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 

러시아인들이 되돌아 본 ‘대조국전쟁’의 한 단면* 

황 동 하** 

1. 전쟁과 회고 

소련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쿄비치는 자신의 회고록 『증언4에서 전쟁 이 

전과 전쟁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전쟁은 엄청난 슬픔을 가져왔으며 생활 

을 극도로 힘들게 만들었다. 슬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전쟁 

전에는 그보다 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홀로 삭여 

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리를 죽이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어야 했다. 그런 

데 이젠 죽은 사람들에 대해 드러내놓고 울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 

는 것을 더 이상 겁내지 않았다"1) 기실 스탈린 시기 동안에 소련 사람들은 주 

로 공동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했고， 일터에서도 집단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적인 비극의 슬픔과 고통은 상대적으로 억눌려 공적으로 표출되기 힘들었 

다，2) 그런데 역설적이긴 하지만， 소련 사람들은 전쟁시기에 ‘사적인’ 것을 공개 

적으로 표출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더욱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전 

쟁 덕분에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은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 전쟁 전에 거의 완벽하게 짓눌려 찌부러져 있던 정신적 삶이 

팽팽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예민하게 되고 다시 의미를 띠 

게 되었다. 전쟁 기간이 예술을 위해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 

이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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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예술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예술이 활짝 만 

개했다. 물론 그 이유는 비극적이었지만."3) 

이것은 비단 쇼스타코비치 한 사람만의 견해가 아니었다. 전쟁이 한참 벌어 

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참 시간이 흘러 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종의 해방파 자유를 가져왔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속 

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맡아야” 하며， 따라서 “내 

가 있든 없든 만사는 여느 때처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로지 그대 

만이 러시아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4) 그들은 그러한 

현상을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spontaneous de-Stalinization) ’5)가 도래한 

시기로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회고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하나는 전쟁 시기에 소련 사람들이 지녔다는 ‘자발성’， ‘독립성’， ‘주 

체성’ 둥은 분명히 전쟁 이전 시기에 소련 사람들의 태도 및 인식과 달랐다는 것 

이다. 전쟁 이전에 그들은 ‘독립적인 자아’임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부과 

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 혹은 스탈린의 표현대로 “톱 

니바해의 톱니들cogs in the whee1"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이 터 

지자， 사람들은 독립적인 자아임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였으며， 그러한 ‘변 

화된’ 사회심리를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조국전쟁’에 대한 공식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공식 해석에 

서는 나치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훌륭하게 방어한 탁월한 군지도자 스탈린의 

영웅적 이미지나 혹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국가와 일치단결한 소련사람들’이 

보여준 ‘불굴의 힘’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즉 대조국전쟁은 지혜로운 지 

도자의 지휘아래 영웅적인 전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얻은 승리의 역사이 

자， 후방의 시민들 역시 굳건히 뭉쳐서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고 

난을 이겨낸 역사로 묘사되었던 것이다.6)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그러 

3) 같은 책，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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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된’ 사회심리 혹은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가 내포하고 있는 ‘국가 

로부터의 일탈’은 결국 공식해석이 선전하고 있는 ‘국가와의 일치단결’과 정면 

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지나간 사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역사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사적 

기억들 간의 권력투쟁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지배하고 

주도하던 세력이 형식적으로는 사라진 러시아에서， 대조국전쟁의 ‘신화’를 벗겨 

내는 작업이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특히 그러한 전쟁이 극도로 ‘미화’되었다면 그러한 ‘미화’ 속에 희생된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의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치지우거나 찾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인들이 말한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는 구체적으로 전시의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것일까. 그러한 구체적인 전시 현상은 전쟁이 빚어낸 특수한 상황인 

‘통제의 일시적인 완화’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사람들이 지나치게 낭만화 혹 

은 이상화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가 도래한 것일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전시 현 

상’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소련 사회에서 나타난 집단적 사회심리 

혹은 심성의 변화의 한 현상으로 전제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시 현 

상’을 전시의 문학작품 및 당대인들의 회고의 글에 주로 의존하여， 그러한 변 

화의 양상을 되밟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현상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양 

상， 그리고 그곳에 담긴 소련 사회의 집단적 의식의 본질과 지향점을 밝히고 

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변화된’ 사회심리가 전쟁 이후 소련 

사회와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전쟁과 러시아인들의 대응 

1941년 6월 22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독일과 그의 동맹국은 아무런 선전포 

고 없이 소련 국경을 넘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 착수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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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국경 지역에 배치된 소련군을 파괴시키면서 놀라운 속도로 진군하 

였다. 소련의 서부 국경 지대에 있는 모든 도시는 폭격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비행장과 비행기는 파괴되었으며， 거대한 군대가 독일의 협공작전으로 몰살당 

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사로잡힌 사람들도 독일 수용소에서 끔찍한 

죽음올 준비해야 할 운명이었다. 소련 사람들은 독일 폭격기의 공포에 바들바 

들 떨고 있었다. 키예프가 침략자의 수중으로 떨어졌을 때， 그 도시에 거주하 

고 있는 유대인 주민들은 체포당해 바비 야르(BaÓb Rp) 계곡에서 몰살당하였 

다. 레닌그라드는 현대 전쟁의 연대기에서 전례가 없었던 봉쇄에 직면하였고 

수백만 이상의 도시 거주민들은 추위， 굶주림， 그리고 적이 퍼붓는 폭격으로 

죽어갔다. 모스크바 역시 안전하지 못했다. 국가는 충격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공황과 혼돈으로 빨려 들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대웅은 불신에서부터 애국적 분노와 즉각적인 숭리에 대한 

잘못된 확신， 그리고 엄청난 공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애국적 분노를 표출한 시민들은 열성적으로 전투에 자원하였다. 그들은 주 

로 ‘1914년의 아이들로서’ 자국 군대에 대한 낭만적인 견해와 승리에 대한 기 

대로 고취되어 있었고 전쟁에서 기꺼이 대포의 밥이 되었다. 이미 6월 22일 

오후 2시경에， 로스토프스키 지역의 지역정병위원회에는 수 없이 많은 전화가 

쇄도했을 뿐만 아니라， 붉은 군대의 입대를 자원하고자 한 남성들의 신청서 

도 40건 이상을 넘었다.7월 3일 모스크바의 수송 엔지니어링 연구소에서 학 

생들은 할당된 몫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열성적으로 자원하였다. 이들은 소련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고 믿으며 성장하였고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스탈린그라드 기술대학의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독일을 초전에 박살낼 

거라고 생각했다" 공장에서 탱크와 전투기가 생산되는 뉴스 화면을 수도 없 

이 봐 온 그들로서는 소비에트 연방의 공업과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으로 후진국에 머물러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환상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스탈린 

체제의 권능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탓에 소련 국민들 

은 그 체제가 천하무적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스탈린그라드의 또 다른 학 

생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강력한 선동의 씨앗은 지극히 비옥한 토양에 뿌리 

를 내렸고， 우리는 소련의 막강한 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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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패배를 안길 수 없다고 믿었다 "7) 

상당수 젊은이들과 같은 정서를 공유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전선으로 가서 싸우는 고통을 감내하였다. 그들은 주로 전쟁 및 내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던 ‘아버지 세대’들로서 주로 예비군 신분이었다. 이들 예 

비군들도 동원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소재를 신고하였다. 

