시

아 사회에서 나타난 종교적 부흥이 종교성 향상 측면에는 별 향을 주지 못

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10계명 준수는 교육수준에 따

른 특징을 보이는 데 고등교육 이하에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높았다. 소득 

수준에서는 고소득일수록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낮았다. 

(7) 러시아인 가정의 이콘들(Иконы в домах у россиян)
조사 결과 러시아인 가정의 1/4은 집에 이콘(성화, 성화상)이 없는 것으

25) Среда: http://sreda.org/ru에서 재인용.



로 밝혀졌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이콘은 “신의 어머니”(41%), “성 

니꼴라이”(20%),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16%), “카잔의 신의 어머니”(5%)
다. 12%는 대답 곤란이라고 답하 는데, 이 경우(12%)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즉 무관심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집에 이콘이 없

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가난할수록 신

에게 가까운가?”라는 문제와 관련 가난할수록 집에 이콘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일례로, 월소득 $350까지인 자와 극빈자들 5명 중 1명은 이콘이 

없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3명 중 1명은 이콘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소외

된,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콘은 신에 의지하고 다가가기 

위한 ‘부적’이자 ‘통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콘은 기독교 요소

와 민간신앙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에 이콘의 

보유수와 신앙심과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이콘이 있을 개연성은 있다. 
한편, 정교도들 가운데 집에 이콘이 없는 사람은 7%에 불과한 가운데, 이콘 

소유와 경제 수준의 관계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수준은 이콘 보유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

신앙인 중에도 아홉 집에 한 집은 이콘이 있다. 이콘이 하나의 민간신앙이나 

전통 기념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콘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혹은 재앙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일 

수 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결과는 5%만이 가정에 있는 이콘의 정확한 명칭

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민간신앙 전통의 잔존과 함께 종교 

지식의 부재와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종교 상징물에 종교 내용이 부재한 경

우라 할 수 있다. 혹은 ‘종교 전통’에 ‘전통’만 남은 격이라 할 수 있다.

(8) “당신은 성경이나 다른 신앙서적을 읽는가?”26)

정교도 중에서 “전혀 읽지 않는다”가 1992년 47%, 2011년 35%이며, 오래 

전에 읽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992년 23%, 2011년 41%이며, 최근에 읽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992년 11%, 2011년 12% 다. 성경만 정기적으로 읽

는다는 응답자는 1992년 6%, 2011년 4%이며, 성경과 다른 신앙서적을 정기

적으로 읽는다는 응답자가 2002년 2%, 2011년 2% 다. 결국 4% 내외는 매

26) Юлия Синелина(2013).



주 정교회에 나가는 정교도 비율과 비슷하다. 종교성 정도에 따라 구분할 경

우 종교성이 가장 높은 정교도는 4%내외라고 볼 수 있다. 

(9) 믿음과 힐링(Вера и исцеление)
“신에 대한 믿음으로 질병 치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0%는 신의 도움으로 질병이 치료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답

하 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여성 56%, 남성 32%). 주로 의료와 

보건(64%) 분야 종사자들이 그런 대답을 하 다. 정교도들 중에는 49%가 같

은 답을 하 다. 다른 분야보다도 사업가(56%),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

는 가사 종사자(46%), 또한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한 힐링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된 사람들을 더 자주 

접했다고 답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잘 

모른다고 하 다. 65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대별 큰 차이는 없

었다. 이들은 “신에 대한 도움으로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은 접해본 적이 없

다”에 평균보다 높게 응답하 다(58%). 신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정교도들이다. 특히 규칙적으로 성례

전에 참석하거나 정교회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한 치

유에 대해 말했다. 이는 직업(의료 보건 분야 종사자들의 학력수준)과 관

련된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열성 신자와 고학력자의 적극적인 종

교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정보의 과장성과 확산력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0%라는 높은 비율은 러시아의 ‘이중신앙’ 전통과 

관련지을 수는 있지만, 러시아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0) 교회생활(Приходская жизнь)
정교도라고 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회활동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44%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단지 1%만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 다.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28%는 

“교회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

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참여율이 높다. 또한 총대주교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18%). 따라서 



