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속의 세계문학: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과 경험을 중심으로(1917-2013) 

박 종 소

- 개요 -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문학계는 물론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국

내 주요 출판사들의 세계문학 전집의 발간은 서구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며 시
작된 한국 근대 이후, 특히 20세기 초부터 일제강점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지속된 우리나라 문학계의 해외 문학, 세계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결
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근래의 우리나라 출판계의 세계문학 전집 
발간과 비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세계문학 전집의 발간 현황을 중심으로 러
시아에서 세계문학의 수용과정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포스트 소
비에트 이후의 오늘날까지 통시적으로 일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
론에서 러시아인들의 의식에서 세계문학이 가질 수 있는 의의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세계문학을 소개하게 된 주요 
잡지와 출판사, 도서관, 교육기관 등을 간략하게 조사ㆍ설명하고 있으며, 때
에 따라서는 특색 있는 몇몇 외국작가들과 번역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 러시아 속의 세계문학 수용과 전개 과정의 고찰은 러시아문화의 형
성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러시아의 정치, 사회, 역
사적 사건 및 전개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 러시아 정체성의 파악의 과정으로
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 제 어: 세계문학 전집, 러시아문학의 세계문학 수용, 세계문학 출판,
         세계문학 잡지, 러시아 출판사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이 기억되는 것은

내 마음에 머무는 그대의 따스한 미소인가,
내 미처 말 못한 그대에 대한 고마움인가?1)  

 

1. 서론을 대신하여 

러시아는 소연방 시기를 포함하여 소연방이 해체된 후에도 여전히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매우 큰 나라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폰과 각종 음악 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스크바와 페테

르부르크에서도 거리에서, 트롤리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러시아 대도시의 시

민들의 상당수가 현대 문명의 이기(利器)들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아직까지도 지하철의 승객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국내외에서 출판된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신문, 잡지가 아닌 조그만 단행본의 소설책,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세계문학 

작품을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비록 이

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러시아

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단

기간에 식을 것 같지는 않다.2) 이러한 문학에 대한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의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여러 형태의 세계문학 

전집, 세계문학 관련 잡지들의 발간, 관련 연구소들의 설립, 각 대학에 외국

1) 고( ) 신광현(1961-2011년) 서울대학교 어 문학과 교수님과 생전에 함께 하기
로 약속했던 ‘세계 속의 세계문학 출판 현황’(가칭)의 공동연구를 기억하고, 교수
님을 추모하며 이 글을 씁니다. 

2) 문학과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은 2014년 2월 러시아의 소치에서 열린 동
계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에서 소개된 상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3개의 러시아 알파벳을 중심으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상물에서 5명의 작가
들(도스토예프스키, 나보코프, 톨스토이, 체호프, 푸슈킨)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폐
막식에서는 개막식에서 소개된 작가들을 포함하여 미처 소개하지 못한 12명의 러
시아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인들의 자국의 작가들과 문학에 
대한 긍지와 사랑이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문학 학과의 설치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첫째, 도스토예프스

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흔히 러시아인의 멘탈리티(ментальность)라고 일컬

어지는 러시아 민중들의 “전(全)세계적 반응성(всемирная отзывчивость)”3)

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타인, 타 종족, 이민족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대와 사상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받아들이고, 체

험하는 러시아인들의 이 능력이 타민족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능력에 대한 러시아

인들의 자의식은 백여 민족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구성원의 특성과 

십여 개가 넘는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는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이후 수백 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항상 러시아의 미래의 발전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

했던 서유럽 문명의 향을 들 수 있겠다. 서유럽은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서 대타자적으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 시

민의 자유, 인간적 가치의 존중의 측면에서 항상 러시아를 앞서 있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판단 여부를 넘어, 러시아인들의 인식 속에 자

리 잡고 있는 서유럽에 대한 고정된 신화이다. 러시아의 서유럽, 특히 서

유럽 문학에 대한 관심 또한 러시아의 역사 속의 현실적인 상황, 매우 거

대하고 강력한 부자유의 조건 속에서 보다 향상되고 전진된 서유럽의 자

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서유럽의 문학과 예술은 대다수 러시아 독

자들에게 그 참신함과 독창성으로 매혹적이고 자유로운 서유럽의 세계를 엿

3) Ф.М. Достоевский(1877/1984) Дневник писател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6, Лениград: Изд. «Наука», C. 30. 이 용어는 표도르 도스
토예프스키가 푸슈킨 동상 제막식(1880년, 8월)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쓰 다. 도스
토예프스키는 이 연설에서 ‘러시아의 미’의 예술적 전형을 보여준 작가로서 푸슈
킨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미가 러시아 정신, 민중의 진리에서 직접 나온다고 주
장한다. 즉 푸슈킨의 작품 예브게니 오네긴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타티야나는 거
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러시아 여성의 완전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리
고 이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푸슈킨의 천재적인 예술가의 능력으로서 다른 민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능력, “전세계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도스토
예프스키는 이러한 능력이 러시아 민족적인 것으로, 푸슈킨과 러시아인들이 공유
하고 있는 자질이고, 푸슈킨이 이것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밝힌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 제국, 소연