예비군 신분이던 빅토르 곤차로프(B. rOH"IapOB)는 몰로토프(B. M. MOJIOTOB)의 

연설이 발표된 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다. 곤 

차로프는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는 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자원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나서는 중이었다. 스탈린그라 

드 전차 정거장에서 일하고 있던 곤차로프의 아내는 남편에게 작별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 곤차로프는 차자크 출신의 팔순 노인인 자신의 아버지가 비록 

‘네 차례의 전쟁에 참전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뛰어 

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부대에서 그의 지 

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친 듯이 화를 냈다.8) 6월 28일에 드제프진스크 지역 

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다. 한 연금생활자가 지역 서기장에게 무장을 한 채 

자신을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서기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부하였다. 그는 전선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9) 

이와 같은 헌신적인 자원입대의 물결은 결코 국가의 선전을 통해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징병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육체적으로 

전투에 적합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참전하고자 한 수 천명의 시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실상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엄청난 상처를 감내한 인민 

들의 민병대로 나섰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자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공장에 있던 일단의 여성 

들이 입대하였다. (…) 나는 숭산이 거의 없던 한 전투에서 부상당하였다. 두 

7) 인토니 비버 (2003)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안종설 옮김， 서해문 

집， 28쪽.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과 시대배경에 관련해서는 인토니 비버의 책 이외 

에， 리처드 오버리 (2002) ~스탈린과 히툴러의 전쟁~， 류한수 옮김， 지식의 풍경; 존 

M. 톰슨(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옮김， 사회평론에 많이 의존했음을 

밝혀두겠다. 

8) 같은 책. 

9) ]. Barber (1991) "Popular Reactions in Moscow to the Gennan Invasion of ]une 
22, 1941," Soviet Union/Union Sovietique, vol. 18,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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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와 엉덩이뼈가 바스러졌다. 그러나 나는 숲으로 억지로 기어가서 밤새 눈 

위에 거의 혼수상태로 누워 있었다. 아침에 빨치산 몇 명이 나를 발견하였다. 

( ... ) 모스크바로 이송되었을 때，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였다. ( ... )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공장으로 되돌아갔다. 인공 다리로 근무시간을 견디는 일은 결 

코 쉽지 않았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사정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계 

속 나를 지탱시켰다."10) 

그런가 하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참전을 거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전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섬유 공장 노동자는 “히틀러， 소비에트 권 

력， 그들 모두는 나에게 매한가지야"11)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징집 대상자들 

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징병 센터에 나타났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과거 정부의 정책， 현재의 조건，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표출하였다. “비록 수도에 있는 주민의 대 

다수 사이에서 애국적 감정이 분출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반소비에트 태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 반유대주의를 드러냈 

다 "12) 이러한 ‘예외적인’ 행동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스탈린주의적 사 

회화가 인간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13) 

다른 한편 독일 침략자의 면전에서 당과의 관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인 당원 카드를 폐기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도 있었다. 스 

탈린 구역의 크라스늬이 옥차브랴 공장에서 230명의 당원 가운데 54명이， 프 

룬제 구역에 있는 스베르들로프 공장에서 79명 가운데 20명이 당원 카드를 

파기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구역에서 우친스키 실크 공장에서， 노동조합 위원 

회의 의장은 당원과 콤소몰 회원에게 그들의 신분증을 파괴하도록 충고하였 

다. 그에 따라 그 공장에서 42명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19명은 그들의 신분 

증을 폐기하였다.11월 15일 슈체르바코프에게 보낸 수치에 따르면， 약 1000 

장 이상의 당원 카드가 10월 16일과 17일 사이에 파기되었다는 것이다.14) 

10) 존 M. 톰슨(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옮김， 사회평론， 453쪽. 

11) N. Tumarkin{1없4)， p. 60. 
12) "MOCKBa BOeHHaJl," HCTOPHJI cccP, 1991 , HO. 6, C. 102. 
13) ]. Barber(1991), p. 8. 
14) ]. Barber (1앉)5) "The Moscow Crisis of October 1941 ," in ]. Coo야r et 머. (eds.) 

Soviet Histoη 1917-1앉)3:E농says in H onor of R. W Davies, 1ρndon: Macmillan,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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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초 사람들의 대응은 이처럼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 

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순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선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독일군의 전쟁목표 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선에서 전쟁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달되기 시작하 

고， 히틀러 군대가 수도의 외곽에 접근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국가는 삽시 

간에 공황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당시 15살이었던 미래의 역사가 로이 메 

드베제프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었다. “나는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고 믿고 자랐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은 독 

일 군대가 패배 당할 것이고 아마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알 

고 있었다. 언론이 독일군의 막대한 피해규모를 보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독일군은 계속해서 진군하 

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점령하였고， 모스크바에 다다 

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전혀 이해될 수 없었다. 혼돈 그 자체일 뿐이었 

다 "15) 그렇다. 사람도 국가 자체도 정신적， 물질적 공황에 의해 기습당하였 

다. 10월 14일 경에， 45만 명의 민병대가 방어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로 향한 길은 열려 있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고，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이미 10월 1일 몰로토프는 정부를 500마일 동쪽에 있 

는 퀴브이셰프 시로 소개시킨다고 포고하였다. 모스크바의 공공 업무는 거의 

붕괴되었다. 1988년에 알렉세이 코시킨(AJJeKceß KOCblnm)은 한 인터뷰에서 

“소브나르콤(인민위원회)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문은 열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문서들이 바닥에 어지러이 나핑굴고 있었으며， 도처에서 전 

화벨 소리가 울려 대고 있었다"16)라고 회상한 바 있었다. 

온갖 가지의 소문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전선 

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소식의 부재와 공식 논평에 대한 완전한 불신 

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소문은 유포되었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 

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온갖 가지의 이야기들이 풍부해졌다. “크렘린에 

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스탈린이 체포당했다"17)는 이야기 등도 떠 

돌았다. 그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희망이나 공포를 반영한 것으로서 어쩔 수 

15) N. Tumarkin(1994), p. 61. 
16) C. Ward(1993) Stalin's Russia, London: Edward Amold, p. 190. 
17) 같은 책 ,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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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군중들은 거리로 밀어닥쳤고， 그때 다 

시 갑자기 공황의 물결이 엄습하였다. 이미 반란과 약탈이 시작되었다. 상점 

과 그릇가게는 격노한 군중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거기에는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인상이 확산되었다. 식량과 연료， 그리고 무기도 없는 상 

태에서 수백만의 모스크비치들은 자포자기상태로 자신들의 운명을 하늘에 맡 

기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질서가 붕괴되고 있었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문과 공포는 역으로 생존의 의지를 불러일으 

키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사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독일군이 

저지른 만행은 넋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소련 사람들에게 일종의 ‘전기 

충격’과도 같은 것으로 작용하였다. 소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후방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전율했을 뿐만 아니라 전의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죽느 

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 독일군이 우리의 면전에서 온갖 만행을 저 

지르고 있다. 그런 그 자들이 감히 우리에게 용서를 구걸할 수 있겠는가. 

