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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우랄 남부 지역
첼랴빈스크 주의 국경 도시 트로이츠크와 첼랴빈스크 주의 지방 관리, 엘리
트, 언론이 실크로드의 수사와 담론을 이용해 오늘날 어떻게 탈소비에트 도
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트로이
츠크 지역 사회에서 ‘실크로드’가 갖는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는 무엇
인가를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시기 트로이츠크의 역사를 추적하여 살펴보
았다. 제정 러시아 시기 트로이츠크는 고대 실크로드의 지선이 통과하는 지
역에 위치하여 교역 도시, 다문화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소비에트 시기 중앙
정부의 산업화 정책 하에서 폐쇄된 산업 기지로 변모하였다. 소련 해체 이
후 다시 국경 도시로 지정학적 위상이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 지방 정부 지
도자와 엘리트들은 실크로드와 관련된 역사적 기억을 때로는 선별적으로 그
리고 과장되게 사용하면서 트로이츠크가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도시, 다문화 국제도시라는 집단기억을 새롭게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관리들과 엘리트들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기억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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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은 2013년 주석 자리에 취임한 직후 소위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이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연결되었던 고대 실크로드 부활
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신 실크로드의 노선을 북부, 중앙, 남부의 세 갈래로 나누어 추진할 계
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 북부 지선은 중국 신장 지역의 우루무치를 지나 카자
흐스탄 북부를 거쳐 러시아 첼랴빈스크 주 국경도시 트로이츠크를 지나 예카
테린부르크에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 후 모스크바에 이르는 노선이다. 중앙
지선은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사라토프를 지나 모스크바,
리가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남부 지선은 우루무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키르
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를 거쳐 이스탄불로 연결되는 노선이다.1)
<그림1>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 노선도

출처: http://www.zefhemel.nl/?tag=rotterdam(검색일: 2015.08.20).

1) Cui Jia(2014) “China study new Silk Road rail link to Pakistan”, China Daily
USA, June 28, http://usa.chinadaily.com.cn/business/2014-06/28/content_17621848.htm
(검색일 2015.07.05).

본고에서는 신 실크로드의 세 가지 지선 중에서 북부 지선이 통과하게 되
는 러시아 우랄 남부 지역, 특히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첼랴빈스
크 주의 국경 도시 트로이츠크(Троицк)에서 오늘날 지방 정부 관리와 엘리트
들이 실크로드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제, 사회, 국제관계의 환
경 속에서 어떻게 지방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트로이츠크가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
로에 위치한 교역 도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아시아 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조우, 교류, 공존하는 국경 도시라는 점에 주목
한다. 그러한 지정학적 특징은 트로이츠크와 남부 우랄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가져다주었는가? 소련 붕괴 이후 지방 관리들과 엘리트들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변화하는 탈소비에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
통, 상징을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브랜딩(branding)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
는가? 본고에서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형성 간의 연관
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상상의 지리(imagined geography)’2) 개념과 지방
정체성, 상징, 도시 및 지역의 브랜딩 전략, 글로벌화 등과 같은 개념이 유용
하게 사용될 것이다.3) 이 같은 핵심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
2) Edith W. Clowes(2011) Russia on the Edge: Imagined Geographies and Post-Soviet
Ident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3) 이와 같은 개념은 최근 탈소비에트 시기 옛 사회주의권 국가의 도시 변화를 고찰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의 예로는 다음을
참조. Nicholai Petro(2004) Crafting Democracy: How Novgorod Has Coped with
Rapid Social Chang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John
Czaplicka, Nida Gelazis, and Blair A. Ruble(eds.)(2009) Cities after the Fall of
Communism: Reshaping Cultural Landscapes and European Ident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송준서(2010)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지역
정체성의 변화: 우랄 지역 모노고로드(моногород)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 129-160쪽; Tsypylma Darieva, Wolfgang Kaschuba, and Melanie
Krebs(eds.)(2012) Urban Spaces after Socialism: Ethnographies of Public Places in
Eurasian C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지방 도시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는 Simon Anholt(2007) Competitive Identity: The New Brand Management
for Nations, Cities, and Regions, London: Palgarve Macmillan; 글로벌화의 러시아
지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Michael Bradshaw(2008) “Globalization, Regional
Change, and the Territorial Cohe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Douglas W.

의 개념은 다름 아닌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이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지방 정부 관리들과 엘리트들은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지역 정체성,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면서 소비에트 체제
이전에 자기 지역이 경험했던 긍정적 역사적 경험을 재발견해 ‘새로운’ 정체성
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소비에트 시기 지방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관리들과 엘리트들 그리
고 지방 언론이 어떻게 우랄 남부 지역과 트로이츠크의 역사적 기억, 특히 실
크로드의 기억을 ‘선택’하고 ‘조종’하면서 집단기억을 만들어 내고 이용해서
지방 정체성을 재정립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5)
본 연구는 최근 탈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국경 지역 도시의 변화와 지방
정부 및 엘리트들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 정립 노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6) 다만 연구 대상의 지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러시아의 유럽 국경 지역이 아닌 아시아 국경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제까지
주로 국가 단위의 접근법을 통해 국제정치, 외교, 또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지만7) 본 연구는 그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지방에 미치
Blum(ed.) Russia and Globalization: Identity, Security, and Society in an era of
Chang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79-110 참조.
4)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Petro(2004), 164-175; 한정숙(2015) ｢상충하는 기억들의
동시적 만남: 이르쿠츠크의 역사 기념물 속의 러시아 혁명과 내전｣, Russia &
Russian Federation, 제6권 2호, 24-30쪽. 물론 소비에트 시기 건설된 도시나 제정
시기 발전이 일천했던 도시 중에서도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적 기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포스트소비에트 지방 정체성 정립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써 다음
을 참조. Otto Boele(2011) “Remembering Brezhnev in the New Millennium: PostSoviet Nostalgia and Local Identity in the City of Novorossiisk”, The Soviet and
Post-Soviet Review, Vol. 38, № 1, pp. 3-29.
5)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 연구의 예로는 한정숙(2015); 송준서
(2012) ｢탈소비에트 러시아 국경지방의 상징 만들기: 프스코프의 상징, 알렉산드
르 네프스키｣, 서양사론, 제112호, 218-245쪽 참조.
6) 예를 들어 송준서(2012).
7) 예로써 다음을 참조. “The Silk Road Project and Strategic Interests of Russia and
China”,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December 20, 2013, http://russiancouncil.
ru/en/inner/?id_4=2884(검색일: 2014.10.04); Владимир Бережных(2014) “Место России
на великом шелковом пути”, Россия и Китай, 27 Марта, http://www.ruchina.