방 공화국, 현 러시아 공화국의 역사 속에서, 표트르 대제 이후 지난 3백년간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직간접적인 형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러시아 전 역사 기간에 걸쳐 러시아 문화 속에 형성되어 

온 세계문학 수용 현상의 고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

용 현상은 유럽과의 지리적, 정치 문화적 관계 속에서 러시아 민족의 태동과 

함께 지속되어 온 러시아 문화 정체성 형성과정 자체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관심분야를 좁혀 구체적으로 러시아에서 1917
년 10월 혁명 후 시작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세계문학 작품의 번역 출간을 중심으로 세계문학 관련 잡지, 세계문학 관련 

학과 등의 설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러시아 문화의 단면을 살피는 작업이자, 동시에 러

시아 문학의 형성과 발전이 세계문학과 어떤 조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

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운데 말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초

기 형태로 언급할 수 있는 ‘두꺼운 잡지(Толстый журнал)’4)의 출판은 이미 

4) ‘두꺼운 잡지’란 일상생활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문학, 정치, 과학 
및 학술 관련 논문 등이 게재되었던, 300-500페이지 분량의 보통 월간지 형식의 정
기간행물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19세기 러시아 작가 카람진(Н.М. Карамзин)이 
발행한 «유럽 통보(Вестник Европы)»를 러시아 ‘두꺼운 잡지’의 효시로 본다. 유럽
에서 발간되던 19개 신문을 정리하여 실었던 이 잡지에는 문학, 정치, 과학 및 학
술 논문 등이 몇 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독자들은 1년 단위의 정기구독을 했다. 

   ‘두꺼운 잡지’는 러시아의 독특한 출판문화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넓은 토를 가진 
러시아는 유럽에 비해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 외에는 문화 공급처의 역할을 담당한 
곳이 적었다. 따라서 ‘두꺼운 잡지’가 도시의 귀족 계층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텔리
겐치아 등에게 러시아의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와 문학, 정치, 백과사전적인 지
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 다.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이 때로는 
문학과 문화적인 측면에, 때로는 정치사회비평적인 측면에 보다 크게 놓이는 경우가 
있었고, 그 역할의 강조점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두꺼운 잡지’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20세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19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세계문학 작품을 오늘날과 같은 단독 작품으로 출

판한 것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문학전집의 출간

에서 비롯되었다.5) 이후 잡지 외국문학의 발간, 고리키 러시아 아카데미 세

계문학 연구소(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ени А.М. Горького Россий- 
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ИМЛИ РАН)의 설립, 1948년도부터 소연방 과학 아카

데미(1992년도부터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예술, 논픽션 문학 및 

http://www.textfighter.org/text1/93_evropyi_zhurnala_vestnik_.php(검색일: 2014.09.10).
5) 소비에트 시기의 세계문학전집의 발간은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레닌은 문학과 예술이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에 봉사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 다. 레닌은 그의 유명한 ｢당의 조직과 당의 문학(партий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партийная литература)｣에서 “문학적 과업은 전 프롤레타리아 과업의 한 부분이 
되어야하며, 전 노동계급의 의식 있는 모든 전위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단일하고 위대한 사회민주적인 메카니즘의 ‘톱니와 나사’가 되어야한다 
(Литературное дело должно стать частью общепролетарского дела, «колесиком 
и винтиком» одного единого, великого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механизма, 
приводимого в движение всем сознательным авангардом всего рабочего 
класса).”고 밝힌다. 이는 곧 10월 혁명은 사회변혁의 기반만을 마련했을 뿐이며, 
그 완성은 볼셰비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지와 동조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학이 필수적이라는 그의 이념을 반 한 것이다.

   혁명 후 소비에트 당국은 문학의 통제를 위해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 다. 1917
년 12월 29일 전소연방중앙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국가의 출판에 관하여»라는 법
령은 일정한 수의 러시아 작가들의 경우, 작품의 저작권과 출판권이 당시의 작가
들의 유가족 및 출판업자 등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몰
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몇 차례 개정되는 저작권에 관한 소비에트 법령은 바
쿠닌,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 러시아의 47명의 작가들(1923년 1월 18
일자 법령)과, 보로딘, 차이코프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등을 비롯한 17명의 러시
아 작곡가들(1919년 8월 16일자 법령)의 작품들의 저작권을 국유화되었다. 이 법
령들은 문학과 예술이 소비에트의 이념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
어야 한다는 볼셰비키 혁명 이념의 현실적 구현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작품들은 그 일체의 권리를 국가가 소유할 수 있
도록 한 1919년 6월 30일자 법령은 점차로 정비되어, 모든 개인소유의 서적과 출
판물들을 국유화(1920년 4월 20일 법령)하고, 외국문학 번역 작품에 대한 저작권
까지도 마침내 국유화하 다. 전체적으로 1925년까지 개정되면서 진행된 저작권
에 대한 소비에트의 법령은 예술 및 문학작품들과 그것을 창작하기 위한 모든 수
단을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 Michael A. Newcity(1978)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raeger 
Special Studies, N.Y.: Praeger Publishers, pp. 16-30.