전쟁 초 이와 같은 혼란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것이었다. 소련 정부는 주민들의 전투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그들을 통제하 

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변하였다. 상당 정도의 애국심， 국가의 지도부에 대한 

믿음과 붉은 군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반면에 불만 비관주의 및 공포 역 

시 확산되고 있었다. 집단적인 심리는 복잡하고 때로는 갈등적인 특성을 드러 

내곤 한다. 그러한 갈둥상태가 지속된다면 분명히 국가는 통일되고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압력이 주어진다면， 

대중 심리는 적법성의 붕괴， 당국에 대한 저항， 사회적 통제의 실패， 법과 질 

서의 붕괴， 그리고 심지어 적과의 협력이라는 극단의 행동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군대가 모스크바 외곽에 다다르고 국가와 정부 기구가 수 

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인 1941년 10월의 공황은 얼마나 긴밀하게 얼마 

나 신속하게 사회가 무정부의 끝자락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18) K. H. BblKos(l991) "TpeSOll<H뻐 OK T5I6p ’ 41-ro," KeHT8sp, OKT.-lleK, c. 75. 그밖에 최 

근의 연구로는 Mikhail M. Gorinov(2000) "Muscovite’s Moods, 22 June 1941 to 
May 1942," Robert W. Thurston & Bemd Bonwetsch(eds.) The Peop!e's War: 

Responses to Wor!d War 11 in the Soviet Union, Urbana, IL and Chicago: 

University of lllinois Press, pp. 10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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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국가 관료， 공산당의 선전기구， 노동 

조합과 대중 조직은 주의 깊게 전시 대중의 심리 혹은 태도를 읽고 있었다. 

물론 정부는 그 이상의 것을 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대중적 태도에 영향을 미 

치고， 그것을 인도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였다. 

선전선동은 당과 콤소몰 그리고 다른 조직의 업무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선전선동의 목표는 애국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선포하고 

고취시키며， 애국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선전선동은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전선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 소련 측의 선전선동의 효율성은 당시 

영국 외무성의 각서에도 보고된 바 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엄청났다 그리 

고 그것은 “러시아인들을 단결시켰고 (…)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려는 엄청난 

열의와 결의는 소련 사람들을 홍분시켰다. ( ... ) 그들은 영웅주의라는 개인적 

행위에 헌신하였다.( ... )"19) 당시 그러한 선전선동이 진가를 발휘한 것은 이전 

처럼 선전선동이 교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에 솔직히 다가가 

진심으로 호소하였다는 데 있었다. 

스탈린과 전시 선전기구는 독일과의 전쟁을 신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에트 인민의 정신을 동원하기 위해 ‘과거의 이용’ 즉 러시아의 전설적인 전사 

와 짜르 시대의 장군들 그리고 구러시아 문화 영웅들을 이용하였다. 러시아의 

민족적 자만심과 용기라는 주제는 인쇄 및 영상 매체 선전의 단골 메뉴로 되 

었다.6월 23일에， 프라브다 지에는 그 전쟁을 “소비에트 인민의 위대한 애국 

전쟁”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한 기사가 실렸다. 같은 날， 벨로루스키 철도역에서， 

전선으로 떠날 군대는 ‘신성한 전쟁’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축하를 받았다. 

당연히 그러한 ‘과거의 이용’에는 스탈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일군의 

모스크바 진격으로 수도를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심하던 스탈린은 대중 

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수도에 납기로 결심하면서， 10월 혁명 기념 

행사를 여느 때처럼 거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 행사는 혁명적 공산주 

의자로서 혁명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행사는 외부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애국적 결의에 충만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쟁을 러시아의 대의에 전 국 

민을 결집시키는 위대한 애국전쟁으로 선포하였다. “독일 놈들이 바라는 것이 

19) G. R. Urban 어.(1986) 5때inism: its impact on Russia and the W orld, 
Carnbridge: Harva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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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살전이라면， 말살 당하는 쪽은 놈들이 될 것입니다”라는 스탈린의 선언은 

길고 요란한 박수를 받았다.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 ... ) 독일 놈들을 마지 

막 한 놈까지 모조리 처치하는 것입니다. (…) 독일 침략자에게 죽음을!"20) 

다음날 붉은 광장에서 낯익은 행진이 있었다. 그것은 10월 혁명 기념 열병식 

이었다. 지휘권을 막 주코프에게 넘겨준 멋쟁이 기병대 사령관 부폰늬이 원수 

가 사열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부대원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직접 나 

와서 한 것이 아니라 크레블린에서 촬영한 필름을 통해서였다.21) 이번에 그는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의가 긴 세월을 내려온 러시아의 대의임에 의 

심을 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드미트리 돈스코 

이， 쿠즈마 미닌과 드미트리 포좌르스키，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미하일 쿠투조 

프.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용맹한 넋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기를!"22) 

이들은 튜튼 기사단， 타타르 족， 17세기의 폴란드 침략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을 격퇴했던 인물들이었다. 스탈린은 더 이상 혁명적 열정에 호소하지 

않고 더 깊은 민족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역사의식에 호소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스탈린은 모든 수단과 방법 

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공포심을 조장하도록 하였다. 1942년 9월8일자 스탈린 

그라드 전선 소식지 『스탈린스코예 즈나미아』에는 사지가 묶인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파 

시스트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되 

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소녀를 강간한 다음， 탱크 밑으로 던져 버릴 것이 

다. 전사들이여， 전진하라， 적군을 사살하자. 그대의 임무는 침략자들이 그대 

의 딸을 강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한 선동은 당시의 분위기를 상징 

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껑) 

국가의 강압적인 조치도 발효되었다. 술주정꾼， 약탈자， 식량 파괴， 방화， 그 

리고 공황은 초기의 나날들에서 가시적인 것이었다. 특히 모스크바의 분위기 

는 일리야 에렌부르그의 말 그대로 “역겨웠다" 당국은 반역자， 겁쟁이 또는 

20) ]. Stalin(1945) The Great Patriotic War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pp. 
33-34. 1941년 11월 6일 연설. 

21) E. Radzinskii (1996)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trans. by H. T. Willetts, New York: 
Doubleday, p. 468. 

22) B. KapLIHH(1996)"HaBalI<LIeHHe," ßHTepaTypHaJl ra3eTa, HO. 19, c. 6. 
23) 인토니 비 버 (2003), 180-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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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및 정병기피자로 의혹을 산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비밀경찰이 몰려와 약탈자들을 사살하고 질서를 회복했으며， 열의에 차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수많은 자원자들이 노동부대로 편성되어 땅을 파내어 방어 

시설을 만들거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곧바로 전선으로 

이동하였다. 본보기로 열 명에 한 명씩 아파트 건물 관리인이 총살되었다，24) 

이와 같이 설득과 강제의 조합을 통해， 정부는 전시 대중동원에 성공하였고， 

전쟁 초의 사회적 혼란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나마 당국으로서 다행스 

러운 것은， 대중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전쟁의 승패만이 아니라，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 하는 전쟁의 본질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전쟁 수행 노력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전선에서의 승리와 실패에 따라 자동 

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축된 애국심은 

1941년 가을 경에 완전히 소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본질은 주민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선택의 폭을 줄여 놓았다. 독일이 어떠한 

전쟁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붉은 군대가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떠한 환상 

도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달라졌던 것이다. 그만큼 상황은 다급해졌던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소련 사회는 부활하였다. 더구나 히틀러의 가혹한 

정복과 착취는 스탈린 체제에 커다란 염증을 느끼던 사람들조차도 돌아서게 

만옮으로써， 히틀러가 호언장담했던 ‘문짝을 부수면 무너져 내릴 듯한 썩어빠 

진 구조’를 오히려 더욱 받쳐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3. 전쟁과 ‘변화하는’ 사회심리: 

실질적인 공포， 실질적인 위험， 그러나 ‘끔찍한’ 자유 

동부에서 히틀러가 추구한 것은 박멸 전쟁이었다. 그의 계획은 소비에트 사 

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파괴하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며， 장차 수많은 

독일 식민주의자들에게 고용될 인간 노동력을 위해 살아있는 원주민을 축소 

시키는 것이었다. 