는 영향에 대해 ‘지방’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러시아와 고대 실크로드와의 연관성에 대해 간단히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랄 남부 지역의 실크로드 경험과 트로이츠크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의 변화를 도시가 설립된
18세기 중엽부터 제정말기, 소비에트 시기,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로 나누어
추적할 것이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길게 잡은 이유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오늘날 러시아 도시들이 정체성 재정립 과정에서 소비에트 체제 이전의
전통을 어느 정도로 복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긴
호흡(longue durée)’을 통해 살펴보기 위함이다.8)

II. 제정 러시아 시기 트로이츠크의 실크로드 경험
1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중국 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장 우루무치 지
역을 통과한 후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을 통과
하여 터키 지역으로 연결되었던 실크로드 본선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 연관성
은 희박하다. 하지만 실크로드 본선에서 북쪽으로 갈래를 치고 나간 지선 중
하나가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 지역을 지나는 것이 있었다. 그 노선은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카프카스 산맥 이북 또는 이남 지역을
통과해 크림 반도에 이르고 거기서 흑해를 가로질러 터키로 빠지는 길이었
다. 실크로드의 북부 지선은 이후 1240년 러시아 영토가 바투 칸이 이끄는
몽골 타타르의 침략을 받아 정복되면서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러시아 지
역 점령 후 바투는 킵차크한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한국은 당시 중국 지역에
org/china-article/china/340.html(검색일: 2014.12.10).
8) 본 연구 내용 중 탈소비에트시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트로이츠크에서 실크로드 기억의 부활 노력이 주로 2000년대 중후반
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최신 경향으로 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 관리,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수사, 담론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같은 내용은 인터넷에 소개
된 지방 신문 기사, 지방 정부 기관이나 언론인의 홈페이지 등에 잘 소개되어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된 원나라, 오늘날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건설된 차가타이한국,
오늘날 터키와 페르시아지역에 건설된 일한국과 함께 유라시아에 건설된 4개
의 몽골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유라시아대륙이 몽골 지배에 놓이면
서 유라시아대륙에는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라 불리는 평화와 안정
의 시기가 도래했고, 강력한 몽골 군대가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교역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9)
러시아 남부 지역을 지나는 실크로드 지선의 경유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실크로드 본선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킵차크한국의 수도 사라이(Сарай)를 거치게 되는데 이 도시는 카스피 해 연
안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러시아 남부의 아스트라한 인근에 위치했던 도시
이다. 실크로드의 북부 지선은 바로 이 도시를 지나 크림반도로 연결되었고
거기서 당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연
결된 후 거기서 유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4세기 경 몽골 대제국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15세기경부터 킵차크한
국에서도 러시아 공후들이 통치권을 되찾기 시작한 이후에도 실크로드 북쪽
지선이 통과하였던 러시아 남부 지역에는 교역이 지속되었다. 특히, 17~18세기
경에 이르러 러시아의 면화 수요가 증가하고, 인도의 러시아로부터 말 수입량
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남부와 인도를 잇는 교역로가 발달하였고 러시아-중앙
아시아-페르시아(이란)-인디아 지역이 서로 연결되면서 물자 및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10) 바로 이 시기 우랄 남부 첼랴빈스크 주에 위치한 트로이
츠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남부 러시아의 대표적 교역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트로이츠크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자.

9) 강톨가 외(2009) 몽골의 역사, 김장구ㆍ이평래 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56쪽;
David MacKenzie and Michael W. Curran(2002) A History of Russia, the Soviet
Union, and Beyond,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p. 67.
10) James A. Willward(2013) Silk Road: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8.

1. 교역 중심지로 성장
첼랴빈스크에서 남쪽으로 1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트로이츠크는 1743
년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변경 지역의 요새 도시로 러시아의 남부 변경 지
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도시 형성 이후 중앙아시
아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 점차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카라반들이 모이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해
갔다. 이미 1749년에 이 도시에 세관이 건립되었음은 외국 상인들과 물품
의 출입이 잦았던 남부의 주요 국경 도시 중 하나였음을 의미한다.11)

트로이츠크에 요새를 건립하여 시의 토대를 세운 오렌부르크 주지사 이반
네플류예프(И. И. Неплюев)는 시 주변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를
조성함으로써 트로이츠크가 상업 및 교역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749년 엘리자베타 여제는 이듬해부터 해마다 5월~10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장이 서도록 지시를 내림으로써 향후 트로이츠크는 우랄 남부 지역의
주요 상업, 교역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12) 러시아의 여타 시장들이
휴일에만 주로 열렸던 것을 감안한다면 휴일, 평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이 열렸던 트로이츠크는 그야말로 ‘시장 도시’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시 중심부 거대한 광장에 상점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상점 수가 600여개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규모 시장이었다.13) 수개월 동안
장이 서는 트로이츠크에는 은행, 상가, 숙소, 사교 장소 등이 들어섰으며 장이
서는 기간은 물론 그 외의 기간에도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부터 온
상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물품을 사려고 중부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온
상인들까지 모여들어 붐비는 도시가 되었다.14) 19세기 초 트로이츠크의 시장은
러시아내에서 니주니노브고로드와 예카테린부르크 북동쪽에 위치한 이르비트
(Ирбит)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로부터 상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실은 낙타 수천 마리를 끌고 트로이츠크로 몰려들었다. 시
11) “Город Троицк”, Челяб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ртал, http://www.
nauka74ru/goroda/90-gorod-troiczk-.html(검색일: 2015.08.04).
12) “Город Троицк”, Челяб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ртал.
13) “Торговые ряды”, Троицк74.ру, http://troitsk74.ru/about-city/entertainment/sights/
tradingnumbers/(검색일: 2015.08.09).
14) “Торговые ряды”.

정부는 이들을 위해 아시아 물품을 파는 시장을 도시 중앙에 별도로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이 상가의 길이는 1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15) 따라서
트로이츠크는 아시아에서 온 진귀한 물품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16) 이 외에도 트로이츠크 시장에서 곡물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중부 러시아에서 온 상인들도 곡물을 사다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지에 판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회교권 국가들의 상인들도
곡물을 사갔다.17) 상트페테르부르크가 18세기 초반 이래 ‘유럽으로 향한
창’으로 불리며 서구 문물 도입의 상징적 도시가 되었다면, 트로이츠크는
‘아시아로 향한 창’으로 불리며 아시아와 교역 중심지로 성장해나갔던 것이다.
<그림2> 첼랴빈스크 주와 트로이츠크

출처: www.mapzones.com(검색일: 2015.08.20).

15) Рауф Гизатуллин(2015) “Торг уместен. Особенности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м Троицке”, Южноуральская панорама, 5 Августа, http://чр74.ru/
articles/obshchestvo/78435(검색일: 2015.08.28).
16) “Торговые ряды”.
17) “Во славу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Троицк74.ру, http://troitsk74.ru/history/returning/
market/(검색일: 2014.10.30).