시집의 발간, 각 대학에 외국문학 학과의 설치, 모스크바 소재 전소연방 외국

문학 국립 도서관 설립, 출판사 «진보(Прогресс)»의 설립, 도서 «전 세계문학 

도서관»의 시리즈물 출판, 출판사 «자모(Азбука)»의 설립과 «자모-고전문학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시리즈의 발간 등을 통해 세계문학이 러시아에 소개되고 확

산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2.1. 막심 고리키와 출판사 «전(全)세계 문학(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출판사 «전세계 문학(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은 막심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й)의 발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난 후 2년 뒤인 

1918년에 설립되었다.6)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나타난 뛰어난 

세계 예술문학 작품들의 출판을 설립 취지로 하는 이 출판사는 도서의 출판이 

“독자에게 문학 학파의 발생, 창작, 쇠퇴 및 시와 산문의 발전, 여러 민족의 

상호 향, 문학적 진화의 전체적인 과정을 그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소상히 

알려줄 수 있는 광범위한 역사-문학적 전집(обширная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ая 
хрестоматия, которая даст читател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роб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озникновением, творчеством и падением литературных школ, с развитием 
техники стиха и прозы, со взаимным влиянием литератур различных наций 
и вообще всем ходом литературной эволюции в е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оследо- 
вательности)”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토대 시리즈(Основная серия)와 민중 시리즈(Народная  
серия)라는 두 종류의 시리즈 전집이 발간되었다. 각 책들은 서문 형식의 

에세이, 역사적-문학적 작품해제, 서지해제 사항 등을 싣고 있었다. 이 출판

계획이 실제로 끝까지 완수되었다면 토대 시리즈는 세계문학 연구를 위한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교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토대 시리즈는 학

식이 있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출판물로 

각 20인쇄용지7) 분량의 약 1,500권의 도서를 출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

6) 막심 고리키 외에도 편집진에는 A. 블록(А.А. Блок), K. 추코프스키(К.И. Чуковский), 
I. 크라치코프스키(И.Ю. Крачковский), S. 올덴부르크(С.Ф. Ольденбург) 등이 있
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redkayakniga.ru/ 
knigovedenie/item/f00/s00/e0000429/index.shtml(검색일: 2014.08.25.). 

7) ‘인쇄용지(печатный лист)’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인쇄를 위해 한 용지에 포



기 때문이다. 한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대중독자를 염두에 둔 민중 

시리즈는 세계문학의 주요 작품들 대신에 역사, 모험, 유머, 흥미 위주의 책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민중 시리즈는 4인쇄용지 분량의 약 2,500권의 도

서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리키의 이와 같은 대규모의 세계문학 전집의 출판계획은 1917년 

혁명 직후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고, 다만 매

우 소규모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출판사는 1924년 레닌그라드 출판사

로 합병되었다.8) 
여기서 잠시 1927년까지 이루어진 신간 번역 도서와 새롭게 편집한 기존 

번역 도서의 국가와 작가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국, 미국 문학에서는 조지 고든 바이런, 찰스 디킨스, 사무엘 코올리지, 

잭 런던, 조셉 콘라드, 에드가 엘렌 포, 월터 스콧, 로렌스 스턴, 오스카 와일

드, 허버트 조지 웰즈, 헨리 라이더 해거드, 버나드 쇼(이상 국), 로버트 사

우티, 엡턴 싱클레어, 마크 트웨인, 월트 휘트먼(이상 미국) 등의 작가들이 포

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네덜란드, 스위스의 작가들

로는 헤르만 반, 요하네스 B. 옌센, 예르겐센(이상 덴마크), 릴리 브라운, 게

오르그 뷔히너, 하인리히 하이네,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E.T.A. 호프만,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노발리스(프리드리히 폰 하르

덴베르크), 아힘 폰 아르님, 프리드리히 실러(이상 독일), G. 하이에르만스, 

함할 수 있는 글자 행수, 기호, 여백 등의 일정한 양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А4(21х29,7) 용지는 0,1155 인쇄용지로 산정된다. 따라서 20
인쇄용지 분량이란 약 173쪽이 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책의 판형은 대
개 A4보다 작으므로, 보통 300-400쪽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러시아 판형을 고려한 
일반적인 ‘인쇄용지’는 대략 24쪽 정도로 말하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을 참조하시오. https://ru.wikipedia.org/wiki(검색일: 2014.09.01.).

8)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에서 밝힌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http:// 
redkayakniga.ru/knigovedenie/item/f00/s00/e0000429/index.shtml(검색일: 2014.09.01). 

   1918년부터 1924년 사이에 이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은 모두 약 200권으로, 총 
7종류, 토대 시리즈(Основная серия), 민중 시리즈(Народная серия), 외국문
학 소식(Нов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아동문학(Де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세계 고전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мировой классики), 위대한 프랑스 혁명의 보고
서(Мемуары Великой Французской революции), 동방 문화(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의 시리즈로 발간되었고, 주류를 이룬 것은 앞의 세 종류 다. 



