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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글  미하 일  보 리 소 비 치  표 트 로 프 스 키  

Written by Mikhail Borisovich Piotrovski

은둔을 위한 공간，에르미 타슈 □ I술관
A PLACE OF SECLUSION.
THE STATE HERMITAGE MUSEUM

최근 0 1술관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01술관은 위고 I를 극복하는 

고[정에서 〇 I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71도 했다. 

이는 카페나 뮤지엄 숍 경우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이 도시 형성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람들은 미술관에서 돈을 

쓴다. 이는 〇 I술관의 경제적인 측면이다. 다른 한편으로 〇 I술관은 도시의 

건축적 상징〇 I 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〇 |술관은 루브르나 

에르미타슈가그랬듯이 도시(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〇 I술관은 도시 형성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 루브르는 의심할 나위 없〇 I 

새로운 파리의 색조를 결정해버렸다. 새로운 건축을 발굴하고，그곳의 

피라〇 |드보다 모던한 건물은 모두 거부함으로써 말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물관지구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다. 박물관지구에는 성 이삭 대성당，

종교사박물관，통신박물관，나보코프 박물관도 자리할 것이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인 에 르미타슈 미술관과 궁전광장의 미래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박물관지구의 성격을 규정짓는 두가지요소는 

바로 군대와 미술관이다. 이 공간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역사의 한 

부분이다. 나는 에르미타슈 미술관과 육군참모본부의 리듬이 

궁전광장으로 이어지면 매우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 기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법과 모든 시련의 역사를 

극복한승리의 상징물이 될 것이다. 레닌그라드 시절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니 말이다.

우리는 에르미타슈 〇 |술관의 도시 형성 7 1능을 강화하7 1 위해 총력을 

，I울〇 I고 있다. 에르미타슈 〇 I술관은 예술작품과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적인 장소에 세워진 유서 

깊은 건물로 건축 예술의 완벽한 모범을 제시한다. 육군참모본무 

동관에서는 건축가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창조했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 전시는 여러 해 동안 추진되어 온 것으로 기존 

건축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제안한다.

에르미타슈 0 1술관은 도시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7 1도 한다. 〇 I곳의 

원호는 궁전광장과 에르미타슈 〇 I술관으로 〇 I어진다. 육군참모본부 

동관 프로젝트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모이카와 네프스? |로부터 

이어진 통행로는 1층에 자리한다. 예술가，음악가, 상점들이 즐비한 이 

통행로들은 자전거와 스케〇 I트보드 〇 I용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광장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앞으로소(小) 에르미타슈의 중정을 

통과해 네바 강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는 

에르미 타슈 0 1술관 건물들〇 | 〇 |곳의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해주길 

희망한다. 그래서 주차장，광고，못생긴 건물들이 모두 광장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네바 강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스스로를 

정화한다. 궁전광장 역시 사람들의 흐름을 제대로 조정하7 1만 해도 네바 

강처럼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에르미타슈 0 1술관은 관광객들에게 인7 1가 좋다. 사업차 0 1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겁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거나사업 협상을 하7 1 위해 이 도시를 찾는다. 사람들0 1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는 이유는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카바레, 

스파, 카지노 같은 오락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도시는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도시의 0 1와 같은 측면은 21세7 1 

경제학에서중요하게작용한다. ,

21세7 1 들어 문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적 발견은 직관에서 

비롯되고，직관은 예술적인 깨달음이나 마찬가지다. 발견은 오묘하며 

아름답기에 정당하다. 과학과 경제는 우리 문화의 일부다. 나는 비록 

꿈일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〇 I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화생활은 나름의 경제 논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도시 박물관은 물론 관광산업의 모든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 문화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한 도시의 번영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일련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문화 

분야는 기계화된 산업 분야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시 복원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오래된 도시의 건물들을 왜 무너지게 놔두는가? 우리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0 ᅡ 오래된 건물들을 복원해0 ᅣ 한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 대신 무루지 저택(니니「니2|

[七)니36〉과육군참모본부에 금이 가거나 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측자는 도시 번영을 7 ᅡ늠하는 기준 7 문데 하나로 부동산 7 ᅡ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꼽는다. 유서 깊은 건물들0 1 잘 보존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언제나 오를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는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우리의 선조들과 대등해지는 것〇 |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여러 

곳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항구，과학과 신기술，군사학교와



Late ly , m u se u m s have becom e spe cia l p laces. Surviv ing  

the cr is is , th e y ’ve learned to do th in g s they had never done 

before. I m ean not only the financial side  of it: cafes , 

m useum  sho ps , etc. Worldwide, the tow n-form ing role of 

the m u se u m s has becom e p ro m in e n t. This is h ap p e n in g in  

two d irections: On the one hand, people v is it m u se u m s and 

spend m oney there; it’s the financial part of the b u sin ess. 