2. 다문화 국제도시로 성장
제정 러시아 시기 변방의 요새로 건립되고 곧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트로이츠크에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은 물론 중앙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트로이츠크 성채 안에 조
성된 마을은 일찌감치 여러 민족들이 부대껴 사는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사
회가 형성되었다. 트로이츠크 성채 건립자 네플류예프는 당시 주스(Жуз)라고
불리던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온 카자흐인들과 함께 트로이츠크를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18)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는데, 1750년
3월 네플류예프와 첼랴빈스크 건설자 알렉세이 테프켈레프(А. И. Тевкелев)가
러시아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에서 그들은 러시아 상인들과 인근 지역의 타타
르 상인들이 트로이츠크에 와서 자신들의 물품을 팔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
다.19) 이 보고서는 타타르 인들의 거주지와 가깝고, 카자흐스탄과 인접해 있
는 트로이츠크가 도시건립 초기부터 러시아, 타타르, 카자흐 상인들이 모이는
다민족 도시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트로이츠크가 다민족 도시가 된 것은 러시아 정부 정책에도 기
인한다. 트로이츠크는 당시 행정구역 상 오렌부르크 주에 속했는데 오렌부르
크 남부 국경지대 수비를 위해 1744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우랄 지역에 거주
하고 타타르 관리와 카자크, 바시키르 군대를 트로이츠크로 파견하기 시작했
던 것이다. 이에 더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타타르인 군인들도 트로이츠크
에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16~17세기 볼가 강 유역에서 우랄 산맥 이동지역으
로 이주한 타타르인의 후손들로 주로 러시아 군에 근무하고 있었고 1865년
까지는 정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게 묶여있었던 것이다.20)
이런 상황에서 18세기경부터 트로이츠크 인근의 카잔과 뱌트카(Вятка) 지역
에서 타타르인 상인, 수공업자, 농민(국가 농노)들이 유입되면서 트로이츠크
의 타타르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트로이츠크에 중앙아시아 상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특히 타타르인 중개인
도 늘어났다. 이들의 역할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상인들 간 정확하고 공정한
18) Гизатуллин(2015).
19) Гизатуллин(2015).
20) Гизатуллин(2015).

상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 오랜 세월 거주하고 교역
활동에 종사면서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각종 제도, 관습에 익숙했던 이들 타타
르 인들은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 종교, 문화에도 익숙했다. 따라서 타
타르 중개인들은 트로이츠크에 몰려든 중앙아시아 상인들과 러시아 상인들 간
통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상인을 상대하는 점원으로 회교권에서는 쓰는 중량단
위 바트만(батман)을 러시아 중량단위인 푼트(фунт)나 졸로트니크(золотник)으
로 변환하는 일, 중앙아시아 권에서 사용하던 리비아 화폐 디르함(дирхам)을
루블로 바꾸는 일을 수행했으며 중앙아시아 등 먼 거리로 떠나는 카라반들의
채비를 책임지는 일도 도맡아 하였다.21) 러시아 상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상단
을 조직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상단의 책임자를 타
타르 인으로 고용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비회교도인들에게는 세금을 두
배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 상인들에게 타타르인 카라반
책임자를 구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였던
것이다.22) 이처럼 트로이츠크에서 타타르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타타르인의 거
점 도시라 할 수 있는 카잔에서도 많은 수의 타타르 인들이 몰려옴으로써 점
차 카잔 타타르 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23)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했던 타타르 인들은 트로이츠크 인구의 주요 구성원이었고 러시아인 주민과는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3. ‘우랄의 메카’로
트로이츠크에는 상대적으로 타도시보다 많은 타타르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에 더해 도시를 수시로 드나드는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있어서 회교
도들을 위한 종교 시설, 교육 시설도 생겨나고 또한 타타르어를 비롯한 중앙
아시아 민족의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는 다종교, 다언어 도시가 되었다.24) 이
21) Гизатуллин(2015).
22) Гизатуллин(2015).
23) Гизатуллин(2015). 카잔은 트로이츠크 북서쪽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음.
24) 1880년대 말의 기록에 의하면 트로이츠크에는 8개의 러시아정교회, 4개의 회교
사원, 1개의 유대 성당이 있었다. “Город Троицк”, Челяб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ртал. 참고로 2015년 기준 트로이츠크 인구는 76,456명으로 이중

미 예카테리나 여제(1762~1796) 시기 도시에 장이 서는 기간 동안 머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상인들을 위해 트로이츠크 성곽 내에 회교 사원은 물
론 회교도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점차 더 많은 회교 상
인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부하라, 타시켄트, 히바, 코칸드
는 물론 중국 신장 지역의 카시가르로부터도 상인들이 트로이츠크를 방문하면
서 점차 회교 색채가 강한 도시가 되었다.25) 아래 표에서 보듯 1861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도시인구 11,250명 중 38.4%를 차지하는 4,320명이 회교도인 이
었는데 25년 후인 1886년 이 수는 7,500명으로 급증해서 도시 인구의 41.2%나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초 경에도 트로이츠크의 회교도 수는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표 1> 트로이츠크 주민 중 회교도 수, 1894~1910* (단위: 명)26)
년도
회교도 수
1861
4,320 (38.4%)
1886
7,500 (41.2%)
1894
8,013 (42.7%)
1896
8,321 (42.3%)
1897
8,430 (36.2%)
1903
10,223
(37.3%)
1904
12,081
(39.2%)
1910
15,701
(41.9%)
*괄호 안은 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에 따라 트로이츠크 상인 중 회교도 수도 증가했는데 1843년 전체 상인
35명 중 10명이 회교도로 28.6%를 차지하였고 25년 뒤인 1868년에는 139명
중 58명으로 그 비율이 41.7%로 증가하였다.27) 이들 회교도 주민 중 가장 많
러시아인은 82.5%, 타타르인 7.2%, 우크라이나인 3%, 카자흐인 2%로 구성되어
있다. “Город Троицк”, Города России, http://xn----7sbiew6aadnema7p.xn--p1ai/
sity_id.php?id=218(검색일: 2015.09.18).
25) Гизатуллин(2015)
26) Д. Н. Денисов(2009) “Мусульманская община Троицк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I –
начале XX века”, Вестник Челяб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10(191), С. 124-25.
27) Денисов(2009), 125.

이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타타르 인(87%)이었고 그 다음 바시키르(7.4%), 카
자흐(4.9%), 우즈벡인(0.4%)이 뒤를 이었다.28)
타타르인 인구가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도시 경제의 추축을
이루고 있는 교역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트로이츠크에서
타타르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외지인들은 트로이츠크 거주 러시아
주민들의 타타르어 구사 능력에 대해 적잖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트로이츠크를 방문했던 러시아 작가 스빈인(П. П. Свиньин)은 “유럽의 많은
도시를 방문하면 도처에서 프랑스어를 들을 수 있는데 오렌부르크 지방의 이
도시에서는 하층 도시민들은 주로 타타르어를 사용하므로 러시아어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29) 이 때문에 러시아 상인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 1873년 트로이츠크 김나지움(중학교에 해당)에 상업-산술과
타타르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타타르어는 트로이츠크에서 중요한 외국어로
부상하였다. 이외에도 트로이츠크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언어인 카자흐어,
사르트(сарт)어, 파르시(фарси)어 등도 들을 수 있었다.30) 이렇듯 20세기 초
러시아혁명 발발 즈음까지 트로이츠크는 회교도 인구, 회교 사원, 회교
교육기관 등이 늘어났는데 1917년 경 트로이츠크에는 7개의 회교 사원이
있었고, 3개의 회교 고등교육기관(медресе)이 있어 성직자, 회교 초등교육
기관 교사, 회교 정부관리 등을 양성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15개의 회교도를 위한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트로이츠크의 타타르, 바시키르 인은 물론, 인근의 바시키르와 시베리아,
카자흐스탄은 물론 멀리 이란 및 사우디 반도로부터도 수강생이 와서 배우고
있었다.31) 러시아혁명 직전의 트로이츠크는 회교 인구 수 면에서나 회교
사원의 수, 회교 문화 측면 등에서 우랄 지역의 회교 중심지, 즉 ‘우랄의
메카(Уральская Мекка)’였던 것이다.32)
28) Денисов(2009), 125.
29) Гизатуллин(2015). 또한 다음을 참조. Алексей Старостин(2008) “Как сегодня
живет «Уральская Мекка»...”, IslamRF.ru, 9 Декабря, http://www.islamrf.ru/news/
culture/mosaique/6119(검색일: 2015.09.15).
30) Гизатуллин(2015).
31) Старостин(2008); Лев Лузин(2013) “Мои лекци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Троицк”,
18 Июня, http://www.levluzin.ru/le/mnogonacionalynyj-troick/(검색일 2015.09.19).
32) Старостин(2008).