교회활동을 종교성과 전적으로 연관 짓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회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종교성의 본보

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교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각기 다른 이유와 상황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련시기 종교상황을 고려한다면 교회활동에 대한 정교도들의 소극성

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총대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활동의 

적극성에 향을 준다는 것이다. 제도로서 신뢰도가 70%인데도 교회활동 참여

율이 낮다는 것은 제도로서 교회보다는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가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정러시아 시기와 소비에트 시기 유

산인 성직자에 대한 불신과 연관 지울 수 있으며, 정교도의 교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가 극복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I. 러시아 정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종교성27)

1. 정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종교성

자신을 정교도라고 하는 러시아인들의 증가와 함께 정교회 수, 수도원 수, 
관구 수, 신학교육기관 수는 정교회의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

이다. 그리고 열거된 것들은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에 큰 향을 끼치는 요소들

이기도 하다. 이들은 믿음, 참여, 수행, 종교의식을 통한 종교 지식 획득의 장

소이기 때문이다. 소련 시기에는 위에 열거된 요소들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억압과 차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으며, 그러한 상황은 러시아

인들의 종교성에 많은 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한 향은 내면적 신앙생

활, 형식과 의식이 생략된 형태의 신앙생활,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무지 

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인의 종교성의 중요한 특징이자 

종교성 이해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7) III장에 제시된 자료는 러시아 정교도의 종교성을 직접 드러내는 종교성 차원의 
자료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성경, 신학, 교리에 대한 상징적 표현(건
축)이 많은 점을 고려하 으며, 성직자 수와 프리호드(일선교회) 수의 부족 여부
는 형식(의식)이 배제된 신앙생활 형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성 이
해에 도움이 된다. 



1997년 2011년2월

주교 관구 수 124 164
프리호드(Приход 일선교회) 18,000 30,675
수도원 390 805
신학교육기관 - 92

<표 3> 정교회 종교기관 수28)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시기에 최소로 허용되었던 종교기관수는 1997
년대와 2011년 통계를 비교해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선교회 수와 성직자 수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표 3, 4> 참

조).29) 대도시를 벗어나 중소 도시나 농촌에 가게 되면, 일선교회 부족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련 해체 이전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

이지만, 러시아 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러시아 정교도에

게는 교회 참석 여부를 떠나서 교회가 우뚝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본다. 일례로, 러시아인들 중에서 교회를 지나치면서 십자성호

를 긋거나 잠시 들러 이콘 앞에 초를 꽂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이런 모습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정

교도들의 종교성이나 신앙생활 모습을 고려할 때, 러시아 정교회의 외형적 성

장은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에 긍정적인 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28) 출처: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по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http://drevo- 
info.ru/articles/11316.html(검색일: 2013.02.25).

29) 일선교회 수의 부족은, 현재 모스크바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건물 중에 하나
가 정교회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시작된 “모스크바에 정교회 200개 짓기 
프로그램(Программа "200 храмов")”의 출현이 증명한다. 2013년 기준 5개 완공, 
15개 건설 중으로, 20개가 착공되었다. http://www.religare.ru/2_101578_1_156.html(검색
일: 2014.03.20).

30) 정교회에서 이콘 앞에 초를 밝히는 것은 원함, 신을 향한 기도, 신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 성인들을 향한 기도를 상징한다. 촛불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는데, 이
는 인간의 삶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신을 향해야 함을 상징한다.



종파별 등록단체수  비율(%)

정

교

 

러시아 정교회(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산하) 12,939 55.07%
러시아 정교 자치 교회 44 0.19
해외 러시아 정교회 (2007년 러시아 정교회와 통합) 22 0.09%
구교도 전체 281 1.20%

로마 가톨릭 교회 228 0.97%
이슬람 4,127 17.57%
불교 208 0.89%

  유대교 291 1.24%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 *이하 생략 1,345 5.72%

정교회 

주교구

프리호드

(일선교회)
성직자

보제
수도원 신학교육기관

주교 신부 남자 여자 아카데미 대학 세미나리우칠리시
164 30,675 217 29,324 3,850 398 407 5 2 47 37

<표 4> 러시아 정교회 현황(2011년 2월 기준)31)