9월 29일에 히틀러는 임박한 등 보이는 레닌그라드 점령 뒤 그 도시를 “지 

24) J1, CHLlOPOBCKHll(1990) "MapmaJl no6eLlY," ABPOPa., HO, 5, 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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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 쓸어 버려야한다”고 명령하였다. 같은 달에 모스크바 진격을 결심했 

을 때， 그는 모스크바를 완전히 파괴해서 커다란 인공호수로 바꿀 것이라고 

맹세하며 “모스크바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령부에 

서 식사를 하면서 히틀러는 자신의 동방 계획 자기가 정복한 아시아 ‘짐숭들’ 

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정) 더 나아가 자신의 군사 전문가들이 ‘운터 

멘센(U ntermenschen 인간 이하의)’ 슬라브인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태도를 

취할까 봐 우려한 히틀러가 1941년 3월 30일에 지도적인 장군들을 다음과 같 

이 괴롭혔을 때， 침략에 앞서 이미 비풀어진 그의 심성이 잘 드러났다. “러시 

아에 대한 전쟁은 기사들의 싸움 같은 식으로 벌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 

쟁은 이데올로기와 인종적 차이의 전쟁이며， 유례없고 무자비하며 가차 없는 

혹독함을 갖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소련 인민위원들은 국가 사회주 

의에 직접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의 담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위원들은 일소 

될 것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죄의식을 느끼는 독일 병사들은 (…) 용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점령지의 많은 장교들과 히틀러의 민간인 부하들은 공산 

주의자들， 그리고 물론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도자들도 처형하는 

등 이 야만적인 정책을 충실하게 시행하였다.26) 

특히 나치스는 소련의 유대인과 전쟁포로들을 야만적으로 취급하였다. 벨라 

루시， 우크라이나 둥과 같은 지역에 대한 나치스의 지배는 상상을 초월할 정 

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점령지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전례 없는 고난과 재난 

을 겪었다. 러시아의 전쟁 포로는 근대 전쟁의 역사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 

한 혹독한 조건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먹거리는 딱 

굶어 죽기에 알맞을 정도로 형편없었고 심지어 한 겨울에도 야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포로가 된 약 570만 명의 적군 병사들 가운데 

57%에 이르는 330만 명이 기아와 견디기 어려운 조건 및 야만적인 대우 때 

문에 사망하였다.27)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은 나치스의 최초의 목표였다. 게토에 수용된 유대인 

가운데 거의 모두가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거나 그들 자신의 거대한 무텀을 

파고 난 뒤 집단 총살을 당하였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 독일군은 때때로 유대 

인을 산채로 매장하였다. 1941년 9월 29일 30일에 33.371명의 키예프 유대인 

25) 리처드 오버리 (2002) ， 136쪽. 
26) 존 M. 톰슨(2004) ， 440-441쪽. 

'2:7) 같은 책，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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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키예프 외곽에 있는 바비 야르 협곡으로 이송되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 

체로 발가벗겨져 기관총으로 사살되어 협곡으로 떨어졌거나 던져졌다. 1941년 

가을 동안 약 9만 명의 키예프 유대인들과 1만 명의 비-유대인들은 소비에트 영 

토에서 수행된 최초의 대량 학살지인 바비 야르에서 죽었다.잃) 1941년에 키예프 

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소설가 아나툴리 쿠즈네초프(AHaTOAßß KY3HeUOB)는 당 

시의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독일군이 체포 

당한 유대인을 그처럼 처참하게 학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것은 섣부른 휴머니즘이었다. “음， 그들은 추방당한 게 아니야， 음， 그들은 총살 

당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겁에 질린 채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 

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았다 “바비 야르에서 기관총이 규칙적 

으로 발사되는 타-타-타-타- (…) 라는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왔다."29) 

슬라브인들의 상황 역시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반공산주의의 제물로 되었다. 수백만 사람들은 독일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노예 노동력으로 독일로 끌려갔다. 독일군은 온갖 구실과 핑계를 대어 

현지 주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하였다. 약탈은 일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라는 전쟁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옥’이었지만， 소련에 대한 독 

일의 점령은 서유럽의 나라들에 대한 점령과 전혀 닮은 게 없었다. 

이와 같은 독일군의 만행이 점점 알려지면서 소련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고， 더욱 집요하고 맹렬하게 싸웠다. 러시아에게 나치스가 시 

행한 악독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침략자들을 격퇴하겠다는 소련 인민들의 

결의를 단련시켰을 뿐이었다. 그 당시 로스토프에 살고 있었던 로이 메드베제 

프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나치가 로스토프를 점령한 이후， 미 

처 떠나지 못하고 도시에 남아 있던 “일가친척들은 모두 자결을 하거나 자살 

도 하지 못한 친척들은 모두 독일군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회상하면서， 그와 

같은 독일군의 만행은 참전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기꺼이 

싸우러 나갔고， 또 나는 장렬하게 전사하려고 하였다."30) 소련 사회 전체에 

거대한 자원의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후방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에서도 전쟁 수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28) 볼프강 벤츠(2002) r홀로코스트~， 최용찬 옮김， 지식의 풍경， 89-91쪽. 

29) A. Anatoli Kuznetsov(1970) Babi Yar : A Docu.ment in the Form of a Novel, 
New York, pp. 93, 96. 

30) N. Tumarkin(l994),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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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게 일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시간을 하루 두 시간씩 연장하 

도록 탄원하였고 초과 노동 시간에， 또는 단순히 자신이 맡은 일이 완성될 때 

까지 계속해서 노동하는 데 동의하였다. 가정주부와 연금생활자들 역시 스스 

로 공장으로 갔다. 그와 더불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전시 방어 기금을 기부 

하고 붉은 군대를 위한 의복을 모으거나 수혈하기 시작하였다.3D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보 

편적인 생존의지의 반영인가 혹은 보이지 않는 총구를 의식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인가， 아니면 전쟁 이후 전쟁을 증언한 글들 속에 빈번히 둥장하듯이， ‘자 

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의 움직임이었을까. 분명히 이것은 보편적인 생존의 

지의 반영이기도 하고， 당의 강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당시 당과 콤소몰 활동가들은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하였 

고， 자원하도록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신문， 라디오， 문학작 

품， 영화 등을 통한 ‘적개심과 애국심’의 분위기 조장은 거의 ‘극적인’ 것이었 

다. 결국 일탈이나 다름에 대한 의식 • 무의식적 공포와 사회적 분위기와 자신 

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진 정체성은 군인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희생할 욕구 

를 자아내게 하였다. 한마디로 ‘스탈린 체제의 집단적 히스테리 조작의 기술’ 

의 효과가 발휘되었던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 당시 언론은 일선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스탈린 동지’의 영웅적인 지도력을 칭송하고， “스탈린 

을 위 하여 !"라는 구호를 외 치 며 적 진으로 뛰 어 든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다분히 선전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인식은 언론의 보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 

들을 전장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스탈린을 위하여!"라 

는 모토 혹은 전쟁구호는 정치 장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줄곧 사용되었지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32)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네발로 기어 다니고 

땅 속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잠에 끓아떨어질 때에도 언제나 모두 함께 ‘만세! 

