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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긴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세월은어길수없는것임

을말해주려는듯, 관악에도이제마른가지마다꽃눈이움을틔

우고있습니다. 

자격이없는제가뜻밖에도러시아연구소소장이라는중책을맡

게되었습니다. 연구소를창립한이인호선생님으로부터시작해

전임박종소교수에이르기까지전공을불문하고역대연구소의

운 은러시아와관련지역을전공하시는분이맡아오셨습니다.

그런만큼, 약간의관심과제한된지식밖에갖추지못한제가얼

마나내실있게연구소를운 할수있을지, 여러모로걱정이들

지않을수없습니다. 삼가관심있는모든분의격려와도움을청

하는바입니다. 

앞으로 연구소의행정책임자는제가 되겠지만, 연구소의일상

관리와실질적인운 은전임자차지원박사의자리를이은박소

연박사가맡아할것입니다. 그동안많은수고를하고물러난박

종소교수와차지원박사와새로일을맡을박소연박사에게많은

격려의박수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박소연박사는모스크바에서여러해유학하고러시아사정에

해박한유능한문학연구자로서, 보다내실있는연구소를꾸려나

가리라기대합니다. 학술지평가를비롯해외부로부터의압력이

점차커지고있는상황에서제한된인적, 물적자원을갖고고군

분투해야만하는형편에서, 이러한유능한분이연구소살림을

맡게되어다행이아닐수없습니다. 

연구소의금년도큰사업으로서11월에는홋카이도대학슬라브

연구소와의공동학술대회가서울에서열리게됩니다, 이외에도봄

에는외국학자초청콜로키움이계획되어있으며, 가을에는집담

회가있을예정입니다. 자세한내용은차차알려드리도록하겠으

며, 모든모임이성공적인결과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거듭여러분의격려와도움을청하며, 인사의말 에대신합니

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교수이선복

본연구소에서는전임소장서울대학교인문대학노어노문학

과박종소교수, 서울대학교인문대학노어노문학과송은

지교수,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이지연연구교수, 러시아

연구소연구원차지원박사와최진석박사, 서울대학교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대학원생동 은등이발표자로, 그리고현러시아

연구소소장서울대학교인문대학고고미술사학과이선복교수가

사회자로이번공동심포지움에참가하 다.

이번심포지움은2009년가을비슷한기간에서울대학교러시

아연구소에서개최되었던제2차심포지움과마찬가지로서울대

학교와 홋카이도대학교의 전체 공동심포지움(제13차)의 분과로

조직되어조직력과학술적역량을보다배가하고있으며세번째

로치러진본심포지움을통해2008년시작된양연구소의공동

심포지움은튼튼한기틀을잡아가고있다.   

공동심포지움의본일정에앞서25일저녁5시부터삿포로시의

게이오플라자호텔(Keio Plaza hotel)에서열린총회에서서울대

학교와홋카이도대학교의연구자들과관계자들은학술교류를통

해오랜시간이루어진우정을다시한번확인하는의미있는시간

을 가졌다. 홋카이도대학교 총장 히로시 사에키(Hiroshi Saeki)

교수의환 사로시작된총회에서시작된양대학교연구진의재

회의기쁨은서울대학교부총장인사회과학대학언론정보학과박

명진교수의우정어린답사로하여배가되었고, 양대학교의발표

자들의기조연설이후홋카이도대학교학생들의열정적인춤으로

이루어진축하공연을통해학회의열기는고조되었다.   

본격적심포지움은다음날인26일홋카이도대학교교정내아

담한건물에자리잡은슬라브연구센터(Room 403)에서이루어졌

다. 심포지움시작전서울대학교측의발표자들은슬라브연구센

터고시노고(Goshino Go) 연구원의안내로삿포로시내와구(舊)

시청사를견학하는시간을가졌다. 이후홋카이도대학교식당에

서양연구소의연구자들과실무진은점심식사를같이하며공동

심포지움의향후발전방향과연구현안에대해간단한대화의시

간을가졌다.    

러시아연구소와슬라브연구센터간의본회의는점심후오후1

시부터 곧바로 슬라브연구센터 소장 테츠오 모치주키(Tetsuo

Mochizuki) 교수의개회사로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열린

제2차공동심포지움에발표자로참석한바있는모치주키교수는

본연구소측에서참가한연구자들을따뜻한환 사로맞아주었다.

