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준의 ‘붉은 광장’:
해방기 소련여행의 지형학

김 진 영

- 개요 - 　
1920년대 중반 이후 좌·우로 양분화되기 시작한 소련 담론은 해방기에 

이르러 노골적인 이념전쟁으로 전개되었는데, 소설가 이태준의 1946년 소련
방문 기록은 여행기를 매개로 한 남·북 이념대립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기 소련여행기의 원형이라 할 이태준의 소련기행
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인들이 구성해낸 소련 담론의 공통 주제들을 짚어보
고 있다. 해방이 가져다 준 ‘신흥’의 열기는 세계대전의 승리와 복구 작업
에 한창이던 소련의 활력에 조응하는 것이었고, 방문하는 측과 환대하는 측 
모두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일치된 집단 도취적 분위기에서 여행은 행해졌
고 기록되었다. 이태준이 보고 감탄한 것은 망막을 뛰어넘어 뇌리에 비친 
개념의 투시도 으며, 그 기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토피아-소련과 유토
피아-조선의 미래를 앞당겨 선험하고 확신한 관념의 청사진으로 읽혀진다. 
논문은 네 파트로 나뉘어, 해방기의 소련 열풍, ‘붉은’ 미학의 의미, 시베리
아 유토피아니즘, 소련의 새 인간 타이프에 대한 인상을 심도 있게 다룬다. 
해방기 소련여행의 맥락과 의의는 앙드레 지드의 1936년 소련여행, 그리고 
1896년 조선왕조 사절단이 기록한 첫 러시아여행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
료히 드러나게 된다. 

주 제 어: 여행기, 소련, 해방기, 이태준, 앙드레 지드, 시베리아 유토피아니즘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해방기의 소비에트 러시아 열풍

 
“지금 일본문단으로 말하면 뿔예술 대 푸로예술의 격렬한 투쟁중이다. 이

러한 추세는 우리문단을 권외로 할 리 만무하다. 멀지 않은 앞날에 표면으로 

나타날 현상의 하나이다.”1) 개벽 1923년 1월호에 실린 박종화의 진단이다. 
실제로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이 조직되고, 같은 해 8월에 조선 프롤레타

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정식 출범함으로써 문단은 순수문학과 경향문학

의 양 진 으로 갈라지는데, 이론 논쟁과 창작에 있어 양분화 된 향후 10년

간의 문단사에서 우위를 차지한 편은 프로문학이었다.2)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것이 1928년, 카프가 공식 해체된 것이 1935년의 일

이다. 이후 해방될 때까지의 ‘암흑기’ 10년을 지내고 표면에 재부상한 좌익 

프로문학은 1946년 2월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다시금 문단을 

주도해나갔다. “해방 이후 3년 정도의 기간에 출간된 대략 1천 700종의 도서

들을 살펴보면 ‘해방공간’의 출판 상황이 좌익 출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3) 러시아문학의 번역 실태만 보더라도 당시 지

식인 계층에 뿌리내린 사회주의 혁명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위상을 확인하기

란 어렵지 않다. 
1920년대의 러시아문학 전성시대를 거쳐 1930년대에 이르면 러시아문학의 

번역물은 양적으로 현격히 줄어든다.4) 산문의 경우, 투르게네프나 도스토옙

스키의 고전 대신 안드레예프, 콜론타이, 솔로굽, 조슈첸코, 고르키, 가르신, 
파블렌코 등 동시대 작가들이 번역되고, 시에 있어서는 혁명 시인이거나 혁

명에 관한 시를 쓴 현대 시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드라마, 평론 등의 기타 

장르에 있어서도 동시대 소비에트 작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반 식자층의 

관심이 혁명 후의 러시아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1) 박월탄(1923) ｢문단의 1년을 추억하야 현상과 작품을 개평하노라｣, 개벽 31, 5쪽. 
본 논문에 인용된 옛글은 현대 어법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조절하 다. 작
가의 창작물인 경우, 또 문체를 살려야 하는 일부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았다. 

2) 백철(1986)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80-416쪽 참조.
3) 조상호(1999)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나남, 76쪽; 강준만(2004) 한국 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155쪽에서 재인용. 
4) 1930년대 번역 실태에 관해서는 김병철(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

화사, 736-742쪽 참조.