(Ypa!)’를 외쳐댔지만， 스탈린과는 교제하고 싶은 생각은 럴끝만큼도 없었다"잃) 

시인 출신의 병사인 유리 베라시가 쓴 시 역시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 

다. “솔직히 말하자연/우리가 참호 속에서 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바로 

스탈린이었다."34) 

31) ]. Barber(1991), p. 7. 
32) E. C. CeIUlBCKaJI(1앉E) 1941-1945: φipoHToBoe nOKOJ1eHRe, MoCKBa: POCCl1EH, CC. 132-133. 
33) B. ACTaφbeB (1994) "nllCbMa OT 7 IIIOHe 1982 r. ," 개'HTepiJ. TYPHiJ.J1 riJ.3eTiJ., HO. 16.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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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쟁은 국가의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마련이다. 다른 나라들은 통례에 따라 전쟁시기에 통제를 강화 

시켰던 반면에， 소련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전쟁 초기에 국가는 나라의 재원 

을 신속히 동원하는 대대적인 과업에 몰두한 나머지， 주민의 행동을 예전처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소련 

에서는 전쟁과 더불어 많은 것들이 허용되었다. 더구나 소련이 처한 상황 역 

시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 소련은 당시 생존을 위한 두 개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나치스라는 적에 맞서， 또 하나는 기아에 맞서 전쟁 

을 해야만 하였다.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었던 소련 지도자들은 고의 

로 일찌감치 민간인들에 대한 식량 공급의 책임을 지역 당국과 개별 국민들 

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의 단호한 결정 

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은 생존본능에 따른 행동 

에 불과한 것으로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대응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부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유리 부르친 (10. l3ypnlH)은 “이 

것은 사람과 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경향이었다”잃)고 말하였다. 

이러한 ‘독자성’ 혹은 ‘사람과 정부 사이의 완전히 다른 관계’는 전쟁 이전 소 

련 사회와 비교해보더라도 변화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수 십 년 동안 소련 사회는 ‘준전시’ 상태에 있었다. 혁명과 내전， 사회 

주의 건설을 위한 총동원 그리고 대숙청을 겪으면서 소련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한 과업에 적극 동참한 게 아니라， 위 

로부터 부과된 과업을 실행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독립된 

자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체제를 떠받치는， 그 

체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은 개인 

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완전히 다 

른 경향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생겨났다. 농촌 주민들과 도시 

민들은 사적 부속지와 농부들의 시장 및 공장 농장들의 연계망을 통해서 ‘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식량 위기에 적응하였다.36) 

34) 인토니 비 버 (2003), 242쪽. 
35) 삐. 5YPTHH(1993) “BOI!:Ha, ‘nopa CB060I1Y'," OKTJl 6p, HO. 6, CC. 7-16. 여 기 서 는 C. 14. 
36) w. Moshkoff(1990) The Bread of Affliction : The Food Supply in the USSR 

during World War II, Cambridge : Cambridge Uni. Pres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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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공장들은， 과도한 부하가 걸린 중앙집권적 설비 분배 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운송 탓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자체 용구와 공작 기계를 제작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강철 공장은 공구와 금속 및 전력을 부업으로 자체 생산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립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없었더라면 “공업 경제 

와 그 직원들은 1941-1942년의 폭풍을 헤쳐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37) 전시의 

중앙 집중화의 한계가 드러나자，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을 자급자족하였다. 그 

것은 ‘탈집중화’ 과정이었던 것이다. 1942년 한 해 동안 소련군의 탱크 생산량 

은 상반기의 11，애0대에서 하반기에는 13，600대로 늘어나 한 달 평균 2，200대 

가 넘는 탱크를 생산했다. 비행기 역시 상반기의 9，600대에서 하반기의 15,800 

대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물론 수많은 민간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들은 그러한 집단적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38) 

군대 내에서도 변화가 허용되었다. 그것은 단일 지휘 체계를 부활시킨 1942 

년 10월 9일에 발표된 제307조 법령이었다. 군대의 지휘 체계는 이중적이었 

다. 군사령부와 그들의 사상을 점검하는 이른바 ‘정치 위원’인 코미사르로 이 

원화되어 있었다. 이제 제307조 법령을 통해 코미사르는 단순한 자문이나 ‘교 

육적’ 역할로 강둥되었다. 1942년 가을에 일선 정치 기관원이 강등되고 장교 

들이 매 시간 정치적으로 올바른가를 점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행동 

할 수 있었을 때 군에서 개인의 책임감이 고양되었다. 1990년 승전 기념일에 

소설가이자 참전 용사인 콘드라티예프는 전쟁이 개개 군인들에게 커다란 책 

임을 부여했다고 회상한 바 있었다.39) 개인의 더 큰 책임감은 분명히 붉은 군 

대의 전투력에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통제의 무의미한 중압 

에서 수많은 지휘관들을 풀어 주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도 

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식인 집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에 당의 밀착 감시를 받던 예술가 

와 작가 및 과학자들은， 소련 소설가 보리 스 파스테르나크(50pHC naCTepHaK) 

의 말을 빌리면， 자문과 선전 활동에 대한 기회가 폭발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호홉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새로 창설된 국가 방위위원회나 고스플 

37) John Barber and Mark Haπison ed.(1991) The Soviet Home Front, 1941-1945, 
London & New York, p. 187. 

38) 인토니 비 버 (2003), 310-311쪽. 
39) G. Gibian (1993),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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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서 핵심적인 정부 직책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사례들은 통제의 완화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시 통제 완화는 독일의 점령 시기에 그리고 민족적 · 국가적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에서 분명한 효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외적인’ 분 

위기는 - 책임감， 독립심， 자발성 - 국가에 의해 부여된 수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가. 혹은 그러한 분위기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 

존 본능을 지나칠 정도로 비약시킨 ‘낭만적인’ 견해가 아닐까. 

파스테르나크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것의 실질적인 공포， 실질적인 위 

험，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은 비인간적인 것이 지배하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차라리 하나의 축복이자 은총이었다”때)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증언한 것은 

이른바 전쟁이 가져온 해방감이었다.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었기에 그러한 자 

유를 자극하였고， 그 자유는 자연발생적인 융통성， 삶의 강렬함， 섬뜩한 극기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정직한， 깊은， 그리고 공유된 슬픔뿐만 아니라 적에 대 

한 증오 속에서의 합의는 민족의식을 재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노력의 분출로 이어졌다. 이러한 감정은 너무나 

강력해서 대숙청 이후 사회를 괴롭혀 온， 복종할 팔자를 타고났다는 암울한 

풍조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태도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즉 권력적인 국가동원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내부적 차이를 넘어서 집단적인 ‘새로운’ 사회 

심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상징적 기제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 소련 사람 

들이 하나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인간임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물론 그러한 행동은 독일의 잔혹함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증오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공적인 생활에서는 증오라는 주제가 하나의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알렉세이 수르코프는 “나의 이 두 손으로， 나는 그들 모두를 교살하 