물타툴리(이상 네덜란드), M. 하이덴스탐(스웨덴), 프란쯔 그릴팔쪄(오스트리

아), 하인리히 페데레(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로는 

가브리엘 단눈치오, 카를로 고치, 그라치아 델레다, 지오반니 파피니, 셈 네벨

리, 카를로 골도니(이상 이탈리아), 오노레 드 발자크, 피에르 장 드 베랑제,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볼테르, 콩쿠르 에드몽, 빅토르 위고, 알퐁스 도데, 에

밀 졸라, 알렌르네 레사지, 프로스페르 메르메, 옥타브 미르보, 쥘 미슐레, 앙

리 드랭, 로맹 롤랑, 스탕달, 구스타프 플로베르, 아나톨 프랑스(이상 프랑스), 
빈센트 블라스코 바녜스, 베니토 페레스 갈도스(이상 스페인), 에밀 베르하렌, 
샤를 드 코스테르, 레몽 카밀(이상 벨기에), 이르쿨라노 알레샨드레, 조제 마

리아 에사 드 케이로슈(이상 포르투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전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된 동양문학 작품들로는 아랍, 페르시

아, 터키, 몽골, 중국, 인도, 일본의 문학작품들이 있었다. 이 지역의 작품들은 

주로 전통 시가와 전설, 이야기 모음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 고대문학 작품들 가운데에는 아킬레우스 타티오스, 페트로니우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 문학적 기념비(Литературные памятники)의 출간 

문학적 기념비는 학술적인 예술 문학, 기록 문학, 고전적 시가 등을 발

행하는 소비에트 시기의 시리즈 출판 서적으로, 1948년부터 소연방 과학 학

술원(1992년부터는 러시아 과학 학술원)의 후원으로 출간되었다. 
엄격히 규정된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의미에서 뛰어나

고 기념할만한 평가를 받는 러시아와 세계문학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되, 당시까지 학술적으로 간행

되지 않았거나 혹은 원 텍스트에 충실하지 못한 채 출간된 것들을 보완하여 

출판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 다. 이 시리즈로 출간된 서적들은 작품의 기본

적인 이해를 돕는 글, 관련된 학술 논문, 텍스트에 관련된 정보와 역사-문학

적 정보, 색인 등 여러 종류의 부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시리즈에는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개별 저자의 작품집, 공동 창작 작품집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리즈는 러시아 일반 독자들에게 다양한 세기, 다양



한 민족들의 뛰어난 작품들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의

미 있는 문화 사업이었다. 동시에 텍스트의 정확성, 충실성과 주석의 객관성, 
심도 있는 분석, 질적 측면에서의 번역의 우수성 등에서 뛰어난 시리즈 다. 이

것은 몇몇 작품의 경우, 함께 실린 논문과 각주, 주해 등의 양이 실제 텍스트

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1948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총 636권의 서적을 출간하

으며,9) 러시아 중세의 고전 문학작품들과 근현대 문학작품들은 물론이고, 
호머의 일리아드, 단테의 신곡, 에드가 엘런 포의 단편 등에서부터, 대다

수 독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세계문학의 

역사-문학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일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도 매년 평균 6-12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다. 

2.3. 출판사 «진보(Прогресс)»

출판사 «진보»는 오늘날 «무지개(Радуга)»로 출판사 명칭을 변경하 다. 소

비에트 시기 이 출판사가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러시아 문학, 특히 이데올로기

적인 성격을 띤 인문학 분야의 러시아 작품들이 이 출판사에서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출판사는 동시대 외국 작가들의 예술문학 작

품들을 다수 번역하여 출판하 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술서적도 러시아어

로 번역, 출판하 다. 
출판사의 창립은 1931년 ‘소연방 외국 노동자 조합 출판사(Издательство 

Товарище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СССР)’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1939년 개명과 1963년의 재개명을 거쳐 «진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스

탈린의 개인 통역사 던 파블린(В. Павлин)을 비롯하여 작가, 출판인 등 유

명인사가 대표직을 맡았던 이 출판사는 대중적 서적과 학술적 서적을 동시에 

출간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 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출판사가 번역출판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으로부터 화물트럭과 군인들의 배낭에 수천 권의 책

들이 유입되면서 소비에트 당국은 이런 책들이 당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9) 출판된 서적의 총 목록은 인터넷 러시아판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ru.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4.08.26.).



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발생하 다. 1946년 5월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

회(ЦК ВКП(б))는 스탈린의 서명으로 외국문학 출판을 담당할 국 출판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출판사의 최고 책임자는 당시 내각의 장관급 대우를 받았

으며, 출판사는 한편으로는 대중 도서를 출판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비의 

보안 속에서 공산당의 내각과 최고위직 관료들만이 읽을 수 있는 금서 목록

의 서유럽의 서적과 문서들을 2개월,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2주 만에 신속하

게 번역, 출판하 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968년 «예술 문학(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출판사가 출판하게 되는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가 출판금서로 지정되는 에피소드를 겪기도 한다.10) 
출판사 «진보»는 1971년에는 보스턴에서 출판된 흐루쇼프의 회상록 흐루

쇼프는 기억한다를 비롯하여 사를 드골, 카네기의 회상록 등을 번역 출판하

으며, 1984년에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출판하기도 하 다. 
 