1975년에 나온 국내 번역문학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5~1949년의 이른바 

‘해방공간’에서는 정치성 강한 소비에트 문학이 집중적으로 번역·소개 되었는

데, ｢승리｣, ｢전쟁의 표정｣, ｢첫 승리｣, ｢연착된 열차｣, ｢스타린그라드 반격｣, 
｢최후의 일선｣ 등, 제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웅물들이 주목을 끈다. 시 또한 혁명· 웅시가 대부분이었고, 번역물에 

포함된 푸슈킨의 고전시 역시 반전제주의 혁명과 자유를 외친 정치시 ｢자유의 

싹(Свободы сеятель пустынный...)｣과 ｢시이베리아에 보내는 편지(Во глубине 
сибирских руд...)｣ 2편이었다. 기타 장르로는 소련문학론이나 레닌 관련 

글, 소비에트 문학 현황, 소비에트 농민 문학 소개 등이 등장했다. 집계된 

총 70편의 번역물 거의 모두가 소비에트 혁명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

이야말로 당시 출판계를 지배했던 소련문화의 향력에 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5) 
1970년대라는 제한된 환경 하에 집계된 해방기 자료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조선에서 발간된 출간

물의 보완이 급선무일 터인데, 가령 문화전선, 문학예술, 조선문학과 

같은 북조선문학동맹 기관지들을 자료로 포함시킬 경우, 러시아-소련문학 수

용의 통계수치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물론 수정·보완 된다고 해도, 좌익 

주도의 출판 경향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대표되는 소련문학의 무게 중심

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부각될 뿐, 전체적인 지형도 자체가 변하

는 것은 아니다. “남한엔 공산주의적 이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고, 남한의 정치적 성향은 의심할 나위 없이 좌익적”6)이라는 1946년도 미

군정 장교의 보고서를 섣부른 반공주의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70%가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했다는 1946년 7월의 미군정 여론조사결과 역

시,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좌익·항일사상의 전통을 기억할 때, 지

극히 개연성 있는 실태 파악으로 여겨진다.7)

5) 김병철(1975), 837-841 참조. 
6) 정용욱(2002) ｢주한미군사와 해방직후 정치사연구｣, 정용욱 외,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백산서당, 46쪽; 강준만(2004), 155에서 재인용. 
7)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한 70% 이외에, 13%는 자본주의를, 10%는 공산주의를 좋아

하는 사상으로 꼽았다. 김민환(1991) 미 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강대언론
문화연구소, 36쪽; 강준만(2004), 155에서 재인용. 



8월 15일의 서울은 마치 쥐죽은 듯했다. 물론 주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조심스러운 기
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 어
제까지만 해도 텅텅 비고 조용하기만 했던 서울은 완전히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광장과 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대부분이 하얀 명절옷을 입고 있어, 끝없는 흰 바다가 흔들리며 들끓는 
것 같았다. 건물에는 태극기와 붉은 천, 소련 깃발들이 걸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들을 들고 다녔다.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해 두었던 비 장
소에서 꺼낸 것들이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천에 조선어와 러시아어로 표어를 써서 들고 다녔
다. “소련군을 환 합니다!” “소련군에게 감사하고 스딸린에게 감사한다!” 
“적군 만세!” “우리는 기쁘다. 기다린다. 감사한다!” ― 개인적인 전문을 연
상시키는 표어 중의 하나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학생들은 커다란 적색 천을 들고 다녔다. 거기에는 조선어와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위대한 소련군과 해방군에게 감사한다.” 글자와 
단어들은 정확하지 않게 쓰여 있었으나, 거기에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과 거
대한 감사의 뜻이 들어 있는지... 

몇몇 사람들의 손에는 레닌과 스딸린의 자그마한 초상화들이 들려 있었
다. 언제 준비할 수 있었을까? 마치 알고 있기나 했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연합국들의 깃발도 펄럭이고 있었다.8)

1940년부터 1946년까지 소련 사관의 사 부인으로 서울에 거주했던 역사

가 파냐 샤브시나는 1945년 8월 15일과 16일의 서울 정경을 이렇게 일기로 기

록했다. 8월 16일 오전,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던 순간에는 애국

가에 이어 인터내셔널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도 기록해놓았다.9) “목

격자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은 샤브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 미군 진주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3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한반도의 정서는 해방과 함께 

도래할 인민혁명의 기대감에 휩쓸려 있었으며, 소련 열풍은 결코 북조선에 국

한된 현상만이 아니었다.10) 해방직후 우후죽순 결성된 많은 단체 중에서 조-
미 단체가 “가장 인원이 적은 단체 중의 하나 다”는 샤브쉬나의 진술이나, 
다수 국민의 사회주의 경도 현상, 좌익주도의 출판계 경향 등은 모두 소비에

8) 파냐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1996b) 1945년 남한에서, 김명호 옮김, 한울, 70-71
쪽. 원저는 Южная Корея 1945-1946: записки очевидца, М.: Наука, 1974.