고 싶다고 썼다. 콘스탄틴 시모노프의 「그를 죽여라! J는 그러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독일 놈들을 죽여라 그를 즉시 죽여라/ 그리고 

그 놈들을 볼 때마다 -그를 죽여라" 그러한 증오는 엄청난 조소를 동반하였 

다. 히틀러， 그의 총아들，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서커스， 최전선 쇼， 그리고 그 

40) Geoffrey Hosking (1985) A History of Soviet Union, London,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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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예술에서 나폴레옹의 후예들， 육체적 타락자 - 잔인한， 교활한， 그리고 

어리석은， 추잡한， 뚱뚱하거나 뼈만 앙상한， 여자 같은， 그리고 악마 - 로 묘 

사되었다.41)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시 사회심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과 조국이 

었다. 가정과 조국은 애국심과 반파시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기제 

의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지역 계층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내부적 차이를 

넘어 통합된 의식을 형성케 하는 것이었다. 콘드라티예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 전숭되었던 조국에 대한 사람들의 오래된 사랑 

은 우리의 숭리의 원천이었다. 나는 이데올로기가 전쟁에서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42) 

소비에트의 선전이 사람들에게 믿게 했던 것과 달리， 병사들은 공산주의 혹 

은 소비에트 정부와 같은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물론 일부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그들의 조국， 그들 자신의 고향， 

그들 자신의 집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 

다. 병사들은 ‘그 체제’를 방어할 의욕이 거의 없었다. 스탈린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1941년 9월에 미국 대사 해리먼(Averell H없꺼man)과의 대 

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 병사들의 전투의지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집) 

전쟁이 시작되어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스탈린이 만들어 놓았던 시간과 

불쾌한 냄새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유전자， 우리의 뼈， 우리의 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똥까지도"44) 흠빽 젖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잊으려 했고 (…) 우리는 기꺼이 싸우러 나갔다"뼈) 안나 아 

흐마토바(AHHa AxMaTOBa)의 표현대로 “드디어 우리의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46) 

역사가 지니흐(M. 3HHHX)에 따르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보호의 본능， 가족 

에 대한 방어”였다.47)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사적 공간’에 대한 방어를 국가 

41) R. Stites, ed.(1995) Culture and Entertainment in Wartime Russia,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 6. 
42) B. JJ. KOHApaTbeB(1990) "He TOJlbKO 0 CBoeM nOKOJleHHH," KOMM-yHHCT, HO. 7. c. 124. 
43) H. PHmHHa(1988) 지fHmb TOT OOCTOHH :f<H3Hb cBo6ooy, JJeHHHrpaA, c. 49. 
44) B. ACTa빠eB(lggj) "fl!!c버a OT 28 AeKa6pl!CT 1987 rOAa," BonpoCbI 찌Tepaη찌r， HO. 1. c. 184. 
45) KOHApaTbeB (1990), C. 115. 
46) 인토니 비버 (2003) ，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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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 시기가 일종 

의 해방， 자유를 맛보게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얘) 후에 유리 부르친은 이 

미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국가와 사람들 간의 변화하는 관계에 의해 특정 지 

워졌던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상황"49)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동 

맹과 같은 어떤 것이 이미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제기되었다."5이 1991년에 유 

리 샤라포프(에. lUapanoB)는 “전쟁은 사상과 행동의 자유， 그리고 가장 높은 수 

준의 책임감과 주도의 시기였다”고 썼다.50 

이처럼 전쟁 동안에 소련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한 존재였고， 운명이 자신들 

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꼈던 것이 

다. 이러한 감정은 분명히 전쟁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해있던 ‘수동적 

인 존재’와는 다른 것이었다. 콘드라티예프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였 

다. “우리는 말 그대로 시민임을 느꼈다. 우리 세대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우 

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52) “사람들이 전선에서든， 참호에 

서든， 탱크 및 전투기 안에서든 체제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체제의 족쇄로부 

터 벗어나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꼈던 때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53) 역사가 엘 

레나 세냐프스카야(E. CeH.lI BCKa.ll)가 묘사한 그 문구는 전후 참전용사들에 대 

한 인터뷰를 정리 평가하면서 썼던 것이다. 전쟁에서 보다 많은 자유， 보다 

많은 여지가 있었고， 의혹으로부터의 압력 및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은 

훨씬 줄어들었다.없) 결국 모쉬쿄프가 말한 바와 같이， 소련 인민들은 대체로 

“체제 덕분이 아니라 체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것이다.또) 

인간으로서의 감정， 즉 개인적 발의， 도덕적 자율성， 자립 및 책임성 등 이 

러한 전시의 사회심리는 소비에트의 공적인 영역에서 ‘낙관적인’ 시대로 묘사 

되었던 30년대 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개인적 생활， 친밀한 감정， 깊은 정서적 

47) M. c. 3HHHX.(1994) EYIIHH BoeHHoro J1JfXOJ1eTbJI 1941-1945, MOCKBa. C. 5. 
48) CeIDIBCKaJl(1995), C. 89. 
49) BYPTHH(1993), CC. 7-16. 
50) 같은 책. 

51) n mapan。B(1991) ”KaK npea rocnoaOM Eor。MqHCTuJ52) KOHnpaTbeB(1990), c. 113 

53) CeIDIBCKaJl(1995), C. 4. 
54) E. M. PlKeBCKaJl (1988) "lIaJleKHH rYJI," φ'y*6a HapOIIOB, HO. 7. c. 66. 
55) W. Moshkoff(1990),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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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확실성，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믿음의 소생을 반영한 것이었다. 밑으로부 

터 나온 그것은 브룩스(Jeffrey Brooks)의 말로 하면 이 전에 발생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실 되고 인간적인” 것이었다.56) 그리고 전쟁은 황폐화， 대중적 히 

스테리， 비탄，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전쟁 초 2년 동안 스탈린주의적 통 

제 및 강제에서 벗어난 일정한 자유를 가져왔다. 레닌그라드 시인 올가 베르 

골츠의 1942년의 시 r2월 일기 (February Di따Y)J 에는 이러한 역설이 적절하 

게 묘사되어 있다. 

추악함， 우울， 굶주립， 슬픔 속에서도 

죽음이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질질 따라다닐 때에도 

아 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맹렬한 자유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질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댄) 

에렌부르그는 전쟁 기간이 소비에트의 창조적 인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하였다. “사람들은 슬픔과 파괴를 묘사할 수 있었다" 

역사가 미하일 게프테르(M. reqJTep) 역시 전시 초반의 해방적인 분위기를 아 

래와 같이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그러한 해방의 분위기를 ‘자연발생적인 탈-스 

탈린화’의 시기였다고 명명하였다.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23살이었다. 나는 1941년과 1942년이 전쟁 중 

가장 암울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했다는 엄청난 

역설을 기억한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의 시기였다. 우리는 완 

전히 위기에 빠졌다. 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는 침공과 점령에 직면해서 산 

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다.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로 독립적인 인간이 되도록 압박하였다. 