2011년봄, 소장이선복

러시아연구소장인사말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와홋카이도대학교슬라브연구센터간의

제3차공동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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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IREEES)와일본홋카이도대학

교슬라브연구센터(SRC) 간의제3차공동심포지움(Joint

Symposium for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lavic Research Center(Hokkaido University)이2010년

11월26일일본홋카이도대학교슬라브연구센터에서 "러

시아어문학연구에서변하는것과변하지않는것(The

Changeable and the Unchangeable in the Studies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이라는주제하에성

황리에개최되었다.



첫세션은문학연구에관한주제로그동안러시아철학자이자미

학자인솔로비요프연구에매진해온전임러시아연구소소장박종

소 교수가 "톨스토이와 솔로비요프의 논쟁(The Controversy of

L. Tolstoy and V. Solov'ev / ПолемикамеждуЛ.Толстым

иВл.Соловьевым)"라는주제로첫발표를시작함으로써심포

지움의본일정은막을올렸다. 다음으로러시아연구소연구원차

지원박사의"상징주의생예술에있어서발레리브류소프의미학

적입장(Valery Brjusov's Esthetic Position in the Context of

Symbolist Lifecreation / ЭстетическаяпозицияВалерия

Брюсовавконтекстесимволистскогожизнетворчества)"

라는제목의발표가뒤를이었다. 첫세션발표의토론자로는상

트페테르부르크의러시아문학연구소연구원으로홋카이도슬라

브연구센터에서 연구활동 중인 마리야 말리코바(Maria

Malikova, Institute for Russian Literature, ANR)가맡아주어

상징주의문학의쟁점에관해심도있는토론이진행되었다.

첫세션부터벌어진열띤토론을마무리하고슬라브연구센터에

서정성껏마련한다과와커피를즐긴후시작된두번째세션에

서는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현소장서울대학교인문대학고

고미술사학과이선복교수가사회를맡아러시아문화와미학이

론에관한토론이이루어졌다. 

두번째세션의발표는한양대학교이지연연구교수의"부조리의

옹호 : 20세기러시아문화와“창문”의시학(Апологияабсурда:

русскаякультура20-говекаипоэтика"окна" / An

Apologia for the Absurd: 20-th Century Russian Cultureand

the Poetics of "Window")"으로시작되었다. 두번째발표는서울

대학교러시아연구소연구원최진석박사의"바흐친연구의현황

과 문화역동학의 문제(Bakhtin studies Today and the

Problems of Cultural Dynamics / Настоящаяситуация

бахтиноведенияипроблемыдинамикикультуры)"로이

어져, 문화적주제를다룬두번째세션에서는본심포지움에참

석한러시아와관련지역연구자들의다양한전공을아우르는흥

미로운시간이되었다. 문화세션의지정토론은슬라브연구센터

의고고시노연구원이맡았는데, 그는이번공동심포지움의조직

과준비를맡아동분서주하는가운데에서도토론을맡아넘치는

학문적열정을보여주기도했다. 시간이갈수록열띤토론이이어

지면서지정을넘길정도로본심포지움에참가한발표자와토론

자, 그리고청중의연구열은뜨거웠다. 

공동심포지움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슬라브연구센터의 모토키

노마치(Motoki Nomachi) 교수의진행으로언어학주제에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송은지

교수는 "현대 러시아어의 인과적 접속사: 동의성과 다의성(The

Causal Connectives in Modern Russian: Synonymy and

Polysemy)"라는발표를통해화용론에입각하여오랫동안진행해

온심도있는언어학적연구성과를압축적으로보여주었다. 이어

서울대학교인문대학노어노문학과대학원생동 은의발표 "러

시아어 여격의 의미와 화용(Semantics and Pragmatics of

Russian Dative Case)"은젊은연구입문생의참신한시각과해석

을보여주었다. 예정된시간을훨씬넘긴공동심포지움은노마치

교수와토론자에두아르드블라소프(Eduard Vlasov) 박사의토

론으로끝을맺었다.  

슬라브연구센터소장모치주키교수는아쉬움을남긴채마감된

이번 공동심포지움의 학술적 성과와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며 본 공동심포지움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로학회의대미를장식하 다. 학회를마치고도한참동안이별

을아쉬워하며대화를나누던참가자들이슬라브연구센터를나올

때는이미짙은어둠이내려와있었다. 오랜시간의토론으로인

한약간의피로를사케의향으로달래며참가자들은저녁식사자

리에서정담을나누며향후의만남을기약하 다.  

