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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유럽 러시아.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겨우 두 시간 반 비행거리이나 수도 모스크바까지는 

약 9시간이 소요된다.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를 생각하면 눈보라 휘날리는 시베리아의 혹한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곳에도 봄과 여름은 찾아오는 법. 지난 소치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의 붉은 심장이, 오늘도 힘 있게 뛴다. 

글_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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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시온 산을 재현한 ‘테트리스 궁전’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 시베리아와 극동까지 차

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총면적은  17,075,200 ㎢로, 한반도

의 77배, 미국의 1.8배에 이른다. 러시아의 여름이라 불리

는 6월부터 8월까지의 한낮 평균기온은 21도로 여행하기

에 알맞다. 물론 더울 때는 30도를 육박하기도 하지만 습

도가 낮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여

름에는 모스크바 등 북부 도시에서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데, 밤 11시가 지나서야 해가 지기 시작하고 새벽에도 길을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모스크의 심장이라 불리

는 ‘붉은 광장’이다. 주변에 크렘린 궁전, 성 바실리 성당, 

레닌 묘, 국립역사박물관 등 명소들이 즐비하다. 그중 크렘

린 궁전은  러시아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과 직접적이고 분

명한 연관이 있는 장소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크렘린 궁

전은 1156년에 건설되었고, 다른 기념물들과 뛰어난 조화

를 이루었다. 1263년에 모스크바 공국이 설립되고 1328년

에 블라디미르(Vladimir) 공국이 모스크바로 이전한 이래

로 이곳은 정치,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다. 크렘린 궁전 동

쪽 성벽 아래로는 붉은 광장이 연결되어 있다. 광장 남쪽

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은 러시아정교회 예술의 가장 아

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며, 우리에게는 추억의 오락 ‘테트

리스’로 잘 알려져 있다.

▲ ‘테트리스 궁전’으로 유명한 성 바실리 대성당
▼ 2018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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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그대를 속일 때, 거리를 걷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누

구나 한 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이 문장을 만든 이는 푸쉬

킨이다. 러시아는 문화적 저력을 갖춘 나라다. 최근 러시아 

연극이 추락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갈매기’, ‘벚꽃동산’ 등 

아직 세계무대에서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는 체호프를 보

면 러시아 예술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죄와 벌’, ‘카라마조

프가의 형제들’ 등을 탄생시킨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문학적인 러시아를 만나고 싶다면 푸쉬킨과 고골 등 러시아

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유년시절을 보낸 ‘구 아르바트 거리’

로 가면 된다. 아르바트 거리는 신 아르바트 거리(구 칼리닌 

대로)와 구 아르바트 거리로 나뉜다. 고층 건물들이 정연하

게 들어선 신 아르바트 거리와 달리 구 아르바트 거리에는 

작은 카페와 상점, 노상 수공예품점과 소규모 악단의 연주, 

초상화를 그리는 예술가들이 어우러져 있다. 

또한, 러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볼쇼이 극장’이다. 발레는 ‘볼쇼이 발레’라고 

인식될 만큼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다. 볼쇼이 대극장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국립아카데미대극장’으로 라흐마니노

프, 루빈스타인, 차이코프스키 등 전설적인 작곡가들이 이

곳에서 자신의 곡을 지휘했다. 붉은 피가 뿌려진 혁명의 

장소에서 보는 발레 ‘백조의 호수’와 차이코프스키의 선율, 

상상만으로도 아이러니하다. 

▲ 구 아르바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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