2.4. 전집 전( )세계 문학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약칭 ‘도서관’)

출판사 «예술 문학»이 발간한 이 시리즈는 이전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로 총 200권이 발간되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소연방 시

기에 발행부수 삼십만 권으로 출판되었고, 각 권에는 권두에 작품을 소개하는 

논문들을 싣고, 또 주해와 삽화 등을 게재하고 있다. 전 세계 문학 도서관 
세계문학 시리즈는 앞서 소개한, 1919년에 막심 고리키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1927년까지 지속된 출판사 «전 세계 문학»의 후신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세 종류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리즈는 고대 동

방,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18세기 문학이고, 두 번째 시리즈는 19세기 문

학,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는 20세기 문학이다.11)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는 출판된 도서의 종류와 발간 부수에서 뿐만 아니

10) 출판사 «진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22-91.ru/ 
sovetskie-brendy-i-torgovye-marki-sssr/33/izdatelstvo-progress-okno-v-mir.html(검색일: 
2014.09.25.). 

11) 이 시리즈의 모든 목록은 러시아판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의 사이
트에서 200권의 목록이 확인 가능하다. http://publ.lib.ru/ARCHIVES/B/''Biblioteka_ 
vsemirnoy_literatury''/_''BVL''.html(검색일: 2014.09.26).



라, 번역의 질과 학술적 소개, 도서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독창적이고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각 권은 뛰어난 인쇄의 질, 전문적인 편집을 자랑한다. 
권두의 논문과 주해 등은 소비에트 시기의 가장 뛰어난 인문학자, 예술비평

가들에 의해 씌어졌다. 
200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러시아 문학에 할애된 권은 40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도록 전 세계의 다양한 문

학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집의 목록을 검토하면서 문학의 발

생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전 세계 문학의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 전집의 출판 역시 당시의 소비에트의 당 이념과 공산주의의 지배적

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

대하는 20세기의 뛰어난 작가와 시인들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인 하인리히 테오도르 뵐(Heinrich Theodor Böll)(독), 
윌리엄 골딩( ), A.카뮈(프), 유진 오닐(Eugene Gladstone O'Neill)(미)의 작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임스 조이스(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아일랜드)나 마르셀 프루스트(Valentin Louis Georges Eugène Marcel 
Proust)(프),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랄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미)의 작품

들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결국 전집의 편집진이 가한 일종의 

검열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언급된 작가들의 

작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부르주아적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적대적이며, 
공산당이 천명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집의 목록에서 발견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흔히 명작의 반

열이나 고전의 반열에 오를만한 예술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작품들도 포함

되었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대부분 사회주의 진 의 논리를 대표하는 작

가들의 작품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뛰

어난 대규모의 외국 문학 작품들을 소연방의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전집의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현재 러시아에서 이러한 전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하는 출판사로는 «엑스모

(Эксмо)»를 들 수 있다. 이 출판사는 2003년부터 전집 시리즈로 전(全)세계 

문학 도서관을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발간된 외국문학으로는 

(1) 제임스 조이스의 전기 산문집, (2)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



라와 거울나라의 앨리스, (3) 호워드 러브크래프트(Howard Phillips Lovecraft)
의 크툴루의 부름(The Call of Cthulhu)과 단편작품, (4) 르이바코프(А.    
Рыбаков)의 2권으로 된 아르바트의 아이들과 중편소설들 등이 있다. 발행 

부수는 평균 4천 권 정도이며, 소비에트 시기의 전집 발행과 비교할 때 현격

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곧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차지하는 세계문학의 위

상이 이전 소비에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반 하는 것이라

고 보인다. 

  2.5. 출판사 «자모(Азбука)»의 세계문학 및 고전 전집 자모-고전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에서 꼭 언급해야할 또 하나의 출판사가 «자모»이

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출판사는 1996년부터 세계문학 및 

고전의 전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문학 및 

고전의 전집을 발간하는 출판사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출판사

의 세계문학 및 고전의 전집 자모-고전은 이미 800권 넘게 출판되고 있으

며, 호머,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리피데스에서부터 카프카, 불가코프, 코르타사

르(Julio Cortázar)의 작품에 이르는 3천년에 걸친 세계문학과 고전들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책의 표지가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책들이 갖는 하드커버 형

태가 아닌 포켓북 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널리 보급되는 장점을 안고 있다. 출

판부수는 평균 일만 부에서 일만 오천 부 정도이다. 각 권은 반드시 작가에 

관한 서문 혹은 후기를 싣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해와 찾아보기 등을 부

록으로 싣고 있다. 
일정 정도 이 전집 시리즈는 막심 고리키가 구상했던 민중 도서관 전집 시

리즈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즉 우리가 앞서 살핀 막심 고리키

의 토대 시리즈가 전(全)세계 문학 도서관으로 실현되었다면, 그가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던 민중 시리즈가 출판사 «자