26일의공동심포지움일정을마친양연구소연구진은다음날

인 27일슬라브연구센터의배려로마련된교통편으로삿포로시

외곽의아름다운바닷가에위치한오타루시(市)를둘러보았다. 소

장모치주키교수와고시노고연구원, 고토(Goto) 박사의안내로

서울대학교의연구진은멀리일본의북해가내려다보이는전망공

원과사케공장, 과거 20세기초북해의청어잡이로부를축적한

일본의명문가의고택등을둘러보았다. 그리고유리공예로유명

한오타루의해변가의상점가를산책하며일본의가장아름다운

섬북해도에서의마지막오후를즐겼다. 

일요일서울로돌아오는비행기안에서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

소측의참석자들은슬라브연구센터측의환대에감사하며다음

해에이루어질제4차공동심포지움에대한기대와다짐을서로

나누었다. 2011년의 IREEES-SRC의공동심포지움은역시늦은

가을서울대학교에서이루어질것이며연구주제는러시아지역에

국한되지않고유라시아지역관련주제로확장될예정이다. 서울

대학교러시아연구소와홋카이도슬라브연구센터의노력으로매년

이루어지는공동심포지움에관련연구자들의관심과성원을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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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구소련해체직후인1992년부터2008년까지과거외국인이갈수

없던여러곳을비롯해러시아각지를여행하며보고느낀격변하는러시아

현대사에대한흥미있는기록이다. 폭압적정치체제의몰락이가져온일상

의변화를섬세하게묘사하고있는이책은여행기이자, 생활사이며, 사회인

류학적기록이라고도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겉으로는짐짓조용히찾

아온국가체제의몰락이라는거대한변화아래에숨겨진일상의엄청난변

화를뛰어난솜씨로묘사한저자는 국인 화제작자로서, 이책의전편이

라 할 수 있는 <Epics of Everyday Life: Encounters in a Changing

Russia>로써PEN/Time-Life Award를수상한바있다. 책속에는무질서

한옐친시대에서신권위주의푸틴시대에이르는동안널뛰듯하는정책이

남발되는상황에서극단적으로뒤바뀜을반복하는일상의삶이정치하고도

정감있게묘사되고있다. 서구세계에는가려져있던신비주의적전통사회의

모습의생생한복원, 그리고희망과좌절, 낙관과비관이예상치못하게교차

하는삶을살아나가야만하는평범한사람의일상과생각을객관적으로그리

고있는이책은사회과학적분석만으로는파악할수없는러시아의오늘을

이해함에도움을줄것이다.

Lost and Found in Russia: 
Lives in the Post-Soviet Landscape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 (IREE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평｜서울대학교인문대학고고미술사학과교수, 러시아연구소장이선복

저자 : Susan Richards

출간년도 : 2010

출판사 : Other Press, New York

Paperback. 320페이지. 

ISBN-13 : 978-1590513484



드미트리흐보로스토프스키는인기절정의러시아바리톤입

니다. 그는오페라, 로망스, 민요등등다양한분야의노래

로수많은사람들을매료시키고있지만, 2차대전과관련된노래

도즐겨부릅니다. 특히전선의병사가느끼는두려움과불안, 고

향과가족, 연인에대한그리움을표현한노래들을비장하게부르

는데는그를따를사람이없습니다. 

이노래들은당시소련에포함되어있던수많은민족들을공통

의경험과정서로묶어주는역할을하기도했습니다. 그가몇년

전벨라루스의민스크에서공연하는동 상을인터넷으로보았

더니, 결전을앞둔병사가“러시아로돌아가고싶네 / 어머니를

못뵌지오래됐네.”라고노래하는“마지막전투”라는노래에서

나이지긋한여성청중들이연신눈물을닦더군요. “아, 길이여,

먼지와안개여/ 추위와경보, 초원의눈보라여……/ 총탄은윙

윙대고까마귀는빙빙나네/ 전우는눈보라속에죽어서누워있

네……”하고탄식하는“에흐, 도로기(Эх, дороги)”역시비장

함의극치를보여주는노래인데, 청중들이마치바로눈앞에서병

사의호소를듣는듯, 숙연하게경청하는것을볼수있었습니다.

독일의침공이라고하는외부로부터발생한재앙앞에서소련의

수많은민족들은공동으로대응하면서소비에트국민이되어갔

습니다. 2차대전노래가아직도불린다는것은함께겪은그시련

이당시소련국민들에게원형적경험의하나가되었음을보여줍

니다.  