       
2. 정교회의 양적 성장과 종교성

러시아 정교회의 양적 성장(종교단체수, 신도수)은 러시아인의 종교성을 측

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인 종교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교’를 ‘이념적 정교’ 혹은 ‘문화적 

정교’, ‘정교도’를 ‘이념적 정교도’, ‘문화적 정교도’라고 이해하게 되는 중요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 5> 러시아 연방 정부 기관에 등록된 주요 종교단체 현황(2010년 1월 기준)32)

종교단체 수의 급격한 증가는 소련시기 파괴되었던 제도로서 정교회가 빠

르게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단체’는 정교회 예배, 교리, 활

동, 계몽 등에 있어서 신도들과 성직자, 신자들간 직접 교류의 장소로서 중

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교도 수의 높은 숫자에 비해 모호한 러시아인

들의 종교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러시아인들의 종교성 모습도 점차 분명해 질 것이다. 

31) 출처: “Статистика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http://drevo-info.ru/articles/ 
11316.html(검색일: 2013.5.10).

32) 출처: http://religio.rags.ru/journal/2010/2010_03/N_3-10(fin)_318-323.pdf(검색일: 2013. 5.10).



종파별 198934)  1991  1996  2002  2007  2011  2013  
정교 17%  37%  50%  56%  60%  69%  68%  

이슬람 -  1  4  4  4  5  7  
가톨릭 <1 <1  <1  <1  <1  <1  1  

프로테스탄티즘 <1 -  -  <1  <1  <1  <1  
유대교 - -  <1  <1  <1  <1  <1  

다른 종교 1  <1  1  1  1  1  <1  
종교인이 아님 75  53  37  32  29  22  19  

대답 곤란 7  9  8  6  4  4  4  

<표 6> 러시아의 종교 인구 현황 및 추이: 1989년~2013년(2013년 11월 기준)33) 
-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 종파별 현황

위 <표 6>은 소련 해체 이후 현대 러시아에서 종교인구 변화를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교’와 ‘종교인이 아님’이다. 러시아인 중에서 스스로 정

교도라고 하는 비율이 1991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신도의 증가는 자연증가(자발적 종교 선택)와 선교에 의한 증가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자연증가가 절대다수라 볼 수 있다. 증가와 관련 질적인, 내용

적인 측면이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70여 년간 무신론 국가를 경험한 

러시아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IV. 다른 국가 국민들의 종교성과 비교35)

러시아인의 종교성과 다른 국가 국민들의 종교성 비교는 러시아 정교도의 

종교성과 러시아인에게 있어서 정교신앙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33) 출처: Левада-Центр, http://www.levada.ru/24-12-2013/rossiyane-o-religii(검색일: 2013. 
12.25). 러시아 연방 전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18세 이상 남녀 1,603명 대상 설문 조
사 결과임.

34) 1989년 자료는 소연방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 범위인 러시아 연방 범위를 넘
지만, 비교 차원에서 첨부한 것임. 

35) IV장에서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II장에서 선별한 종교성 차원과 유
사 항목만을 선별하여, 그 항목들의 조사 결과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러시아 정교도 종교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는 것이다. 이 통계자료 역시 정교도
와 비정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러시아에서 응답자의 70%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교도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의미를 부여하 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디머래스(N. J. Demerath)가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민들의 종교성 연구를 토대로 주장한 ‘문화적 종교’의 개념, 데이비

(G. Davie)가 유럽 종교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소속되지 않은 신

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 개념36)과의 비교는 러시아 정교도 종교성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종교의 전통(결혼식, 할례)에 참여하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종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종교는 분명히 도처에 존재한다. 
N.J. 디머래스는 “전 세계 많은 사회에서, 어쩌면 특히 유럽에서, 문화적 종

교가 종교적 성향 중 가장 큰 범주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적 

종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종교적 전통에 일체감을 지닌 사람들이 종교 안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확연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

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또는 집단 정체성, 둘

째, 사람들이 참여하는 명목상의 종교 활동들이다.37)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38) 
한편, 데이비는 유럽에서 기독교인 수의 감소와 관련 전적으로 세속주의(세