One the other hand , m u se u m s are becom ing architectural 

sym b o ls  of the cities. As such , the Metropolitan Museum 

has becom e a sym b ol of New York. The Louvre and the 

Herm itage have a lw ays been such  sym b o ls. N ow th ese  

m u se u m s are startin g  to perform a tow n-form ing function. 

The Louvre has un qu estion ab ly set the tone for the new 

Paris , in its search  of new architecture  and by rejecting 

e ve ryth in g  more modern than its Pyram id.

The sam e story is happening in Saint-Petersburg. We are 

d iscu ss in g th e  project of the m useum  quarter. It will include 

the Saint Isaac’s  Cathedral, the Museum of Religious History, 

the Com m unication Museum , and the Nabokov Museum. We 

are d iscu ss in g th e  future of the Hermitage and Palace Square 

as a center of Saint-Petersburg. The life of th is space is 

defined by two com ponents: military and m useum . These are 

the parts of our cultural heritage, of our history. I’ve said m any 

tim es that if th is rhythm defined by the Hermitage and the 

General Staff Build in g  would become the rhythm  for Palace 

Square, it would be very good. The Alexander Column will then 

becom e a m agical sym bol of Saint-Petersburg , a sym bol of 

our victories and our overcom ing of all the difficulties. It has 

survived the siege of Leningrad untouched by bombs.

The Herm itage is trying as best as it can to strengthen its 

tow n-form ing function. It doesn’t only present m any 

different form s of com m unication with art, but it also 

dem onstrates a perfect exam ple of architectural art in the 

historical center and am ong historical buildings. In the 

eastern wing of the General Staff B u ild in g  there’s an 

exhibition d isp lay in g  what architects have created for us. The 

project has been in works for several years. It’s  very 

respectful to the already existing architecture , and, at the 

sam e time, offers som e n ece ssa ry  changes.

In the m eantim e, the m useum  creates a model of 

cooperation with the city. The arc leads to Palace Square and 

then to the Herm itage. The project of the eastern wing offers 

a new concept: The p a ssa ge s  from Moyka and N evsky are to 

be situated on the first floor. Full of artists, m usicians , and 

shops , they will offer place for b icycle riders and skaters. The 

square will be alive. In the future, we are p lanningto  

construct p a ssa ge s  through the courtyards of the Small 

Herm itage t o  the Neva. We hopethe m useum  buildings will 

som ehow regulate the flows here. And thus help clearing the 

square from e ve ry th in g  that interests with its inner life - 

parking lots, advertisem ent, ugly buildings. The Neva cleans 

itse lf with m a sse s  of water. If we properly organize human 

flows on the square , it will clean itse lf as the Neva does.

The city-m useum  is a place popular with tourists. It would be 

good to see b u sin ess tourists in ou rc ity . People co m e  to our 

city to participate in a co ngress or a b u sin ess  forum , to carry 

on negotiations, etc. They come here because our city gives 

plenty of opportunities for good sightsee ing. We’re not 

ta lk in g  ab o u t the entertainm ent of cabarets , spas , or 

casinos. In our city it’s possible to get to know culture , 

h istory, and art. It’s important fo r the b u sin ess  life and fo r the 

21st century econom y.

In th is century , culture is becom ing more and more 

important. Scientific d iscoveries are made ow ingto intuition, 

which is close to artistic enlightenm ent. D iscoveries are 

subtle: they are right, because they are beautiful. Science 

and econom y are a part of o u r culture. It’s a dream , but I think 

that everything in our lives m ust becom e a part of culture.

Our cultural life has its own econom y. It’s connected with 

the city m useum  and with everyth ing  we are d oingfor 

tourism . Culture creates a powerful econom ical incentive. 

How can we m easure a c ity ’s prosperity? There is a set of 

param eters, i.e. w orking p laces. The cultural sector creates 

far more jobs than industries , where everyth ing  is 

m echanized. A lot of m oney is invested in the city 

restoration. In turn, it creates m any w orking places.

Why are so m any buildings in the old city co llapsing? They 

should be taken to p ieces by hand, brick by brick, not by



조화를 0 1루는 도시 0 1술관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고고학자다. 그래서 내게는 온전한 건물보다 폐허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역사적인 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옳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 같은 박물관 

관계자들은 유물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느낀다. 이제 

많은 사람0 1 재건축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술작품을 복원하면 새것처럼 밝게 빛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복원은 원작의 사소한 

부분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유물은 나름의 멋을 지닌다. 

재건축된，완벽한 콜로세움은 상상할 수도 없다.

