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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드라스부이테’:
‘2017 러시아어 토론대회’ 참관기
알렉산드라 스톨랴로바
푸시킨국립언어대학교 석사과정생

지난 2월 24일 나는 눈 덮인 모스크바를 떠났다. 다

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관한 한국인들의 존중과 사랑’이었다.

음 날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이른 봄볕으로 따스했다. 지

러시아어 교육자의 길을 택한 나로선 어려운 언어로

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었다. 8시간을 공중에 떠

꼽히는 러시아어를 누군가 배우겠다고 하면, 사실 그 자

있은 셈이었고 그것으로 나의 첫 해외 유학 생활이 시작

체가 기쁨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9일 나는 ‘배움’의 차

됐다. 모스크바에서 짐을 꾸리며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

원을 넘어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한국 대학생들

다. ‘한국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러시아인

의 모습을 보았다. 러시아어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인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의 이유는 충분했

불가능할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다.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러시아를 대하는 상반되고 복
잡한 시선을 적잖이 경험했다.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보가 많지 않았다. 나도 그렇고 그
네들도 러시아인에 관해선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희생양이 되진 않을까?
‘기우였다.’ 적어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한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나에게 러시아어로 인사말을 건넸
던가? ‘즈드라스부이테!(안녕하세요!)’ 이제는 헤아릴 수조
차 없다. 피부색부터 언어, 즐겨 찾는 음식까지 모든 것
이 다른 이방인인 나에게 그들은 정말 잘 대해 주었다.
호기심 많은 고향 친구들이 매일같이 나에게 물었다.
“네가 한국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게 뭐니?” 한국 음식의

5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7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
아어 토론대회’가 열렸다. (사진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매운맛에 관해(사실 그랬다), 매일 개고기를 즐기는 한국인

5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7회

들에 관해(어리석은 소리였다), 봄이면 만발한다는 꽃과 나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가 열렸다. 첫째, 나

무에 관해(환상적이다) 친구들은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는 행사 규모에 놀랐다. 둘째, 참가자들의 러시아어 실력

그들에게 내 대답은 어땠을까?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러시

에 감동했고, 마지막으론 긴 후원자 목록(열 군데가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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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감탄했다. 목록에는 ‘주한러시아대사관’, 러시아 항

이 축제에 벌써 2년째 수원외고 학생들이 ‘스페셜리

공사 ‘아에로플로트’, 러시아에서 ‘도시락’으로 유명한 ‘팔

스트’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러시아 노래와 춤 공연, 시

도’,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익숙한 ‘삼성’도 있었다. 이 목

낭독, 연극 장면까지 정말 훌륭하게 선보였다. 그들은 단

록은 ‘대체 뭘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러시아어가 그토

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역사와

록 중요하단 말인가?

문화까지 익히고 향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보통의 또래

대회는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세 단계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단계마다 시사적이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로

학생들과 비교해 수원외고 학생들이 가진 마음의 크기와
역량은 분명 남다를 것이다.

토론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준준결승에서 학생들은
‘한국과 러시아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해, ‘한국과
러시아의 얼굴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밝혔
다. 오후에 시작된 준결승에서 참가자들은 ‘핸드폰이 우
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스마트폰 없는 삶 상상해
보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했다. 이제 피
곤할 법도 했지만, 학생들은 결승에서 러시아 혁명 100주
년을 맞아 ‘혁명의 의미’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
론 주제는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주제는 철학적
이고 ‘인문학적’이었다. 단순히 언어만 된다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는 분명 아니었다.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영역
의 지식과 전문용어까지 알아야 했다. 무엇보다 깊게 생
각해야 했고 다르게 보려고 노력해야 했다. 학생들의 토
론을 지켜보며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2017년 러시아어 토론대회 폐막식 기념사진 (사진 출처: 한국외국어대학
교 러시아연구소)

역사적으로 문호가 닫힌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오
늘날 그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자신과 닮지 않은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유로움이 가
득한 도량의 외적 표현이 아닐까? 지난 3개월간 내가 느
낀 감정을 이 토론대회가 다시 증명해준 셈이다.

러시아어 토론대회에 벌써 2년째 수원외고 학생들이 ‘스페셜리스트’로 참
여했다. (사진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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