( ... )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1941년은 1945년의 상황보다 훨씬 더 해 
방적이었다.잃) 

게프테르는 그 중거로 그의 대학동기가 보내온 전선의 편지를 제시하였 

다. 그의 친구는 1941년 7월 9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저 일개 군인 

일 뿐이라구! 위아래도 없고 떠들어댈 규율도 없다니까. ( ... ) 난 내가 늘 꿈 

56) R. Stites(1995), p. 8. 
57) N. Tumarkin(994), p. 64. 
58) 같은 책，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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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왔던 방식대로 살고 있다구."59) 그밖에도 그는 전시 탈-스탈린화의 본 

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중 작가 바실리 육쉰(B. illyKCHH) 이 쓴 놀랍지만 짧 

은 이야기를 상기시켰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집단농장의 관리자는 그의 일 

생에서 한 번 그리고 오직 한 번 그가 완전하고 책임 있는 인간이었다고 기 

억했다. 그는 12살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동생을 목장으로 갔다. 갑자기 

그의 동생이 아왔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가까운 도시에서 의사를 불러오 

라고 했다. 그는 말에 올라타 그의 동생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오 

로지 그 자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도움을 청하러 달렸다. 그는 흥분되었고， 책임감을 느꼈으며， 살아있음을 느 

꼈다. 그는 의사에게 당도해 그의 동생은 살아났다. 그러나 게프테르가 

1941-42년과 연관지었던 독특한 정서， 즉 위기의 드라마 속에서 주도의 느 

낌， 자립의 느낌은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6()) 

479 

라자레프(JI. JIa3apeB)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1941년에 고등학교를 마치 

고 곧바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세대에 속한다. 학교에서 우리는 전지전능 

한 최고 지도자에 관한 신화를 믿고 있었다. 1941-42년의 군사적 재앙은 우 

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스탈린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우리를 우리 자신의 힘 

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 관한 한， 전쟁의 처음 2 

년간은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 참된 해방과 동일시되는 시기였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들 개인에 의존하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외적인 자유의 감정 

이 주어 졌음을 느꼈다."61) 

전쟁 초 몇 개월을 특징짓는 솔직한 진실의 힘은 아마도 1956년에 쓴 네이 

만(삐. HeßMaH)의 r1941 J 이 라는 시 에 잘 나타나 있을 것 이 다. 

그 당시 모스크바의 나날들 ... 전쟁이 밀려왔다 ... 

말로 할 수 없는 인명손실! 후퇴와 패배! 

하지만， 그 해의 동지들은， 참된 진실을 말했네. 

활활 타고 있는 햇불처럽 밝은， 그러한 빛나는 시기! 

겁스를 부수는 것처럼， 속임수가 벗겨졌다. 

그리고 원인이 폭로되었고， 결과가 드러났다. 

그리고 둥화관제와 속임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 동지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우리를 평가했던 의성스러운 척도， 

59) 같은 책， p. 65. 
60) 같은 책. 

61) 같은 책，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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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질문서， 오랜 서비스， 지위와 나이 

모두 버렸고 이제 우리는 진실로 평가했다. 

그 해에 우리의 척도는 용기 · 신뢰였다. 
그리고 살아남았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신선한 기억이고， 여전히 신성한 

시계， 지붕， 그리고 방공 기구들 

그 당시 모스크바에서 폭발되었던 혼동 

위장한 건물들 

공중 폭격과 공습경보 해제의 조화 

그 당시에는 적어도 진실로 보였다. 

시민으로서 우리의 긍지， 순수하게 빛나는 긍지. 

이와 같이 전시에 소련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행동하였다. 대부분의 소련 

병사들은 ‘대조국전쟁’이라는 명분 앞에 개인적인 감정을 묻어 버린 듯이 보 

인다. 어쩌면 독일군보다 검열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스탈린 체 

제의 세뇌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는지도 모르고 이념적인 구호보다는 희생정신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정작 침략군을 눈앞에 마주하다 보니 

어떤 도덕적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해도 전시에 나타난 이러한 ‘예외적인’ 사회심리는 좀 더 다르게 평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의 시기가 짧지만 

분명 도래했던 것이다. 물론 탈-스탈린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분 

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스탈린 체제에 대한 조직적인 반체제운동일 수 

도 있고， 후에 나타나는 스탈린 개인숭배 격하운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시 

에 나타난 것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수동적인 존 

재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심성의 변 

화에 한정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심성의 변화는 또한 

미래를 장빗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까지 많은 학계와 문화계 지도자들이 전후 사회는 10년 전의 소 

련과 극적으로 다르게 보일 거라는 희망을 음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전쟁의 충격이 만들어낸 끔찍한 자유”이자， “그 시기는 우 

리의 가장 멋진 시간이었고 우리 삶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던” 것이다.62) 

62) R. Stites, ed.(199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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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상태로의 회귀’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소련 인민들은 낙관주의와 높은 기대 속에서 의 

기양양하게 동장하였다.40년 동안 그들은 전쟁， 혁명， 내전， 집단화와 공업화， 

숙청， 그리고 파시즘과의 투쟁을 딛고 일어섰다. 육체적 · 정신적으로 기진맥 

진한 그들은 휴식과 자신들의 영웅적 행동 및 고통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였 

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자부 

심을 느꼈다. 그러한 자부심은 전쟁 이후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귀에 대한 낙 

관으로 귀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테러도， 전쟁도 모두 끝이 났으니， 이제는 

평화로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없) 

이미 소련 사람들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잔인성， 우리 자신의 두려움 및 끝없는 굴욕에서”여) 해 

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전쟁 이후， 그러한 기대는 정당한 것으 

로 판명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보상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무서 

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에 일격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 이후에 

바라게 될 것이다. 그땐 모든 것은 공정하고 순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65) 사람들에 대한 보다 커다란 믿음， 무 

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량 체포의 종결， 보다 많은 표현의 자유， 규제 없는 운 

동， 콜호즈의 폐지 둥 이 모든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벌어질 것이라고 병사 

들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참호 속에서， 스탈린그라드에서， 그 

리고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다.66) 

전반적으로 그들은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개선될 것이고， 생활이 보다 나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67) 파메란츠(r. nOMepaHl.\)는 전쟁 이후에 병사 

들이 ‘정치위원(nonec/politica1 functionaries) ’68)을 교수형에 처하게 할 것이라 

고 젊은 장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 회의에서 ‘우리의 병폐’없)에 대한 

63) 존 M. 톰슨(2004) ， 얘4쪽. 

64) T. ByJl때OBH'I (1991) Taκ Ha BoitHe, MOCKBa. C. 136. 
65) 같은 책， CC. 134-135. 
66) KOHLlpaTbeB(1990), C. 116. 
67) K. CHMOHOB (1987) "YpOKH HCTOpHH H LlOJlr nHCaTeJUl," BoeHHO-HCTOpH'leCKHit :tryPH.찌 

HO. 7, c. 44. 
68) r. nOMepaHu(1993) "3anHCKH raLlKoro YTeHKa," 3H.없J/， HO. 7, c. 155. 