III. 소비에트 시기 트로이츠크의 변화: 탈실크로드 도시로
1. 교역 중심지에서 산업 기지로
교역 중심지로 트로이츠크의 위상은 소비에트 정권 성립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지만 트로이츠크 시장의 활력은 이전 같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건설(1891~1916)되어 중국으로부터의
물품운송을 철도가 대신하게 되면서 트로이츠크가 위치한 러시아 남부 지역은
중개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게 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였
다.33) 또한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내전 기간 동안 볼셰비키 정부가 “부르주
아 계층 분쇄”를 외치면서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 물품을 분배하
는 반(反)시장 정책을 시도하면서,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 상인을
탄압했던 것도 트로이츠크 시장과 교역 활동의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34) 비록
내전직후 도입된 신경제정책(НЭП)이 시행된 1920년대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해줌으로써 사적 교역 활동이 다시 허용되었지만 우랄 지역에서는 정부가
교역과 사유경제 부문을 상당부문 억누름으로써 그 활동이 위축되었다. 지방
정부는 국영기업의 물품보다 1.5배 더 비싼 세금을 사유경제 부문에 부과하였
고, 개인 상인이 생산하거나 팔 수 있는 원료 및 물품의 종류도 제한하였는가
하면 판매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었다.35) 따라서 신경제정책 시기에도 트로이츠
크에서 시장은 점차 혁명 이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1920년
대 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중앙정부 기관이 물자분배를 직접 통제하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36) 러시아 전체적 상황의 경우 1924년 소매 교역
분야에서 사적 영역은 전체 교역액의 53.3%를 차지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1929년에는 13.5%로 그 비율이 감소되었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33) “Ворота в Азию, ч.6. Троицк: забытая столища караванных путей”, Livejournal,
31 Августа 2009 г., http://periskop.livejournal.com/502899.html(검색일: 2015.09.03).
34) Julie Hessler(2004) A Social History of Soviet Trade: Trade Policy Retail
Practices, and Consumption, 1917-1953,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 27.
35) А. Д. Кириллов и Н. Н. Попов(2000) Урал: век двадцатый. Люди. События.
Жизнь.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Екатеринбург: Издательство «Уральский рабочий», С. 71.
36) Hessler(2004), 136.

강력한 농업집단화, 산업화 정책을 시작한 직후인 1930년에는 5.6%로 더욱 감
소되었다.37) 이 같은 상황은 트로이츠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트로이츠크 시의 성격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전선으
로부터 수천 km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랄 지역에는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전방 지역의 수많은 공장이 분해되어 도착했고 각종 공장 설비들은
우랄 지역의 각 도시에서 다시 조립되어 탱크, 비행기, 대포, 총 등과 같은 각종
무기를 곧장 생산해내기 시작했다.38) 1941년 11월까지 전방 지역의 1,500개 공
장 중, 우랄 지역으로 600개 공장이 분해되어 이송되었고 이듬 해 130개의 공장
이 더 이송되어 옴으로써 전방 지역 전체 공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이
우랄지역으로 소개되어 왔다.39) 이들 생산 시설은 당시 소련 최대 제철소가 위
치해 있던 첼랴빈스크 주의 마그니토고르스크나, 탱크 생산 공장이 있었던 첼랴
빈스크뿐만 아니라 트로이츠크나 샤드린스크(Шадринск)와 같은 산업 시설이 없
었던 우랄 남부의 작은 도시에도 소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스베르들롭스크(오늘
날의 예카테린부르크) 동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31,000명의 작은 농촌 도
시 샤드린스크에는 전쟁 발발과 함께 자동차, 섬유, 소방 부품, 못 공장 등이 소
개되어 왔고40) 트로이츠크에는 전쟁 발발 2개월 후인 1941년 8월 로스토프나도
누 근처의 노보체르카스(Новочеркасс) 시 소재의 공작기계 공장이 80명의 공장
노동자와 함께 소개되어왔다. 그런가하면 1941년 말에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부품 공장이 트로이츠크로 소개되어와 12월 5일부터 비행기용 냉각기를 생산하
기 시작했다.41)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생긴 이 두 공장에서 전쟁 기간 내내 전
선으로 보내는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힘든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전쟁 시에
소개되어 온 이 공장들은 종전 이후에도 그대로 도시에 남아 소련의 전후복구
사업은 물론 트로이츠크 산업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후 트로이츠크에는 당시 유럽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Троицкая ГРЭС)가
37) Hessler(2004), 150.
38) 송준서(2008a) ｢The Impact of World War II on the Formation of the Home-Front
, 제24권 2호, 68쪽.
Identities｣, 슬라브
39) Paul Dukes(2015) A History of the Urals: Russia’s Crucible from Early Empire
to the Post-Soviet Era,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 133.
40) 송준서(2008a), 68.
41) “Поезда спешили на Урал”, Троицк74.ру, http://troitsk74.ru/history/trainsrushed/(검
색일: 20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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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 스탈린 정부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 일환으로
세계 최대의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ММК)와 첼랴빈스크 트랙터공장(ЧТЗ)이
건설되었고 스베르들롭스크 주에는 최첨단 기계제조공장 우랄마시(Уралмаш)가
조성되면서 소련의 핵심 산업 기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하였다. 전쟁 이후에도
우랄지역은 스탈린 정부의 제4차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을 위한 강철 및
기계생산의 메카로 남게 되었다.42) 이러한 산업 시설이 밀접해 있는 우랄
남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트로이츠크에 1954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1960년 완공되어 우랄의 산업 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43)

2. 산업화 성과의 강조
이후 트로이츠크 시 정부는 당시 산업화를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운 소
비에트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발전소를 트로이츠크의 상징으로 선전하였고
급기야는 도시의 문장도 발전소를 상징으로는 문양으로 바꾸었다. 아래 그림에
서 보듯이 트로이츠크 최초의 도시 문장은 당시 오렌부르크 시의 문장과 유사
한 쌍두독수리였다. 이후 1867년 국가문장위원회는 트로이츠크의 문장을 새롭
게 만들어 공표했는데, 새로운 문장은 황금색 방패 위에 성삼위일체를 의미하
는 3개의 십자가를 배치하고 왼쪽 상단에는 오렌부르크 주의 문장을 박아 넣
었다. 트로이츠크는 1804년부터 오렌부르크 주의 일부로 귀속되었고 도시의
이름 트로이츠크는 성삼위일체(Святая Троица)를 의미하는 ‘트로이차’라는 용
어에서 연유한 것에 근거하여 세 개의 십자가를 넣었던 것이다.44) 하지만 소
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고 제2차 대전 이후 트로이츠크의 문장이 또다시 새롭게
42) 송준서(2008b)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 정권의 소비에트 정체성 재정립
노력｣, 서양사론, 제99호, 146쪽; 송준서(2010), 148; “История Уралмашзавода”,
ЧЗТМ. Уралмашзавод, http://www.uralmash.ru/about/history/(검색일: 2015.09.21).
43) “Троицкая ГРЭС – путь в десяти лет”, РИА Энергетика и ЖКХ, 18 Апреля 2014 г.,
http://ejnews.ru/articles/2014/04/18/Troitskaya_GRES__put_v_desyatki_let_22051(검색일:
2015.09.21); “Троицкая ГРЭС”, Музей Энергетики Урала, http://musen.ru/chronicle/
1960/(검색일: 2015.09.21).
44) “Герб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 Троицк»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юз геральдистов России, 19 Сентября 2002 г., www.heraldik.ru/gerbs/troitsk_01.htm
(검색일: 2015.09.22).