모»의 세계문학 및 고전 전집 자모-고전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6. 잡지 국제문학(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에서 잡지 

      외국 문학(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으로 

잡지 국제 문학은 문학·예술과 정치·사회 문제를 소재로 하는 월간지이

다.12) 1933년에서 1943년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었고, 러시아어, 프랑스

어, 어, 독일어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잡지는 신생 잡지가 아니었다. 1928년에서 1930년까지 발간되었

던 외국문학 소식지(Вестник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와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에 발간되었던 세계 혁명문학(Литература мировой революции)을 통합, 
재조직하여 발간된 잡지 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1943년 폐간되었다가 1955년 

외국문학이라는 잡지로 복간되어 발행된다. 
잡지에 실린 외국문학 작품들은 소연방 지도부의 검열을 거친, 소연방에 

호의적인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었다. 예를 들면 로망 롤랑, 헤밍웨이, 토마

스와 하인리히 만 형제, 리온 포히트방거, 윌리엄 사로얀, 앙드레 모루아, 루

이지 피란델로 등의 작품들이었다. 잡지는 전체적으로 엄격한 정치적, 사상적 

검열을 거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출판된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당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 작품은 개인주의

와 비도덕주의를 다루는 ‘부르주아적 가치’로 침윤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13)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잡지에는 소비에트뿐만 아니라, 외국의 비평가들과 

문학 연구가들의 문학 비평도 게재되었고, 외국 문학계의 당시 상황을 소개하

고 알려주는 기사란도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외국문학은 러시아의 월간 문학·예술 잡지로, 전신으로는 앞서 살핀 외

국문학 소식지(1891년)를 들 수 있으며, 1955년 7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발

간되고 있다.14)

잡지 외국문학의 창간호는 정확하게는 소연방 시기인 1955년 7월 8일에 

12) 이 잡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taktfuld.ru/m/s/ 
internatsionalnaya_literatura_jurnal(검색일: 2014.09.26). 

13) 출판 허가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작품의 내용적, 형식적 난해함 때문
에 당시 당국자들이 이 작품의 반소비에트적 이데올로기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 

14) 이 잡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magazines.russ.ru/inostran/ 
2005/10/bl21.html(검색일: 2014.09.26). 



발간되었다. 당시 이 잡지는 ‘소연방 작가동맹’의 기관 잡지로 발간되었으며, 
소연방의 해체 후 1992년부터는 독립적인 잡지가 되었다. 

이 잡지는 소연방 시기 작가들 사이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잡지 고, 당시 

러시아에서 새로운 외국문학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다. 브로드스키

(И. Бродский)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잡지는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거의 전 지구의 반을 향해 난 창(окно в Европу, Америку, Азию, Африку, 
и вообще во все полушария)”이었다. 

이 잡지에는 사무엘 베케트(아일랜드), 프리드리히 듀렌마트(스위스), 윌

리엄 골딩( ), 존 호이어 업다이크(미), 비톨드 곰브로비치(폴), 장 폴 사

르트르, 유진 이오네스코(프), 토마스 켄넬리(미)15), 미시마 유키오(일), 오

에 겐자부로(일), 헨리 밀러(미), 제롬 샐린저(미), 움베르토 에코(프), 헨리 

그램 그린( ), 미르치아 엘리아데(루마니아), 테네시 윌리엄스 III,16) 귄터 

그라스(독), 훌리오 코르타사르(아르헨티나), 살만 루시디(인도 출생의 

국작가), 오르한 파묵(터키), 밀로라드 파비치(세르비아) 등 20세기 현대의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 소개하 다. 
비록 오늘날 이 잡지는 더 이상 외국문학에 관한 정보와 작품들이 소개되

고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소비에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직

업적인 전문출판가들이 출판을 담당하며, 질 높은 번역 작품을 제공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의 산문작품, 시, 에세이, 스케치적 작품, 다큐멘트

적 산문, 편지, 회고록, 논문, 인터뷰, 노벨상과 부커상 수상자, 외국의 촉

망 받는 신예작가 등, 외국문학에 관한 최신의 모든 소식을 러시아의 가장 

뛰어난 전문 번역가들의 번역으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잡지이다. 이 

잡지는 매년 창작과 비평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작가, 비평가를 선

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번역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

을 남긴 번역가를 발굴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17)

소비에트시기에 잡지 ‘외국문학’의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журнала «Иностран-
ная литература») 시리즈물이 출판되었다. 이 시리즈에는 이전에 잡지에 출

15) 미국 출신의 작가 토마스 켄넬리(Thomas Kennerly)의 필명은 톰 울프(Tom Wolfe)
이다.

16) 본명은 토마스 라니어(Thomas Lanier, 미), 필명이 테네시 윌리엄스 3세이다.
17) 번역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inostranka.ru/gildiya_ 

masterov_perevoda.html(검색일: 2014.09.26).



판되었던 해외작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다시 서적으로 출판하 다. 오늘날

에도 이와 상응하여 이 잡지는 출판사 «외국 여인(Иностранка)»을 운 하면

서, «외국 여인»의 최우수작(The Best of «Иностранка»)과 같은 시리즈로 

서적들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환상문학, 탐정소설, 다큐문학, 회상문학 같은 

작품들의 시리즈 서적들도 발간하고 있다. 