9) 샤브쉬나(1996b), 73. 
10) 해방기 북조선의 소련 열풍에 대해서는 남원진(2011) ｢해방기 소련에 대한 허구, 

사실 그리고 역사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83-319쪽 참조. 



트 러시아에 대한 민족적 환대 분위기를 말해주는 당대의 지표들이다. 
소련 외교부 인사의 회고와 미군정 측 보고서의 역사적 진위 혹은 정치적 

배경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기억할 점은 그와 같은 대중

적 소련 열풍의 맥락 속에서 이태준을 선두로 한 일련의 친소 경향 소련인상기

가 생산되었으며, 동시에 소련의 실상을 파헤쳐 고발하는 반소 인상기 또한 그

에 대한 반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11)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좌·우 양분

화의 길을 걸어온 소비에트 러시아 여행 담론은 소련과 일본이 전시 태세를 갖

추는 1930년대 후반부에 접어들며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시각으로 양극

화 되었고, 결국에는 좌·우 이념 대립의 표출 창구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전

쟁은 여행기의 공간에서 일찌감치 예행되었고, 또 실제로도 벌어졌던 것이다. 

 

2. ‘붉은 광장’의 미학

1946년 8월 조선문학자대회 의장단 자격으로 방북, 9주간(1946.8.10~10.17)
의 소련 방문, 1947년 5월 소련기행 출간, 그리고 마침내 월북으로 귀결된 

이태준의 급작스런 행보와 당시 전개된 좌·우 입장 충돌은 해방기 소련여행

을 둘러싼 담론 전쟁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2) 소련기행은 단행본 

출간 이전인 1946년 12월부터 해방, 문학, 문학평론 등의 잡지에 게재

되었는데, 그보다 앞선 1946년 11월에는 소련여행에 대한 이태준의 감회가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 지에 발표되었다. 

11) 해방기에 생산된 북조선측 소련기행문 관련 상세 정보는 임유경(2009a) ｢미 국립
문서보관소 소장 소련기행 해제｣,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349-370쪽 참조. 해방
기 반공 기행문 연구는 이행선(2013)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
문과학연구논총 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5-108쪽; 이행선(2015) ｢단정기, 
‘스파이 정치’와 반공주의｣,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49-180
쪽 참조. 

12) 이태준의 월북과 소련기행 관련 논의 및 1차 서지학적 자료는 박헌호(2001) ｢역
사의 변주, 왜곡의 증거: 해방 이후의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 4, 깊은샘, 393- 
411쪽; 권성우(2005) ｢이태준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187-222쪽; 
임유경(2009a), 359-362; 배개화(2015a)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
자｣,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7-244쪽 등 참조. 



쏘베트는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전 문학에서 보던 사람들
은 없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받느니라, 아무리 
외치어도 잃어버리기만 하던 인간성의 최고의 것이 유물론의 사회에서 소생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리까! 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백천만 
웨친다야 미사려구에 불과함으로 예술이 인간에 보다 크게 기여하려면 인간
을 바르게 못살게 하는 제도개혁에부터 받쳐야 할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분투는 어둡고 구석진 듯하나 세계의 민주정신의 태양이 
여러분의 무대를 쏘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웅적으로 일하십시오. 우리
의 악수할 날도 그리 머지않을 겁니다. 10월 20일 아침 평양에서 상허.13) 

문학에서 혁명으로, 유심(唯心)에서 유물(唯物)로의 중심 이동을 역설한 이 

편지는 이태준의 전향서로 읽혀져도 무방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의 소련기행 자체를 한 편의 긴 전향서로 보는 것도 불가능한 독법은 아

니다. 이태준을 위시해 이기 , 이찬, 허민, 백남운, 한설야, 오장환, 장시우 

등의 월북 인사들이 연이어 발표한 소련인상기가 ‘사실의 기록’이기보다 ‘의
지의 서사’라는 평가는 매우 정확한 총평이지만,14) 그 안에서도 이태준의 경

우와 다른 인상기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 보인다. ‘전향’의 서사성 여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15)

여느 친소·친북 여행자들과 달리 이태준의 소련기행에는 자신의 내적 변

화를 고백하며 지난날의 사상적 과오를 뉘우치는 화자의 모습이 비쳐 나온

다. 이태준의 여행기는 변화하고 있는 소련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변

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혁명국가 소련의 ‘제도’와 ‘새 

인간사회’에 찬탄하고, 맑스 레닌주의의 유토피아를 ‘민주조선’ 건설의 모델

로 삼아야 한다는 공적 자의식에 분연한 가운데, 이태준은 사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반성을 잊지 않고 서술한다. 