속화)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적 세속화된 나라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안 나가도 하느님을 믿고 있

으며, 대다수는 확신은 없어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들을 

가리켜 ‘소속 없는 신앙인’으로 표현하 다. 정재 에 따르면, 소속 없는 신앙

인의 특징은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감, 소통의 단절 문제, 신앙과 삶의 불

일치, 자기식으로 표현되는 신앙이다.39) 이처럼 ‘소속 없는 신앙’은 디머래스의 

‘문화적 종교’와 러시아 정교도의 종교성과도 일면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1. 이념(믿음)적 차원에서의 종교성 비교

36) 정재 (2013) ｢‘소속 없는 신앙인’에 대한 연구｣, 현상과 인식 121, 87쪽. 
37) 필 주커먼(2012), 260. 
38) 자세한 내용은 필 주커먼(2012), 252-277 참조.
39) 정재 (2013), 88-100.



아래 인용된 종교성 측정 자료는 R. Inglehart, M. Basáñez, and A. M. 
Moreno(1998)와 R. Inglehart(2004)의 연구성과40)에 기초하여 여러 국가들 중

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통계, 그리고 순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 [F050] “당신은 신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러시아인

은 1990년(44%), 2000년(70%)(전체 평균 - 1990년: 76% / 2000년: 86%)41) 으

며, 2000년 77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러시아(70%)는 64위 다. 이 결과는 

1990년 44%와 비교하면 러시아에서 종교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

적 수준(1990년: 76% / 2000년: 86%)에서 보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일차적

으로 소련의 유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신론 국가를 경험한 

러시아인임을 고려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70%는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2) [F053] “지옥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16%), 2000년(36%, 전체 평균 - 1990년: 31% / 2000년: 53%) 으며, 2000년 

77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51위 다. 이 결과는 종교성의 구체적인 면을 

파악케 한다. 앞서 “신을 믿는다”고 답한 70%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가 다른 유럽국가 신도들보다 다양함을 보여준다. ‘정교도라는 자기규정’과 

‘기독교 신앙이나 교리에 대한 믿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3) [F054] “천국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18%), 2000년(36%, 전체 평균 - 1990년: 51% / 2000년: 64%) 으며, 2000
년 77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62위 다. 앞서 제시한 [F050], [F053]와 연

관성이 있는 이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시

간이 지날수록 ‘믿음’ 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옥보다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임을 고려할 때 유럽국가들(지옥보

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약 15~20% 높음)과 비교하여 러시아인은 지옥과 천

40) R. Inglehart, M. Basáñez, and A. M. Moreno(1998)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Cultural Sourcebook. Political, Religious, Sexual, and Economic Norms in 
43 Societies: Findings from 1990~1993 World Values Surve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 Inglehart(2004) Human Belief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0 values surveys, Mexico City: Siglo XXI. 참
고로 ‘[F050]’과 이후의 ‘번호’들은 설문 문항의 고유번호로 자료 확인이 쉽도록 
남겨둔 것임. 

41) 비율(%) 표기 방법: 1990(44% - 러시아), 2000(70% - 러시아) (조사 대상 국가 
전체 평균 - 1990년: 76% / 2000년: 86%)



국에 대한 믿음이 같았다(2000년: 36%). 이 결과는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

기 마련이라는 러시아인들의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믿음으로 보인다. 
(4) [F055_1] “죄(원죄)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러시아인

은 1990년(47%), 2000년(68%, 전체 평균 - 1990년: 61% / 2000년: 65%) 으며, 
2000년 46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22위 다. 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월등

히 높은 것은 거의 무(無)에서 시작된 러시아인들의 교리 지식 향상에 따른 

종교성의 질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 해 중간

정도 이지만, 10년 동안 증가율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리에서 ‘원죄 교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높은 증가율은 

종교성의 질적(도덕성) 측면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 [F063] “당신의 인생에서 신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중

요하다”라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21%), 2000년(38%, 전체 평균 - 1990
년: 50% /2000년: 66%) 으며, 2000년 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66위