만들어졌을 때 그 모양은 이전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1967년 도시
창건 225주년을 맞이하여 트로이츠크 정부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는데, 새
문장에는 십자가가 사라졌고 문장 왼쪽에는 트로이츠크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붉은 색 톱니바퀴 모양을 넣고 한 가운데는 우랄 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
는 트로이츠크의 대표적 산업 시설인 화력발전소를 상징하는 전기 모양을 그
려 넣었다.45) 이는 1960년대 이래 첼랴빈스크, 스베르들롭스크, 마그니토고르
스크, 샤드린스크 등의 우랄 남부 도시들이 과거 제정 시기의 문양을 폐기하
고 산업화를 상징하는 톱니 문양이나 도시의 대표적 산업 시설의 문양을 넣어
새롭게 디자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46) 이는 곧 트로이츠크 지도부가 2차
대전을 계기로 도시의 정체성을 과거의 교역 중심지에서 당시 소련 정부가 사
회주의 건설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정하고자 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3> 트로이츠크 시 문장의 변화

1700년대

1997년

1867년

1967년

2002년

45) “Герб города”, Троицк74.ру, http://troits74.ru/about-city/symbols/gerb/(검색일: 2015.
08.13).
46) 송준서(2010), 149-152.

하지만 우랄 남부 지역의 산업화의 대가는 혹독했다. 소비에트 시기 산업
화의 상징, 사회주의 건설의 상징으로 선전되었던 이 지역의 대표적 산업 도
시들은 이미 소련 붕괴 직전부터 실패한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전락하였다. 예
를 들어 1930년대 이래 소비에트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 성공신화
로 널리 알려졌던 제철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 주민들은 소련 해체 직전인
1991년경에는 주택 부족, 환경오염, 열악한 의료 서비스, 생필품 부족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다.47) 특히
우랄 남부 지역의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였는데 고르바초프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처음으로 공개된 소련 과학자의 한 보고
서는 우랄 남부 지역이 소련 전역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임을 밝히면서, 특히
첼랴빈스크 주는 전체가 완전히 오염된 “환경 재앙” 지역으로 규정짓고 있
다.48) 우랄 남부 지역 산업 도시의 이 같은 현실은 1930년대 스탈린 시기 이
래 자연을 인간의 필요, 특히 산업화에 의해 정복되어야할 대상으로 본 소비
에트 지도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환경 보존이나 노동자의 복지 등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코자 하였던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소련 말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49)

IV. 탈소비에트 시기 트로이츠크의 실크로드 집단기억 만들기

47) Stephen Kotkin(1992) Steeltown USSR: Soviet Society in the Gorbachev Er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83-284.
48) Paul Josephson(2007) “Industrial Deserts: Industry, Science and the Destruction of
Nature in the Soviet Unio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85,
№ 2, p. 295. 1992년 조사에 의하면 첼랴빈스크, 마그니토고르스크, 구리제련공장
이 있는 첼랴빈스크 북쪽의 카라바시(Карабаш), 그리고 예카테린부르크 등 우랄
남부지역 도시들은 소련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밝혀졌으며 이 결과는 2004년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Souleymane Coulibaly, Uwe Deichmann, and William
R. Dillinger, et al.(2012) Eurasian Cities: New Realities along the Silk Road,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 25.
49) Loren R. Graham(1993) The Ghost of the Executed Engineer: Technology and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02-103;
Coulibaly, Deichmann, and Dillinger, et al.(2012), 140.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소비에트 시기 산업화의 부정적인 유산은 우랄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내세울 것이 못되었다. 그것은 실패한 산업화, 근대화였던 것
이다. 또한 1990년대 우랄 남부 지역의 철강, 기계, 무기 생산 공장들은 시장
경제 전환,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삭감,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방비 70%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50) 예를 들어 소비에트 시기 대표적
탱크 생산 공장 중 하나였던 첼랴빈스크 트랙터공장은 소련 붕괴 이후 급변한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탱크 공장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으로 전
환하였지만, 1997년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51)

1. 고대 실크로드 전통의 재발견과 ‘새로운’ 상징 만들기
이러한 소련 붕괴 이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제정러시아의 전통 복원 유행,
그리고 1990년대 지방 정부들이 소비에트 시기 중앙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지방의 특성을 찾아나서는 ‘원심력적’ 성향이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
서 우랄 남부 도시들은 제정 러시아시기 도시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의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이는 바로 지방 정부와 엘리트들
이 소비에트 시기의 부정적 유산을 버리고 제정 시기 지역 상징을 사용하여 새
로운 집단기억을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트로이츠크의 경우 첼랴빈스크, 샤드린스크, 예카테린부르크(소비에트 시기의
스베르들롭스크) 등 여타 우랄 남부 도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산업화를 상징
하는 도안을 없애고 혁명 전의 도시 특성을 상징하는 소위 ‘탈소비에트화’된 문
장을 새롭게 도입했다(<그림3>). 1997년 트로이츠크 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문
장은 혁명 이전의 문장에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부활시키고 첼랴빈스크 주의 상
징인 낙타 도안을 왼쪽 상단에 삽입한 것이었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톱니 문양이
없어진 것, 그리고 트로이츠크의 대표적 산업 시설인 트로이츠크 발전소를 상징
하는 전력 문양이 없어지고 대신 낙타 문양이 새겨지게 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
는 첼랴빈스크 주의 일원인 트로이츠크 시 정부가 첼랴빈스크의 문양을 기계적
50) Dukes(2015), 184.
51) “Chelyabinsk: A Birthday Present for Tractor Factory?” Russian Federation Report,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arch 24, 1999, http://www.rferl.org/content/
article/1344561.html(검색일: 2015.09.25).