13) 상허(1946) ｢서울문학가동맹여러분에게｣, 문학 2, 23쪽. 
14) 임유경(2009b) ｢‘오뻬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

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68쪽. 
15) 이태준과 다른 인상기들 사이의 차이를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소련에 대한 입장,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등의 관점에서 상세히 고찰한 연구물도 있다. 배개화(2015b)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1946년 조선 문학자의 소련기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155-187쪽. 



유물사관이란 인간의 정신관계를 전혀 몰각하는, 모-든 정신문화나 전통
에 대한 덮어놓고의 선전포고로 알어온 것은 나 자신부터 불성실한데 기인
한 허무한 선입견이었다. 오늘의 쏘비에트란 허다한 정의정신가들의 이루 
헤일 수 없는 희생인 양심적 정신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양심과 실천을 떠
나 정신의 존엄성이 어디 존재할 것인가?16) 

여행 끝 날인 10월 5일,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록한 부분에 나오

는 대목이다. ｢붉은광장에서｣라는 제목의 이 장은 소련기행 15장 중 14번

째로, 단행본 출간 이전 이미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 3호에 단독 

게재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내용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태준은 소련여행 중 모스크바를 총 세 번 방문했다. 모스크바 관련 

장은 여행기를 통틀어 네 차례 등장하는데(｢모스크바｣, ｢다시 모스크바｣, ｢세

번째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세 번째 방문의 마지막 날 기록인 ｢붉은광

장에서｣는 모스크바라는 실제 공간에 관한 견문기라기보다 ‘붉은 도시’라는 

기표에 대한 정신적 인상기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세 번째 모스크바 방

문 때의 견문 대상은 궁전, 대로, 대극장, 학교, 백화점, 병원과 같은 가시적 

시설물이나 전승기념식의 대광경으로 이루어진 이전과 달리, 역사 박물관, 레

닌 박물관, 레닌 묘, 고르키 박물관 등의 혁명기념 시설물이 주를 이룬다. 앞

서 보고 감탄했던 소련사회 전체의 ‘뿌리’를 마침내 실증하며 확인하는 대단

원의 의미가 강조되는 셈이다. 
소련여행의 중심이 모스크바 방문이라면, 모스크바의 핵심은 크레믈린과 

스파스카야 종탑, 그리고 레닌 묘가 위치한 ‘붉은 광장’이며, 그곳의 상징이

자 전 소련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크레믈린 지붕 위의 ‘붉은 기’와 

스파스카야 종탑의 ‘붉은 별’이다. 이태준의 소련 체류는 모스크바의 어느 어

귀를 통해서건 들어서게 되어 있는 붉은 광장, 하늘 위로 휘날리는 붉은 기, 
첨탑 꼭대기의 붉은 별, 그리고 종탑이 가리키는 모스크바 시간(московское 
время)과 함께 끝을 맺는다. 9주간의 여행은 “모스크바의 모든 길은 붉은광

장에 통한다”(167)는 옛 격언이 말 그대로의 현실로 체험되는 과정이며, 그 

여정의 길잡이인 붉은 별과 붉은 기의 실체를 찾아 마침내 참배하게 되는 순

례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레닌 묘, 레닌 박

16) 이태준(2001a) ｢소련기행｣, 이태준문학전집 4, 깊은샘, 171쪽. 이후 등장하는 소
련기행 인용문은 본문에 이태준문학전집 4권의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물관, 고르키 박물관, 그리고 고르키의 ｢레닌 회상기｣에 대한 반추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태준의 기록은 공적 차원의 감회가 사적 차원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순