다. 이 결과는 역시 외형적인 모습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러시아인의 독

특한 종교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이 관습이나 관념 속에 

있으나, 실제 삶에서는 별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러시아인들

에게 정교가 ‘종교’ 보다는 ‘전통’이나 ‘관습’ 또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측면을 보여준다. 국제적 수준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

서 언급한 ‘문화적 종교’의 특징을 보인다.
믿음(이념)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결과는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인은 중간 내지 중하위에 위치하며, 유사 국가들로는 

폴란드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지

역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종교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인의 종

교성은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또는 집단 정체성(러시아인=정교도)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행 및 의례적 차원에서 종교성 비교

(1) [F031_1] “‘출생’에 대한 종교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

의한 러시아인은 1990년(78%), 2000년(75%, 전체 평균 - 1990년: 70% / 2000년: 
76%) 으며, 2000년 33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8위 다. 유럽국가들과 비

교하여 주목할 것은 1990년 통계(78%)이다. 이는 러시아 혁명 이전 정교신앙



의 모태신앙적 전통(부모들이 태어난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

는 의식이자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유아세례가 소련 

시기 감시를 피해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유아세례는 소련 시기에 가장 잘 유지된 종교적 전통이자 종

교성 유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F032_] “‘결혼’에 대한 종교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

한 러시아인은 1990년(62%), 2000년(54%, 전체 평균 - 1990년: 73% / 2000년: 
75%) 으며, 2000년 33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31위 다. 주목해야 할 것

은 러시아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감소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결혼식에는 소비에트적인 요소와 민간신앙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최근

에는 결혼식에 서구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종교 의식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A065] “종교나 교회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

다”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1%), 2000년(2%, 전체 평균 - 1990년: 14% / 2000
년: 20%) 으며, 2000년 61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58위 다. 현저히 낮은 

결과는 우선적으로 교회활동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감시 대상이었던 소련시기 

유산으로 봐야 하며, 이 문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다른 점이

지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되면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4) [F028] “당신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는가?”라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6%), 2000년(9%, 전체 평균 - 
1990년: 36% / 2000년: 41%) 으며, 2000년 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79
위 다.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이 문제는 소련의 유산이자 정교회 종교

생활의 오랜 특징임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횟수의 많고 적음을 러시아 정

교도 종교성 측정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5) [F066] “당신은 종교의식 밖에서 얼마나 자주 신에게 기도를 하는가?”라

는 질문에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라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

(17%), 2000년(22%, 전체 평균 - 1990년: 49% / 2000년: 48%) 으며, 2000년 58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50위 다. 이 결과는 극히 저조한 교회 참석율과 낮은 

종교적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질문은 러

시아인 종교성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0년간 5% 상승

했다는 것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소련시기를 경험한 러시아인에게 종교성의 

질적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보여준다. 



수행 및 의례적 차원에서 종교성 비교 결과는 ‘출생’을 제외하고 ‘이념적 

차원’ 비교에서처럼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대부분 최하위에 위치한다. 그 이

유는 러시아 정교회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많은 경우 소비에트 유산으로 볼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출생’ 항목에 대한 결과는 정교신앙의 모태신앙 전

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출생의식’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는 문화

적 종교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정체성, 집단 정체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3. 경험적 차원에서의 종교성 비교

(1) [F064] “당신은 종교로부터 평온(안식)과 힘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35%), 2000년(57%, 전체 평균 - 
1990년: 57% / 2000년: 71%) 으며, 2000년 78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56
위 다.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낮지만 러시아인에게 종교가 점점 더 평온이

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2) [F065] “당신은 기도, 명상이나 묵상 중에 특별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러시아인은 1990년(37%), 2000년

(33%, 전체 평균 - 1990년: 63% / 2000년: 69%) 으며, 2000년 57개 조사 대

상 국가 중에서 56위 다. 이 결과는 극히 저조한 교회 참석율과 낮은 종교

적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소련시기 유산에서 찾아

야 한다. 질문에서 제시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신앙심에 기초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볼 때 러시아인의 경우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제적 수

준은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정교회의 양적 

성장에 비해 종교성 측면에서는 답보상태임을, 또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전체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인의 응답결과는 이념(믿음) 차원, 의례 및 수