때때로 나는 성이나 궁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0 1술관을 산책한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한다. 또한보존，환고I，화재 예방과 같은 얘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한다. 성과 궁을 ~ 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0 1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궁전은 항상 눈부시게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궁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다. 에르미타슈에는 수백만 명이 

‘서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틀0 1 부러진 곳도，문0 1 닳은 부분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창문과문을 새것으로 교체할 수 없다. 원래대로 

복원할 수만 있을 뿐이다. 에르미타슈 방문객들은 종종 우리를 

비난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미술관의 직물들이 너무 낡았다”고 

지적한다. 사실이다. 왕 실 ( ᄁ 버 310의 프렌치 실크는 낡았다.

하지만 매우 오래된 것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낡은 

직물들을 교체하려면，그것들을 만든 바로 그 상점에 똑같은 물건을 

주문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유물은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때만 아름답고 가치 있다.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너무나 많은 

건물〇 I 새로 혹은 다시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옛 유물들을，그 멋과 

고유한 가치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육군참모본부 동관 복원 프로젝트를 눈앞에 둔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주지하다시피 〇 I 프로젝트는 최종 승인을，I다리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시공사 선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육군참모본부 앞마당과 아치길 근처 부지가 

대상이다. 전에 재무부가 사용했던 공간은 귀한 동전，메달，훈장 등을 

보관하는 화폐보관소로 활용할 것〇 I다. 파베르제를 위한 공간도 

〇누련된다. 〇 I 공간에는 파베르제 공방은 물론 현대 보석 세공인들〇 I 

제작한 러시아 귀금속을 보관한다. 게다가 전 세계 보석 상인들이 

만나서 귀금속 전시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포메이션센터도 

배치할 예정이다. 궁전광장과 면한 〇 I곳에는 일본과 중국의 19세71 

예술작품들을 위한 공간도 〇 ᅡ련된다. 알려진 대로 육군참모본부 건물 

동관 전체가19〜20세기 미술관으로 변모할 것이다.

미술관 출입구는 건물 안마당 쪽으로 낼 예정이다. 1층에는 출입구와 

서비스 시설이 자리하고，정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2층에는 

전시 공간〇I 들어설 것이다. 낮동안 방문객들은 정면 계단을 통해 

2층으로올라가지만，저녁에는 그곳에 앉아음악을 즐긴다. 모이카 강과 

면한 공간에는 20세7 1 후반과 현대 〇 |술작품들을 전시할 것〇 I다. 이 

공간들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하게 될 청소년센터와도 

인접해 있다.

에르미타슈 [: |술관과 직접 관련된 소식도 있다. 우리는 카프카스 북쪽과 

남쪽 지방의 독특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카프카스 미술관을 

배치했다. 세계 최대 미술관중 하나인 이곳에 카프카스국가들의 

〇 I술작품들을 선보〇 I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문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국립 에르미타슈 〇|술관의 문화 담론 속에 카프카스문화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프카스관은 카프카스 미술의 

〇 I슬람 /7 1독교적인 요소들뿐만 〇 ᅡ니라 두 문화 사이에 내재된 문제점도 

드러낸다. 많은사람이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도 

〇 I데올로:̂  I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르미타슈에서는 이데올로7 1를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르치고 다양성의 미학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오직 일부 사람들만0 1 관심을 보인 소식도 있다. 소 에르0 1타슈 0 1술관 

건물 전체가 이제 온열 지붕을 가지게 되었다. 에르미타슈 극장의 

지붕과 마찬가지로 소 에르미타슈 미술관의 지붕 역시 방설 기능을 

갖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에르미타슈 미술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최초로 온열지붕이 설치된 건물이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궁전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국지 기후를 통제한다. 물론 

미술관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는 X[람에게 

달려 있다. 우리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7 1 위해 노력한다. 현재 매표소를 

아치길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미술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입구에서 표를 구입한다. 매표소를 아치길에 

배치한다고 해서 에르미타슈 미술관의 대기 행렬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미술관이 수용인원을 통제하는 한 대기 행렬은 언제나 

있어왔듯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에르미타슈 0 1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0 1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는 혼자인 방문객들을 좋아한다. 나는 그들이 

미술관의 이 방저 방을돌아다니는모습을보는걸좋아한다. 원래 

‘에르미타슈’ 라는 말은 은둔할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이 

미술관이 여전히 은둔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미하일  보 리 소 비 치  표 트 로 프 스 키 0944년생)는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아랍학을 전공했으며 1967년 졸업했다. 동양학 연구소 레닌그라드 지소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국립 에르미타슈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저술로는〈아랍-이슬람 예술의 근저〉《1984〉및 〈이슬람 
백과〉0991》등이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그 국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m achines. It would be expensive , but then there would be no 

cra cks in the Muruzi House and in the General Staff Building. 

One of the criteria for city prosperity is a steady growth of 

real estate prices. In the cities, where the historical center is 

preserved , real estate prices are growing all the time.