으로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련 해체와 함께 ‘국경
도시’라는 제정 러시아 시기의 지정학적 특성을 되찾으면서 시 정부가 소비에트
시기 동안 가려지고, 잊혔던 ‘교역 도시’, ‘관문 도시’, ‘아시아로 향한 창’으로서
의 트로이츠크를 브랜딩(branding)하고 그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2002년 트로이츠크 시가 낙타 문양을 더 확대시킨 문장으
로 도시 문장을 바꾸면서 발표한 문장에 대한 공식 설명에 잘 나타나있다.
[문장의] 십자가는 1743년에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으로 이르
는 길목에 세워진 트로이츠크의 영광스런 과거를 상징하는 데 그것은 트로
이츠크가 “교역의 관문”이 되게 했던 것이다. [...] 오늘날 트로이츠크는 산
업 공장과 발전소로만 알려진 것은 아니다. 트로이츠크는 카자흐스탄과 국
경에 위치한 중요한 세관 도시(таможенный пункт)이기도 하다.52)

이렇듯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의 급속확산과 글로벌화의 여파 속에서 트로이
츠크 시 지도부는 제정 시기 도시 전통을 되살려 교역 도시로서의 역할과 이미지
를 재발견하여 강조하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첼랴빈스크
주에서는 트로이츠크가 ‘실크로드의 수도’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다.53)

2. 실크로드의 부활 선전하기
제정 시기의 상징을 재도입하는 것 외에 지방 언론, 정부 관리들은
‘실크로드’의 수사와 담론을 이용해 트로이츠크를 비롯한 첼랴빈스크 주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고대 실크로드가 지났던 교차점, 아시아로 향한 관문,
교역 중심지로 묘사함으로써 제정 시기 트로이츠크의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의
집단기억 속에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지역 정체성을 재발견,
재정의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들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지방 언론에 첼랴빈스크 지역과 중앙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가 통과했던 캅카스 지역과의 관계를 ‘실크로드(Шёлковый путь)’라는
용어를 이용해 묘사하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2) “Герб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 Троицк»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53) “Троицк на перепутье. Будущее уральского города завист от его жителей”,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1 Апреля 2015 г., www.chel.aif.ru/society/1480321(검색일:
2015.08.30).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첼랴빈스크 지역의 대표적 신문, 첼랴빈스키 라보치
(Челябинский рабочий)는 2006년 12월부터 트로이츠크와 트로이츠크 군
(район) 그리고 그 외 몇 개 소도시의 독자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 정기적으로 싣는 섹션을 마련했는데 그 섹션의 제목을 ‘실크로드’로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54) ‘실크로드’라는 명칭을 통해 이 지역의 혁명전 교역
도시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언론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첼랴빈스크 지방 정부와 언론들의 교역 도시로서의 트로이츠크에 대한 역할
강조와 선전은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러선린우호조약’ 체결 10주년이 되
는 2011년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
다.55) 또한 2012년 초 푸틴이 대통령 경선과정 중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을
러시아 경제발전의 기회로 간주한다고 밝혔고56)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을 비
롯한 극동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을 담은 ‘신동방정책’을 발표하면
서 러·중 간 교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첼랴빈스크 지방 관리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에 위치
한 첼랴빈스크 지역을 중국 물품을 러시아와 더 나아가 유럽까지 수송하는 물
류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2년 2월 초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전국기업 연합체에
전달했다.57) 이 제안서에서 첼랴빈스크 지역 관리들은 첼랴빈스크 지역의 철도
노선 정비, 모스크바-첼랴빈스크 간 도로 정비 그리고 물류센터 건설에 대한 지
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중국 상품 수송은 극동지역에서 자바이칼
지역(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즉 바이칼 호수 남동 지역을 통과하여 시베리아철
도를 따라 수송하거나 중국 남동해안에서 해로로 페테르부르크로 수송하는 두
54) “Путь к верным друзьям”, mediaзавод, 5 декабря 2006 г., http://mediazavod.ru/
articles/28901(검색일: 2015.08.04).
55) 이동률(2015)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 러시아 관계발전의 동인과 한계｣, 
, 제64권, 326쪽.
56) 관구이하이(2013) ｢중러관계에 대한 차분한 성찰(
제1권 4호, 77쪽.

)｣, 성균차이나브리프,

57) Valentina Mazharova and Vladimir Terletsky(2012) “In Chelyabinsk they’re
digging a hole to China”, Rus Business News, February 6, http://www.rusbiznews.
com/news/n1234.html(검색일: 2015.09.20).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상 운송의 경우 2개월 소요되고 시베리아철도의 경우 기
관차의 부족, 철로의 노후 등으로 중국 물품 수송이 점차 한계가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카자흐스탄-첼랴빈스크-모스크바 노선을 개척해야 하며 이 경우 중
국 상품이 유럽에 이르는 기간이 단 2주로 줄어듦으로 이 노선 개통을 위해 국
가, 기업이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8) 특히 첼랴빈스크 주 정부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들어오는 중국물품을 보관하고 수송할 수
있는 30~50만㎡ 면적의 복합물류터미널을 트로이츠크, 유즈노우랄스크, 첼랴빈
스크에 각각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첼랴빈스크 주를 통과하는 수송로의
건설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고 두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하
면서 트로이츠크를 비롯한 첼랴빈스크 주 도시들이 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59) 이에 더해 첼랴빈스크 주 정부 관계자 알렉세이 로시킨(Алексей
Лошкин)은 첼랴빈스크 주의 도시에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은 곧 “고대 사람
들을 하나로 묶었던 전설적인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교역
로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60)
이때를 계기로 첼랴빈스크 지역 언론과 지방 관리들이 ‘실크로드’라는 용
어를 이용해 교역 중심지로서의 첼랴빈스크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례가 빈
번히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월 우랄지역 세관(УТУ)은 ‘실크로드의 부활’이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면서 “트로이츠크 세관이 우랄 남부지역의 고대
실크로드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61) 우랄 세관 측은
58) Mazharova and Terletsky(2012). 이에 더해 지방 관리들은 이 보고서에서 만약 이
사업이 실현이 안 될 경우 유럽연합과 카프카스 및 중앙아시아권 국가들이 추진
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를 우회하는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수송로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송 비즈니스
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9) “«Шелковый путь» пройдёт через Челябинск”, Файл-РФ, 21 Февраля 2012 г.,
http://file-rf.ru/news/5597(검색일: 2015.08.22); “Южноуральцы предложили вариант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из Китая в Европу”, Cheliabinsk.ru, 6 Февраля 2012 г.,
http://chelyabinsk.ru/text/newsline/482585(검색일: 2015.08.23).
60) “Южноуральск готов стать центром нов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Бюджет.ru, 24
Февраля 2012 г., http://bujet.ru/article/175380.php?print=Y(검색일: 2015.09.02).
61) “Возрождение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ная служба Уральское
Таможное Управление, 27 Марта 2012 г., http://utu.customs.ru/index.php?option=
com_content&view=article&id=8567:2012-03-27-08-02-43&catid=4:news&Itemid=200
(검색일: 2015.09.02).