2.7. 외국 문학 학과의 설치 

러시아의 외국문학 수용과정에서 또한 각 종합대학과 사범대학의 어문

학부(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에 외국문학 학과의 설치를 주목할 수 있

다. 규모가 큰 대학교의 경우 시기별 혹은 지역별 구분에 따른 2-3개의 

외국문학과가 설치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국립 인문대학교(РГГУ)의 경우, 국, 독일, 로만 어문

학과 및 슬라브 및 중부유럽 연구 학과, 또 고대 동방 역사 및 어문학과, 고

전 어문학과, 동아시아·중앙아시아·극동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각 대학의 이러한 학과들에서는 연구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발표되

었고, 학술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논문집, 단행본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종합대학과 사범대학의 

외국문학과의 설치가 러시아의 외국문학 확산과 보급에 끼친 가장 중요한 역

할은 외국문학의 심화연구를 가능케 하는 우호적인 분위기의 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대학에서는 특히 지르문스키(В.М. Жирмунский: 1891-1971), 비프

페르(Ю.Б. Виппер: 1916-1991), 멜레틴스키(Е.М. Мелетинский: 1918-2005), 아

베린쩨프(С.С. Аверинцев: 1937-2004), 가스파로프(М.Л. Гаспаров: 1935-2005) 
등과 같은 뛰어난 러시아의 석학들에 의해 심도 있고 전문적인 외국문학 

연구가 이루어졌다.18)

18) 또한 러시아 내의 세계문학의 연구와 확산에 기여한 주요 기관들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고리키 세계문학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1932
년 고리키의 주도로 모스크바에 설립된 소연방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학문 연
구기관이다. 러시아 문학과 세계문학을 연구하는, 소연방과 현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로, 현재 74명의 인문학 독토르 나우크(Доктор наук)와 91명의 
칸디다트 나우크(Кандидат наук)가 참여하고 있다. (이 학위들은 유럽과 미국의 
박사학위(Ph.D.)와 구별되는 러시아의 학위 명칭들이다. 통상적으로 칸디다트 나



 2.8. 모스크바 소재 소연방(러시아) 외국문학 국립도서관(Всесоюз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ГБИЛ им. М.И. Рудомино) в Москве)19)

이 도서관은 외국어로 쓰인 작품들, 특히 순수 예술 문학작품들을 소장하

고 있는 모스크바 소재의 도서관으로서 러시아 국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외

국문학 관련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도서관은 소비에트의 독

자들에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력적이었던 서구문학과 서구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폐쇄된 공간에 외부의 공기를 주입해주는 일종의 환

풍기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 다. 이곳에서는 번역된 외국문학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외국어 강독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외국

어로 된 원서 문학작품을 대출하여 읽을 수 있었다.
장서 100여권의 소규모의 신(新)어문학 대학(Неофил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우크(Кандитат наук)는 5년제 학부과정과 3년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학위논문
을 작성하여 심사에 통과한 후 수여되며, ‘준박사’로 지칭되기도 한다. 독토르 나우
크(Доктор наук)는 칸디다트 나우크 학위 수여 후 일정 기간 학술연구 활동을 한 
후, 학술논문 업적과 새롭게 쓴 논문을 심사하여 통과한 후 수여된다.) 

   연구소에는 서유럽 고전 문학과 비교문학 분과, 전 세계문학 분과, 20세기 외국문학 
분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학 분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광범위한 연구가 연구소
의 연구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논문, 학술 논문집, 단행본 연구서, 몇 권
으로 이루어진 연구물들이 결과물로 발표되고 있다. 세계문학과 관련하여 1984년부
터 1993년까지 발행된 8권으로 된 프랑스 문학사,  국 문학사, 세계문학사 
등의 각국의 문학사에 관한 연구서들이 눈에 띤다. 또한 현재에도 이탈리아 문학
사 등을 계속하여 발간하고 있다. 

   연구소가 발행하는 기관지로는 논문 모음집들인 문학적 유산(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 
ство)과 잡지 문학의 제( )문제(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가 있다. 이 기관지를 중
심으로 연구소는 세계문학의 현안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론에 관한 다양한 논
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세계문학 관련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imli.ru, 검색일: 2014.09.25).

19) 약칭으로 모스크바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 여인(иностранка)”라고도 한다. 이 도서관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도서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libfl.ru/about/index.php(검색일: 2014.09.27).

   이 도서관에서는 또한 러시아 사회와 문화 및 국제 관계에서 공적을 남긴 이들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www.libfl.ru/ 
awards/index.php(검색일: 2014.09.27).