하지만, 그같은공동경험도소련인들을위한확고한국민형성

의기반이되어주지못했습니다. 25년전인1986년4월26일, 우

크라이나체르노빌에서일어난핵대참사는소련의민족들사이

에서원심력적경향을불러일으키는한중요한계기 습니다. 이

는내부에서발생한대재난이었는데, 소련정부가보인미숙한대

응은체제에대한구성원들의전면적불신감을일깨웠고, 우크라

이나민족주의자들은분노속에분리주의적경향을표면화시키

기시작했습니다. 소련은체르노빌사건발생후5년반남짓만

에해체되었습니다. 어제의쓰라린대외전쟁에서다져졌던유대

도오늘의가공할내부의대재앙앞에서는위력을가질수없었습

니다. 

체르노빌재앙당시국정의최고책임자 던미하일고르바초

프전소련대통령이올해<핵과학자협회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3/4월호온라인판에특별기고문을실었습니

다. “체르노빌후25년, 많은교훈을배우다.”라는제목의 을통

해그는“이비극의실제규모는여전히파악되지못하고있으며,

이는핵위협의현실이어떤것인지충격과함께상기시켜준다.”

면서, 제2의체르노빌사태를막자고호소하 습니다. 

핵사고예방, 재생에너지, 투명성, 테러리즘및폭력에대한취

약성등4가지문제에인류사회가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것이

그의제안입니다. 

전쟁과핵재앙이라는두참사는소련이라는구조물의견고성에

각기다른방식으로 향을미쳤습니다만, 인류는지금도이두

참사에서해방되지못하고있습니다. 전쟁은여러곳에서진행중

이고, 핵재앙은바로지금일본의후쿠시마에서다시일촉즉발의

위기로다가와있습니다. 혹자는후쿠시마사태가체르노빌사태

보다더심각해질수도있다고평가합니다. 그렇게되지않기를

빌따름입니다. 절망하지않는마음과현문명에대한냉정한성

찰, 이것이체르노빌과후쿠시마이후의삶을사는사람들에게요

구되는것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인문대학
서양사학과교수한정숙

서
울
대
학
교

러
시
아
연
구
소

06

서
울
대
학
교

러
시
아
연
구
소

07

운 위원기고

“에흐, 도로기(Эх, дороги)”, 체르노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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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ретьи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ыечтения АндрейСинявский вконтекстеэпохи (Москва)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125-летиюсоднярожденияАлексеяКрученых(Москва)       
XL            Международнаяфилологическаяконференция(СПб.)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конференция АлександрII:          трагедия реформатора.  1861-1881гг.     
Людивсудьбахреформ.Реформы всудьбахлюдей (СПб.)   

Конференция ЖизньитворчествоМихаилаБулгаковавсовременном восприятии (Москва)
II   Некрасовскиечтения(СПб.)     
Конференция Конструируя“советское”. Политическоесознание,повседневныепрактики,      нов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СПб.)     
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уманитарныенаукивXXI   веке (Москва)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Россия имировыетенденцииразвития”(Омск)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дтечавеликихреформ (К200-летию В.    Г.    Белинскогоик 150-летиюотмены
крепостногоправавРоссии; Пушкинскийдом)/ XVI     Волошинскиечтения(Крым,       Украина) 

Летнийсеминарполексикографии и корпус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Lexicom (СПб.)
Третьи ЛотмановскиеднивТаллин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едьм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востокове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Торчиновскиечтения) (СПб.)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конференция Крупицыбытия:   литератураипрактики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Бердянс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конференция МихаилБулгаков,     еговремяимы

II Международная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еребряныйвек:     диалогкультур (Одесс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лавистика вцентральноевропе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РГГУ) 

Международная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     И.     Дальвмировойкультуре (Луганск)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 (IREE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러시아연구소행사안내

러시아학회안내(2011, 3-1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콜로퀴움>

●4월29일(금, 2~4시)에올2월하버드대학에서박사학위(어학)를취득하신권경준박사를모시고“러시아어소절(small clause)

의통시적발전과구조의변화”라는주제로콜로퀴움을개최합니다. (러시아연구소, 3동434호)

<초청강연회>

●5월 26일(목, 4~6시)에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МГИМО)의 이리나 부시기나(ИринаБусыгина) 교수님을 모시고

“Modernization in Russia and its possible effects of foreign policy towards Europe and Asia”라는주제로초청강연회가개

최됩니다. ( 어로진행, 신양관302호국제회의실)

●6월셋째주에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문화예술대학교문화사회학부학장으로재직중이신수보로프(НиколайНиколаевич

Суворов) 교수님을모시고“현대러시아예술에서의시간(Время всовременномрусскомискусстве)”과“20~21

세기문화에서엘리트적인것과대중적인것(ЭлитарноеимассовоевкультуреХХ-ХХIвеков)”이라는주제로2회에

걸쳐초청강연회가개최됩니다. (정확한날짜와장소는추후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