트로이츠크 세관의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경험 그리고 앞선 정보처리 기술이
외국으로부터의 통관 업무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실크로드
의 부활이 첼랴빈스크 주의 주도로 우랄 남부 국경 지역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상호이익을 위해 추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62) 우랄 세관은

현재

중국-러시아 간 교역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바이칼 통과 구간보다 첼랴빈스크
주가 제안한 트로이츠크를 경유하는 수송로는 2,000km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관업무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트로이츠크는 예로부터 러시아
교역 시장이 섰던 도시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
는 실크로드가 지나던 곳”이었음을 상기키며 우랄 세관은 트로이츠크가 과거
‘실크로드 도시’의 전통을 재현할 것임을 선전하고 있다.63)

3. 다문화 국제 도시 이미지 만들기
첼랴빈스크 주와 트로이츠크 시 정부 그리고 지방 언론은 교역 중심지로서
의 트로이츠크의 집단기억을 만들어내려는 데서 더 나아가 트로이츠크를 비
롯한 우랄 남부 지역을 다문화,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했던 과거 실크로드
도시에 대한 ‘새로운’ 집단기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트로이츠크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와 실크로드의 지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지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제정
시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그로인해 중앙아시아 지
역으로부터 상인들이 드나들고 그들과 문화, 언어, 종교적 측면에서 많은 공
통점을 지닌 타타르, 바시키르 인들이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성격을 지닌 도시로 성장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중앙 정부가 이 지
역을 ‘닫힌 지역’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인구 이동을 통제하였지만 탈소비에
트 시기 트로이츠크를 성공적인 교역 도시로 탈바꿈 시키려는 지방 정부 관
리들은 다문화, 다민족 전통을 실크로드의 수사와 담론을 이용하여 트로이츠
크가 갖추어야할 모습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한 예는 지방 언론의 아제르바이잔-첼랴빈스크 간 문화교류
에 대한 보도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첼랴빈스크 지역
62) “Возрождение Шелкового пути”.
63) “Возрождение Шелкового пути”.

언론에서 아제르바이잔과 관련된 보도는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통해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 주된 이유는 원유 생산, 수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화교
류를 그즈음부터 강화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64)
2004년 첼랴빈스크의 한 라디오 방송은 ‘우정의 실크로드’라는 제목의 보도
를 통해 2000년 설립된 첼랴빈스크 소재 아제르바이잔 문화센터가 편찬한
‘우정의 실크로드: 첼랴빈스크-바쿠 간 문화 대화’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첼랴
빈스크 주에 8천여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살고 있고, 1930년대 마그니토
고르스크 제철소 건설 책임자로 잘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칭기스 일드림
(Чингиз Ильдрым)도 다름 아닌 아제르바이잔인이었음을 보도함으로써65) 첼
랴빈스크 지역과 아제르바이잔이 고대 실크로드로 연결되었던 전통을 토대로
오늘날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지방 언론은 아제
르바이잔과 첼랴빈스크 간 문화교류에 대한 기사를 ‘우정의 실크로드’ 또는
‘상호이득을 얻는 실크로드’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66)
지방 언론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첼랴빈스크 지역의 다문화성에 대한 집단기
억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말 트로이츠크 시는 도심 한
가운데에 “다민족 도시 트로이츠크!(Троицк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라는 커다란
광고판을 설치하여 국경도시, 교역도시, 도시의 특성을 재발견하여 선전하는가 하
면67) 첼랴빈스크 주지사 표트르 수닌(Пётр Сунин)은 2009년 2월 첼랴빈스크 시
소재 아제르바이잔 문화센터장 라파일 쿨리예프(Рафаил Кулиев)와의 회동에서
“첼랴빈스크 향토박물관에 타타르, 바시키르 문화에 대한 소개는 있는 반면 아
제르바이잔 문화에 대한 소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쿨리예프의 문제제기
를 수용,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소개하는 섹션을 곧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68)
64) “В Баку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Azertac, 5 Июля 2006 г.,
http://issuu.com/ozanru/docs/036/3?e=8317587/3864368(검색일: 2015.09.20).
65) Анна Голубницкая и Игорь Шабалин(2004) “Шелковый путь дружбы”, Южный
урал гос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6 Декабря, http://www.cheltv.ru/Shelkovyy_put_druzhby
(검색일: 2015.09.02).
66) Лидия Панфилова(2006) “Шелковый путь дружбы”, mediaзавод, 8 Июля, http://
mediazavod.ru/articles/26515(검색일: 2015.08.01);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Полит74.ru, 3 Июля 2006 г., http://www.polit74.ru/lenta/detail.php?ID=
1166(검색일: 2015.09.02).
67) “Ворота в Азию, ч.6. Троицк: забытая столища караванных путей”.

첼랴빈스크 지역의 소수민족 문화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
방 언론인 레프 루진(Лев Лузин)은 아제르바이잔과 첼랴빈스크 지역의 역사, 문
화적 연관성과 향후 관계를 전망하는 칼럼에서 첼랴빈스크 지역은 고대 실크로
드가 지나간 지점이었고 그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첼랴빈스크로 와서 살게 되
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인은 그 실크로드를 통해 흘러들어온 다양한 민족 중 하나
라고 설명하면서 지역의 태생적인 다문화성을 강조하고 있다.69)
이외에도 첼랴빈스크 주와 트로이츠크 시는 2015년 6월 처음으로 타타르와
바시키르 민족의 봄축제인 사반투이(Сабантуй) 국제행사를 공식적으로 주관하
였다. 사반투이는 볼가 강 유역에 사는 타타르 인들이 봄철 파종기에 행하는
전통적인 축제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는 국가공휴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축일이고 타타르스탄뿐만 아니라 볼가 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타타르, 바시키르 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론 해
외 거주 타타르 인들도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70) 러
시아에서는 타타르, 바시키르 이외에 볼가 지역의 여타 민족들도 오래전부터
사반투이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는데 이 축일은 비록 회교도들만 즐기는 축제
는 아니지만 회교도인 타타르 인과 바시키르 인들의 축제로 시작되어 여타 민
족들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회교 전통 및 문화가 강하게 배어 있다.
올해 6월 27일 개최되어 약 1주일 간 계속된 트로이츠크 사반투이 국제행
사에는 타타르스탄 공화국, 바시키르 공화국, 쿠르간 주, 오렌부르크 주 등
우랄 남부 지역은 물론 첼랴빈스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코스
타나이(Костанай) 주로부터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71) 수천 명이 모이는 이
68) Ирина Гундарева(2009) “«Шелковый путь» войдет в музей”, Челябинский
рабочий, 2 Марта, http://mediazavod.ru/articles/62353(검색일: 2015.08.30).
69) Лев Лузин(2010) “Азербайдженцы”, mediaзавод, 2 Сентября, http://mediazavod.ru/
articles/93085(검색일: 2015.08.04).
70) Г. К. Валеев и Ш. А. Гайнуллин, “Сабантуй”, Энциклопедия: Челябинск,
http://www.book-chel.ru/ind.php?what=card&id=2687(검색일: 2015.09.28); “Татарстан.
Прездник Сабанту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имволика, http://statesymbol.ru/image/
regionsymbol/20050726/39600599.html(검색일: 2015.09.15).
71) Екатерина Гвоэдикова(2015) “На Сабантуе в Троицке побывали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Cheliabinsk.ru, 28 Июня, http://chelyabinsk.ru/text/newsline/
50006484832256.html(검색일: 2015.09.02); “В Троицке с успехом прошел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бантуй”, Конгресс татар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29 Июня 2015 г.,

행사를 지역 정부가 트로이츠크에서 개최한 것은 ‘이시아로의 창’, ‘실크로드
의 도시’ 트로이츠크가 지니는 교역도시로서의 특성은 물론 다문화도시로서
의 특성을 선전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브랜딩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축제의 개막식에서 타타르 출신 첼랴빈스크 주의회 의원 레나 콜레스니코
바(Лена Колесникова)는 트로이츠크의 다문화성의 전통과 보존 유지의 필요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트로이츠크를 지나던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카라반들이 오고갔다. [...]
오늘날 남부 우랄 지역은 국제협력과 연관된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구
상을 유치하고 있다. [...] 사람들은 실크로드가 교역로일 뿐만 아니라 위대
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제1회
사반투이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은 무척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족 문화, 종교적 가치, 그리고 각각의 독특한 전통에 대한 커다란
단결된 사랑을 통해 국가 간, 민족 간, 협력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72)