The heritage preservation g ives people an opportunity to 

respect them selves. Our main goal is to be equal to our 

ancestors. We should be able to get people’s attention in 

different w ays. Then we will have the city-m useum , which 

can exist on good term s with the city-port, the city of scien ce  

and new technologies , the city of m ilitary schools.

I’m an archeologist. That’s why for me ruins are more 

precious than intact buildings. In view of th is , I’d like to tell 

you som eth ing important.

Our attitude tow ards antiqu ities is not the right one. We, 

m useum  w orkers, feel that the so c ie ty ’s  attitude tow ards 

an tiq u ities is not right. Many understand n ow that 

reconstruction  is u su a lly  bad. But at the sam e tim e , m any 

still th in k th a t restored w orks of art should be as  sh in y  and 

bright as  new. But it is not so: Proper restoration a lw ays 

p reserves a shad e  of antiquity. “L iv in g ” antiquity has its 

charm . The reconstructed , com pleted Coliseum  is 

unim aginable. Som etim es I w alkth ro u gh  the m useum  with 

people who own c a stle s  and p alaces. We use the sam e 

language; we can exch ange  the experience: preservation , 

ventilation , fire-prevention. People who saw  p a lace s only 

on TV don’t understand it. They th ink p a lace s have to be 

b lind ingly  brilliant and rich.

But the palaces are also inhabited by people. The Hermitage is 

“inhabited” by millions of people. That’s why som e window sills 

can be broken, and som e doors appearto be a little frayed. But 

we can ’t replace th is window or that door. We can only restore 

them. The Hermitage visitors som etim es find a reason to 

reproach us. Someone wrote, “Textile fabrics in the m useum  

are shab b y.” Yes, it’s true. “The French silks  in the Throne Hall 

are shab b y.” But how else could they be? They are very old. If 

we have to change them , we’ll be able to do it only partly by 

orderingthem  in the sam e shop they were produced.

The antiquity is beautiful and valuable only when it preserves 

s ig n s  of its time. Here, in Saint-Petersburg , where so m any 

new or reconstructed buildings appeared , we should 

particularly value antiquities, their charm  and authenticity. 

We see new results in our restoration projects. The restoration 

of the eastern wing of the General Staff building is going 

ahead. Understandably, when the project receives a final

endorsem ent, the work on its realization will begin, as usual in 

th is country, only aftera long period o fte n d e rsto  choose a 

contractor. The first phase of th is project includes the yard of 

the General Staff build ingand the prem ises adjacent to the 

archway. The former Finance Ministry offices will 

accom m odate a num ism atics depository of valuable coins, 

m edals, and insignia. There will be also several rooms 

dedicated to Faberge. As is known, the whole eastern wing of 

the General Staff building is to become a m useum  of the art of 

the 19th-20th centuries.

There is som e news related to the Herm itage itself: we have 

opened the room s of Caucasian art to d isp lay our unique 

archeological co llections from Northern and Southern 

Caucasus. Politically and cultur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art of the Caucasian nations should be presented in one of 

the world’s largest m useum s, d em onstratingthe inclusions 

of the Caucasian culture in the dialogue of culture existin g  in 

The State Herm itage Museum. The Caucasian rooms d isp lay 

both Muslim and Christian elem ents of the Caucasian art, as 

well as the problem s o fth e irm u tu a l relationships.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ending of the Soviet period would 

mean the end ofthe presence of ideological a sp e cts in the 

m useum . N evertheless, now it is obvious that ideology is 

here to stay. We ought to teach people tolerance and show 

them  the beauty in all d iversity.

There is also a bit of news which only few have noted: the 

whole building ofthe Small Herm itage has a heated roof now. 

S im ilarto th e  roof ofthe Herm itage Theater, th is roof is well 

protected from snow. As is known, the Herm itage is one of 

th is c ity ’s first buildings to have a heated roof installed. We 

im plem ent m any advanced technologies so as to save 

energy in the com plicated palace conditions and regulate the 

m icroclim ate. Our m useum  has strengthened its video 

surveillance , although it is well known that the human factor 

is the m ost crucial. The future depends on people, including 

the v isitors to our m useum , for whom we take efforts to m ake 

the m ost favorable conditions.

Anyw ay, if a person w ants to v isit the Herm itage , he or she 

can a lw ays find enough time to do it. I like lone v isitors. I like 

to watch them  strolling through the room s ofthe m useum . 

After all, the very word “Herm itage” m eans a place of 

seclusion , and I am glad that th is m useum  still rem ains a 

place where a person can fi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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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a doctorate in history in the Leningrad branch ofthe Institute for Oriental Studies. In 1992 he was appointed Director ofthe State Herm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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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 professor of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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