69) 같은 책， c.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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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개적인 토론은 민주주의가 태어나는 

순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사람들은 파시즘에 맞서 싸워 이겼고， 이제 그들을 

억눌렀던 모든 폭압적인 제도 및 정책이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70) 

하지만 그런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다. “비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전쟁 시기는 

살아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 각자에 의해 공동체의 감정의 

자유롭고 더없이 행복한 복원이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너그러움이 숭리 그 자 

체로 표현된 후， 심지어 각자가 그러한 희생을 지불한 이후，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관대한 것으로 입증된 이후， 가장 어둡고 가장 어리석은 전쟁 이전의 

시기의 잔인성과 책략으로의 회귀가 있었다. (…) 그것은 첫 번째 시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규범적인 것이었다." (올가 이빈스카야의 회고) 

1957년에 ‘소비에트 영웅’ 칭호를 받았던 갈라이 (M. raJlJIaìf)는 1995년에 이렇 

게 썼다. “승리 이후 불공정 억압의 분위기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시의 순진한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71) 

소련의 승리 이후 베를린에서 열린 최고위급 장교들을 위한 한 연회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 당시 그 연회에 참석했던 예 

브게니 돌마토프스키 (E. aOnMaTOBCKHß)는 비쉬네프스키 (B. BHillHeBCKHìf)가 연회 

에서 한 말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훨씬 더 다르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탈린 

동지가 과거에 범한 잘못을 용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처형 

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라소프 도당올 제외한 모든 포로는 

자유로워져야 하고， 모든 수용소는 폐쇄되어야만 합니다. 그 때 츄이코프 장 

군은 위협적으로 “입 닥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비쉬네프스키는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잔을 들어 올렸다. “자유를 위해! 레년의 국가의 자유를 

위해! 그 누구도 레닌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전선의 정치 분 

과 대표인 글라쉐프는 창백해졌고 그의 앓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나는 시모 

노프의 얼굴 위로 분노가 이는 것을 보았다. 상황을 호전시키고자 한 시모노 

프는 “나는 제8수비대와 그의 병사들을 위해 축배를 들 것을 제안합니다!"라 

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비쉬네프스키는 계속해서 외쳐댔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 

든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나를 의심하는 누군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70) r. BOPJllOroB(1990) "Yl<paJlëHHaR no5eJla," KOMCOMOJ1CKaJl flpaBJla, HO. 5, c. 1. 
71) M. r떠ll1all(1995) "BblrpaB BOllHY, 뻐， 1< HemaCTblO, He B비rpaJlH MHpa," !Jp yx<6a Hap0I10B, 

HO. 9,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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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쉐프 장군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브세볼로드 비쉬네프스키! 

당신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만 비쉬네프스키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는 전쟁 이후 아무런 허락 없이 크 

렘린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안으로 들어갈 때 권총 

을 뺏지 말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쉬네프스키는 그의 말을 마친 후 침묵 

에 빠져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침묵을 유지했다 .... 두려 

움을 알지 못했던 전장의 이러한 영웅들은 평화의 바로 그 날에 공포를 느 

꼈다 ..... 물론 그 자리에는 전선 담당 정치 분과 대표인 글라쉐프 부관도 참석 

하였다. 그는 “당국”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는 사건을 보 

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나는 글라쉐프를 바라보았다. 그는 백지장처 
럼 창백해 있었다.η) 

병사들이 전선에서 돌아올 때 가져왔던 자유와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사 

랑의 정신은 분명히 스탈린과 그의 측근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스탈린은 

이러한 평범한 젊은 병사들 속에서 ‘미래의 데카브리스트들’을 보았고 이러 

한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이전의 정신의 한결같음과 불구를 복원시 

키기 위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승리 직후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는 탄압의 새로운 물결을 통해 침울해졌고 억압적으로 되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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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탈린은 승자의 세대에 대한 공격을 착수했다. 공격은 인민을 “톱 

니들cogs"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승리 이후 이것은 거대한 톱니바퀴 

안의 작은 톱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개 

성’과는 관계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에 의해 달성되었다，74)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는 러시아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을 짓밟는 것도 잊지 않았다. 1946년 2월 

9일의 한 연설에서 그는 실신상태의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세계에 포위된 그들 

은 다시 한 번 희생을 치러야 하며， 공업을 건설하고 나라의 경제를 강화시키 

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될 거라고 말했다. 더구나 격렬한 강제적 공업화와 

함께， 소련 인민들은 지적 생활에서 스탈린주의적 통제와 공산주의적 정통성으 

로의 복귀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이 곧 분명해졌다，75) 이처럼 전쟁 이 

후 국가는 ‘정상’은 정상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정상(1920년대 네프시기)이 아 

닌 10여 년 전 테러가 기승을 부린 그런 ‘정상(1930년대)’으로 복귀되었다. 

72) E. lloJIMaToscKIiIl(1995) "O'leSliaeu. nliCaTeJlb Ha SOIlHe ," OKTJIφ" HO. 5. c. 63. 
73) B. 11. KOHllpaTbes(1985) KpaCHble BopOTa, Moc l< sa, CC. 411-412. 
74) B. 11. KOHapaTbes(1990. 6. 20.) "KaKaß :t<e OHa, npaSlla 0 sollHe?끼 npaBlla. 
75) 존 M. 톰슨(2004) ，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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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아남은 것은 스탈린과 그 체제였다. 한 참전 용사는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독일 파시스트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에 맞선 고향에서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수였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들을 용서하였다. 직접적으로 전쟁 이후 그들 

은 우리 를 궁지 로 몰아넣 었고 우리 를 정 복하였다. ( ... ) 우리 는 승자의 그림 자 

일 뿐이다. 우리는 지배당한 존재이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76) 

그리고 생활은 또다시 ‘무미건조한 과업’의 지루한 반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파스테르나크의 말을 빌자면 ‘철저한 죽음을 진지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1946년 2월에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선언하였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체제가 숭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비에트 사회체제 

가 성공적으로 적의 화염의 시험에 저항했으며 그것의 완전한 가능성을 입증 

한 것이었다 "π) 그 전쟁 이후 소련은 혁명의 요새라기보다는 하나의 국민국 

가(nation-state)로 발전하였다. 즉 전쟁은 러시아 혁명의 광채를 가리면서 현 

대 소비에트 국가의 창건 신화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76) T. ByJ\때。BHq(199l) TllM, Ha BoltHe, MocKBa, C. 252. 
π) 1. V. Stalin(1967) Sochineniia, vol. 3,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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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 

"The spontaneous de-Stalinization": 
The Phase of ’the Great Patriotic War' 
in Russian ’ s Memoir and Re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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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 Dong-Ha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spontaneous de-Stalinization" in ’the 

Great Patriotic War,’ 1 will analyze the phase of ’ the Great Patriotic War' 

in russian' s memoir and recollection. 

According to their memoir and recollection, the situation is like that. After 

the Germans invaded the Soviet Union, she had suffered the greatest militarγ 

disaster. Popular responses to the outbreak of a devastating war ranged from 

disbelief to patriotic outrage and misplaced confidence in an irnmediate 

victory, to outright panic. They were in crisis. S때in’ s totalitarian system 

had f;머len ap따 in the face of the invasion and occupation. 

But in this time of crisis, 야:!Ople were suddenly forced to make their own 

decision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Events press벼 us into 

becoming truly independent human beings. This was a period of spontaneous 

de-S떠U띠za디on. Peo미es were fully and responsibly human. Those unique 

feeling is the sense of initiative, of self-reliance within the drama of crisis. 

However, by 1943(after Stalingrad) the war machine had been more or 

less consolidated, and Stalinism once more revived with it. In stalin’s eyes, 
the wartime reliance on individual initiative was utterly in compatible with 

his continued or, rather, renewed totalitarian control of the country. To 

that end he drew up a series of draconian control measures.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논문심사일정 

2005. 10. 5 
2005. 10. 21 -2005. 11. 15 
2005.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