부속 도서관으로 출발하여, 대학이 폐교되고 독립도서관으로 1922년 문을 연 

이 도서관은 1924년 «외국문학국립도서관(ГБИЛ)»으로 개명하 고, 1948년  

«전소연방 외국문학 국립도서관(ВГБИЛ)»으로 재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도서관의 설치 목적은 외국문화와 언어, 특히 외국예술문학작품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에는 독어, 불어, 어 등의 

외국어 학습과정이 개설되었다. 
2013년 현재, 이 도서관에는 140여개 이상의 언어로 된 인문학 분야의 외국

문학 서적 4천4백만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문학, 언어, 예술, 역사 등에 

관한 연구서적 천구백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 주로 어, 독어, 불어 중심의 서

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폴란드어를 비롯한 남·서 슬라브어, 스페인어, 이탈리

아어, 스웨덴어, 일본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언어 등으로 된 서적들도 다수 소

장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엄청난 장서의 확보에는 92개국이 넘는 전 세계의 도서관, 출

판사, 서적상들과의 도서 교환과 외국에 체류하는 러시아 출신의 출판인들과 

문인들의 기증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 다. 
이 도서관은 일반 등록인원이 8만 명에 이르고,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의 

방문인수가 하루에 천명이 넘는 모스크바의 중심적 도서관이다. 또한 러시아 

국가 전체 및 외국에서도 일반 방문객들과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이 도서관에 

방문한다. 개관된 후 지난 90여 년 동안 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월등한 소장도서관으로서 러시아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을 뿐

만 아니라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외국문학 연구의 중심 연

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지방에 외국문학 서적들을 보급하는 역할을 또

한 담당하고 있다. 

3. 결론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오늘의 세계문학 

20세기의 역사적 시점에서 보면,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이르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의 소비에트 시기는 

러시아에서 외국문학이 널리 보급되고 확산되는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 러시아의 인접학문에 의해 축적



된 풍부한 연구전통, 뛰어나 번역가들, 전문적인 출판업자의 출현 등 외국문

학이 보급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시기 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전 세계 외국문학 작품들이 수준 높은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관련된 

논문, 주해, 해설 등을 부록으로 싣고 대량의 발행부수로 발간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전 세기에 걸친 세계 문학과 고전들이 번역되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셰익스피어 전집(8권), 괴테 전집

(10권), 디킨슨 전집(30권), 토마스 만(10권), 존 골즈워디(John Galsworthy) 
전집(20권),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전집(8권), 로망 롤랑 전집(10권)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외국문학의 출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소연방시기와 비교할 때 발행 부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사회적인 관심은 훨

씬 더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소비에트 시기는 흔히 ‘소련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러

시아 문학 뿐 아니라 뛰어난 세계문학 작품들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오

늘날의 러시아 사회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낙관적인 전망

도 손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앞서 글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러시아의 지하철에서 책, 특히 세계문학 서적을 읽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문학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과 고전문학 작품들, 오늘날의 새로운 문학작품들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을 비

롯한 다양한 상 매체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층을 

급격하게 흡수하고 있다. 카페, 레스토랑, 기차와 비행기의 객실 안에서 짧은 

시간을 활용해 잡지 등을 읽는 독자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이

제 두꺼운 세계문학 작품들을 읽는 독자들은 점점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 상황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대중적인 관심과 수요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세계문학 작

품의 발행부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앞에서 살핀 것처럼 

소연방 시기에 세계문학 작품들의 출판이 소수의 몇 몇 대형 출판사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수십 개의 군소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고전 문학 작품들이 출간되고 있고, 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



라카미 하루키, 파울로 코엘로, 움베르토 에코의 전(全)작품들과 마르케스의 

신작들(그의 백 년 동안의 고독은 소비에트 시기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

다.)과 프랑스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3-5천부의 발행부수로 출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전 소비에트 시기의 세계문학 발간이 세계문학 애호가-독자들

의 실제 수요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정책적 결정의 결과 다면, 현

재는 관심과 흥미를 갖는 실제 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현상이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20) 
본고는 러시아의 세계문학 수용 양상을 세계문학 전집의 발간 현황을 중

심으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포스트 소비에트 이후의 오늘날까지 

통시적 살피고 일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따라서 소비에트 사회 및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 사회의 전개과정에 따른 세계문학수용의 구체

적인 현황과 변화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의의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이 주로 서유럽 문학, 미문학, 
고전문학에 방점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외에도 아시아권 문

학을 비롯한 타지역 문학에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체계적 분석과 연구는 다

음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 러시아의 세계문학 작품들의 출판 상황을 살펴보는 글을 마치며 긴 여운으로 남는 
것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작품들이 보다 활발하게 러시아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서적들이 모스크바 주요 서점의 책장 한 칸을 
차지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학이 러시아 속의 대표적 세계문학으로, 세계 
속의 주요 세계문학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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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России интерес к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среди публики всегда был 
очень велик. В этой работе дается небольшой исторический экскурс о том, 
как русские читатели приобщались к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инимаются 
во внимание такие ключевые моменты ее приобщения, как журналы, 
издательства и библиотеки: М. Горький и Издательство «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а также «Библиотека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журнал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ные памятник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толстые журналы, Всесоюз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ГБИЛ им. М. И. Рудомино) в 
Москв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гресс», Издательство «Азбука», серия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и так далее. Сегодня в России отсутствие массового 
спроса на произведения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ведет к резкому сокращению 
тиражей издаваемой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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