2014년 새롭게 선출된 첼랴빈스크 주지사 보리스 두브롭스키(Борис Дубровский) 또한 축사 연설에서 우랄 남부 지역의 다문화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타타르어로 환영인사를 전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사반투이는 특정 민족의 축일을 넘어 남부 우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축일이 된지 오래다. 이 행사의 조직위 이름으로 전통적인 동양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Расхим итэгез, Дуслар!)”73)

이렇게 오늘날 첼랴빈스크 지역의 정치인, 정부 관리들 그리고 언론은 실
크로드의 수사와 담론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기억 속에 트로이츠크가
다문화·국제도시의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congresstatar74.ru/news/v-troitske-s-uspekhm-proshel-pervyy-mezhdunarodnyysabantuy(검색일: 2015.09.01).
72) “В Троицке с успехом прошел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бантуй”.
73) “По шелковому пут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Аргаяш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района,
29 Июня 2015 г., http;://www.argayash.ru/news/po-shekovomu-puti(검색일: 2015.09.02).

V. 실크로드의 기억: 신화와 사실(史實),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이후 첼랴빈스크 지역과 트로이츠크의 지방 관리들
과 엘리트들이 도시 정체성 재설정을 위해 선택한 역사적 기억은 실크로드였다.
즉,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1940~60년대 ‘위로부터의’ 결정에 의해 산업 기지로
변모했던 기억은 이미 소련 말기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남게 되었다. 낙후된
산업 시설과 저생산성,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등등. 지방 관
리들과 엘리트들은 이 같은 부정적인 소비에트 유산을 씻어내고 새롭게 탄생해
야할 도시의 모델을 혁명 전의 전통 그리고 기억에서 가져왔다. 그 이유는 이제
트로이츠크는 다시 ‘열린’ 국경 도시가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라
는 혁명 이전의 지정학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엘
리트들은 실크로드를 오가는 카라반을 상징하는 낙타를 넣은 새로운 도시 문장
채택하였고,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화두로 내세워 트로이츠크와 첼랴빈스크 주
를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문화교류, 물류·교역의 중심지로
선전하고 있다. 동시에 회교 문화를 포함한 다문화, 다민족을 수용하는 트로이
츠크의 ‘열린’ 모습을 강조하는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
‘위로부터’(즉, 중앙으로부터) 지방 도시의 특성과 상징을 지정되었다면 소련 해
체 이후는 지방 정부가 오늘날의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추어 역사적
기억을 활용하여 집단기억을 만들어내고 지방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오늘날 지방 정부 지도자, 언론 등이 실크로
드와 관련한 역사적 기억을 때로는 선택적으로 때로는 과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트로이츠크는 분명 남부 우랄의 교역 도시였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실크로드의 본선이 지나는 곳은 아니었다. 다만 본선에서 북쪽으로
가지 쳐 올라간 지선이 지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방 정부 관리 및 언론의 실
크로드 관련 수사와 담론을 분석해 보면 이 지역이 실크로드의 간선이 지나갔
던 곳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었
던 고대 실크로드의 일부였던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
지역 방송인은 첼랴빈스크 지역을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기정체화
(self-identification)하는 것이 지역 정부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 브랜딩 전략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74) 첼랴빈스크의 한 향토사학자는
74)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озродит ли ТЛК «Южноуральс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Россия 1 (Южной Урал), 4 Июля 2015 г., www.cheltv.ru/V_centre_vnimaniya_

고대 실크로드는 첼랴빈스크 지역 훨씬 남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나갔음을
상기시키면서 첼랴빈스크 지역을 실크로드가 지나갔던 곳으로 보는 것은 일종
의 ‘신화’이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75)
그런가하면 트로이츠크 지방 정부와 엘리트들이 선전하는 오늘날 트로이츠크
의 다문화, 다민족적인 특성과 ‘열린’ 모습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
다는 앞으로 도시가 지향해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정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 트로이츠크
를 구성하는 인구의 절대다수는 러시아인(82.5%)이고 이중 대표적 소수 민족이
라 할 수 있는 회교 인구는 도시인구의 약 9.2%만을 차지하고 있다. 제정 시기
와 비교해 다민족, 다문화적 성격은 무척 약한 편인 것이다. 또한 한 지방 언
론인은 소련 해체 이후 안정된 삶을 위해 트로이츠크로 이주해온 아제바이잔
인, 우즈벡인, 타직인 등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리기 보다는 자신들끼리
만 모여서 생활하고 있으며, 반면 지역 주민들도 이들 ‘타자’들의 문화에 대해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언론인은 지방 정부 관리들도
이들 캅카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입한 이주민들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76) 이는 분명 지방 언론, 정부 관리들이 강조해온
실크로드 도시로서의 트로이츠크의 다문화성과 ‘열린’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현실인 것이다. 사실 어찌 보면 실크로드 수사와 담론을 이용해 트로이츠크의
다문화 다민족 전통에 대한 집단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내려는 지방 정치인, 엘
리트들의 노력은 이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이다. 이는 곧, 지방 정부와 엘리트, 언론이 교역의 중심지, 다문화 성격을 지
닌 열린 실크로드 도시라는 집단기억 창출 노력이 현실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에트 정부가 실크로드 도시로서의 집단기억을 지우고 산업 기지로서의
트로이츠크라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함께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한다면 실크로드 도시라는 상상의 공동
체(imagined community)가 트로이츠크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질지는 좀 더 시간
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vozrodit_li_TLK_Yuzhnouralskiy_shelkovyy_put(검색일: 2015.09.08).
75)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возродит ли ТЛК «Южноуральс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76) Лузи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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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building Local Identities in a Post-Soviet Borderland:
Troitsk and the Memory of the Silk Road
Song, Joonseo*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local officials and elite of Troitsk,
a town of Cheliabinsk oblast’ that borders the northern part of Kazakhstan,
rebuild local identities by using the historical memories of the Silk Road, a
branch road of which passed through the region. Since the founding of Troitsk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town developed as a destination for traders from
Central Asian regions, Arabian Peninsula, and China. Not only was it a trade
destination, but it was also the Mecca in the Urals, where a large Muslim
community formed with educational institutes and dozens of mosques. During the
early Soviet period, Troitsk lost its reputation as a trade city as the Bolshevik
government took control and suppressed private trading and the market while
transforming into an industrial town after World War II. Troitsk again became a
borderland town as it came to neighbor Kazakhstan after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sudden conversion of the town’s geopolitical status to a borderland
town led local officials and mass-media to redefine local identities through
rhetoric and discourses of the memory of the Silk Road portraying Troitsk as a
trade center and a multicultural, global town. While utilizing the historical
memory of the Silk Road in a selective and exaggerated way, local officials and
elites utilize Silk Road memory as a crucial tool for branding their town, which
has been rapidly integrated into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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