행 차원, 경험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중하위 내지 최하위 그룹에 

위치한다. 하지만 무신론 국가 던 소련 사회를 경험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

재 수준이 낮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스칸디나비

아 지역 기독교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종교의 특성인 자기 정체

성, 집단정체성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글락과 스탁의 ‘다차원적 종교성’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정교도를 

중심으로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에 대해 분석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믿음(이념) 차원에서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다수가 신은 무엇보다도 ‘희

망과 도움(26%)’이며, 극소수만이 신은 ‘정의(10%)’라는 답을 했다는 것은, 러

시아에서는 종교성과 도덕성(사회 정의)의 상관관계가 적음을 보여준다. 소련 

해체 이후 심화된 빈곤, 양극화, 부패, 체첸전쟁, 테러 등을 정의의 부재와 연

결시켜 볼 수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은 소련 해체 직후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되어 빠르게 늘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을 쉽게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는 러시아인 종교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교도 중에 46%
가 ‘사후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 정교도의 믿음의 정도를 잘 

설명해준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의 명목상 종교 활동이나 참여, 즉 

‘문화적 종교’의 특징과 유사하다. 소위 ‘종교적 부흥’ 시기에 출생한 연령층인 

대학생들과 학생들도 63%가 부정적 응답을 한 것은 소련 해체 이후 세대도 

정교를 종교나 신앙보다는 러시아의 전통이나 문화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정교회의 국가·사회적 향력 증대나 외적 성장이 아직은 종교성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위의 결과와 달리 러시아인 중에

서 82%가 ‘신을 믿는다’고 답한 것은 사람마다 ‘신’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다

를 수 있다는 것이며, ‘신을 믿지만 구체적인 종교는 없다’(27%)는 답변 결과

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점은 18~24세 젊은이 중에서 34%가 구

체적인 종교가 없었으며, 특히 대학생과 학생들 중에서는 다소 높은 38% 다

는 점이다. 이 역시 소련 해체 이후 ‘종교 부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행(의례) 차원에서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성례전 참여도’와 접한 관련

이 있는데, 고령층에서 성례전 참여도가 높은 현상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 다

르지 않다. 러시아인 정교도 중 43%는 성례전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며 30%
만이 1년에 한 번 이하로 참여하고 15%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례전에 참여

한다는 결과는 정교도 신앙생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례전 참여

가 정교신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교도들의 낮은(혹은 모호한) 종교성의 일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약 70%가 스스로를 정교도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독특한 현상은 소련시기 성례전 참여가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주변을 의식하

며 교회에 잠시 들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상황이 현재 습관

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성례전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소련시기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교회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44%가 참여하지 않

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총대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활동의 적극성에 향을 

준다는 것이다. 제도로서 신뢰도가 70%인데도 교회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은 제도로서 교회보다는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활동 참여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정러시아 시대와 소비에트 시대 유산(국가-
교회 관계, 성직자의 부패와 성직자에 대한 불신 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지식 차원에서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러시아인 가정에 있는 이콘들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인 가정의 3/4은 집에 이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는데,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이콘을 갖고 있다. 신앙심 정도를 떠나 사회

적으로 소외된,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콘은 절대자에 의지하

고 다가가기 위한 기독교 및 민간신앙적인 ‘부적’이자 ‘통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 이콘 보유수와 정교도의 종교성이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비신앙인 중에도 아홉 집

에 한 집은 이콘이 있다는 것이다. 이콘이 하나의 민간신앙이나 전통 기념품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5%만이 가정에 

있는 이콘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역시 종교 지

식의 부재와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종교 상징물에 종교 내용이 부재한 경

우라 할 수 있다. 혹은 ‘종교 전통’에 ‘전통’만 남은 격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러시아인의 종교성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과거 일선정교회 수, 성직자 수의 부족은 러시아인들의 내면적 신앙생활, 형

식과 의식이 생략된 형태의 신앙생활, 성경과 기독교 교리나 지식에 대한 무

지 등에 큰 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소련 해체 이후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양적 성장이 아직은 종교성 강화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정교도의 증가는 자연증가(자발적 종교 선택)와 

선교에 의한 증가임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경우 자연증가가 절대다수라 볼 

수 있다. 증가와 관련 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이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만, 70여 년간 무신론 국가를 경험한 러시아임을 고려한다면, 서유럽 국가들

과 비교할 때 자연증가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외형적·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에 관한 러시아 국내 연구자

료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러시아인 종교성 지표는 중하위 내지 최

하위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종교 지식, 교

리, 전통(의식) 보다는 문화적 혹은 관습 종교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도 현대 러시

아인의 종교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급한 두 가

지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관습적 종교’, 즉 현대 러시아인의 종

교성에는 종교나 신앙 보다는 ‘관습’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42) 그리

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 이유는 정교회 신앙생활 전통, 소련시기 유산을 

꼽을 수 있다. 의식(예배, 전례)과 전통을 중시하는 정교회에서 특히 소련시

기에 의식이 배제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의식을 통해 습득되어 오던 종교지식

의 단절이 생기면서 러시아인들의 종교성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율성’이 스

며들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율성은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

의 특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

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러시아인의 종교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러

시아의 역사에서와 현재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종교성이 분명

해질수록 종교 정체성은 분명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

도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2) ‘생활정교’적 성격이 강했던 소련 이전 시기만을 논한다면 ‘경험에 기반한 관습적 
종교’나 ‘문화적 종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지만, 소련시기에는 종교적 ‘경험’
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양이나 내용 측면에서 ‘경험’ 부분
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습적 종교’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문화
적 종교’라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적 종교의 두 번째 요소인 ‘사람
들이 참여하는 명목상의 종교 활동’이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민들과 비교하여 유
아세례를 제외하고 아직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행사 참여, 결혼식
과 장례식에서 정교적 요소가 증가한다면 ‘문화적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아울러 몇 가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러시아 정
교도를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최소한 20세기 대부
분의 기간 동안 정교도들이 정교회를 떠난 이유, 소통의 단절과 자기식으로 표현
되는 신앙의 배경에는 서유럽에서의 세속화나 교회 자체 문제가 아니라 강압적인 
국가 정책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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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sity of Contemporary Russians: 
Focusing on the Religiosity of Orthodox Believers

Shin, Donghyug*

As religiosity is an important element for understanding a religion culture of a 
society, religious identity and ethnic identity, the study of Russian's religiosity is 
essential. In addition, it is to grasp a substance of ‘religious revival’ that began 
to appear with collapse of Soviet Union. This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Multidimensional religiosity’, analyzes and reconstructs existing various 
survey data and results. As a result, we can think that there are more customary 
elements than religion or faith in contemporary Russian's religiosity. And the 
reason why this characteristic appears, can be found in the tradition of the 
religious life of Orthodoxy believers and the heritage of the Soviet period. In 
Russian Orthodoxy Church that stresses ritual(liturgy) and tradition, in particular, 
as the ritual was excluded in the Soviet period, religious knowledge of Russians, 
which was traditionally learned through the ritual, was discontinued. The 
severance brought about an ‘autonomy’ which excessively impregnated into the 
religiosity of Russians. It made the religiosity of contemporary Russians more 
dubious. On the other hand, the contemporary Russian's religiosity might be 
clearer as time goes by when compared to the situations in the 1990s and the 
2000s. In Russian history and considering present status of Russian Orthodox 
Church, as the religiosity becomes clear, the religion identity may become clear 
as well. It can also influence national identity.

* Researcher in the Eurasia Institute at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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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 혁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학술원 러시아 

연구소에서 러시아사 박사 학위 취득. 연구 관심 분야는 러시아 및 소비에트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정교회 역사(특히 국가-교회 관계사)이다. 최근 저

서(공저)와 논문으로, 러시아 정교회. 가이드북, 현대 러시아 문화연구, 
우크라이나의 이해, ｢러시아 정교회의 사회적 역할: 러시아 정교회 주도 

메가 포럼과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현대 러시아에서 제노포비아와 종교｣, 
｢스탈린의 종교 정책, 1943-1948: 러시아 정교문제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중심

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가-교회 관계의 변화와 형성｣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