간들을 담고 있으며, 그래서 내면 여행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깨닫고 반성

하는 전향의 선언으로 읽히는 이유가 그 때문인데, 그 중심에 ‘미’에 대한 

입장의 전향이 자리 잡고 있다. 순수문학파(구인회)의 대표 작가이자 동양의 

전통미를 탐미하는 상고(尙古)주의자 던 이태준에게 아름다움은 지고의 가

치 다. 고르키 박물관을 찾은 이태준이 “구리배암이 감겨있는 단장”, “은으

로 꽃장식이 있는 담배갑”, “청(靑)동아뱀의 문진” 등의 소장품을 눈여겨보

는 가운데, 특히 “[단장은] 구수한 잡목이여서 배암장식이 있으나 일점 속기

가 없고 탄환 맞은 담배갑도 은장식이나 누르스럼한 나무가 역시 아취 있는 

물건이었다”(164)고 품평하는 장면은 평소 즐겼던 골동 취미가 드러나는 대

목이다. 그와 같은 고아한 심미안의 소유자 기에 그의 전향과 월북이 동시

대인들 사이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고, 절친했던 정지용조차도 

“자네 좌익을 내 믿기 어렵거니와 아무도 죽어도 살어도 민족의 ‘서울’에서 

견딜 근기가 없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모스코바 가는 바람에 읏슥했던가 시

퍼이”라고 친구의 행보를 충동적 경솔함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

다.17) 
그런데 소련기행의 막바지인 세 번째 모스크바 부분을 자세히 읽다보면, 

이태준의 전향이 다름 아닌 미학적 입장에서의 방향전환과 맞물려 있음을 확

인하게 된다. 심미주의자 이태준에서 사회주의자 이태준으로의 전환은 ‘미’의 

포기가 아니라, ‘미’의 재평가를 의미했다. 상류층의 미학이 아닌 민중의 미

학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한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 되물으

며 자신의 작품과 세계 명작들을 전면 부정했던 미적 회심의 사건과도 겹쳐

지는 면이 있다. ‘붉은 광장’, 즉 러시아어 어원상으로는 ‘아름다운 광장’이기

도 한 새 인간세계의 중심에 서서 이태준은 ‘아편’과도 같은 도피책에 불과

했던 자신의 미학을 부정하고 참회한다. 

17) 정지용(2003) ｢소설가 이태준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 – ｢이북문화인들에게 
보내는 멧세이지｣ 중｣(1950), 정지용전집 2, 민음사, 537쪽. 



노신이 일즉, 청년들에게 동양책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계한 것은, 후진
들로 하여 다시금 봉건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을 것이다. 그러나 
일종 아편과 같은 이 아세아 감정의 신비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향수를 짜
내게 하여 내 자신의 머리부터 시대와 모순되는 불투명한 속에 즐겨 깃들
여오곤 하 다. 그러면서도 일제 밑에서는 이런 고고와 독선의 정신이 추하
지는 않게 용신할 도원경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을 호흡할 자유는 왔다.(165) 

“아세아사상은 구라파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기구 밑에 달게 예속케 

하는 비굴한 정신을 길러준다”는 고르키의 말을 회상한 이태준은 “신비와 공

상의 동방적 정신” 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식민지 시절을 고백

하는 동시에, 이제는 “봉건체제 속에 깊이 마비된 꿈”에서 깨어나 “과학과 

현실의 서구적 정신”을 택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다(165). 고르키 박물관

에서의 이 같은 현실 인식은 레닌 묘 앞에서도 이어진다. 베토벤의 아파시오

나타 소나타를 들으며 감탄하던 레닌이 “그러나 가끔 음악을 즐겨 듣고 견딜 

수 없게 마땅치가 못한 것은, 이런 더러운 지옥 속에서 어떻게 천연스럽게 

앉어 그런 미의 창조에만 열중했었느냐 말이야?”라고 흥분했다는 고르키의 

회고를 기억하면서, 이태준은 맑스주의 미학의 선행 조건인 현실(하부구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이해관계를 그냥 두고 사람더러 초인간이 되라는 염불이나, 지옥 같은 
환경에 노예처럼 굴복하면서 미부터 찾으려던 모-든 독선적 미운동은 확실
히 선후가 바뀌 던 것이다!(172)

이태준의 ‘붉은 광장’은, 그가 새롭게 획득한 미학 원칙에 따른다면 분명 

‘아름다운 광장’이다. 붉기 때문에 아름답다. “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는 너에게서 살고 너에게서 죽었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모스크바가 없었드라

면!” ― 마야콥스키의 이 시구에 대해서도 이태준은 혁명적 관점에서 해석을 

내린다. 프랑스의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서 “18세기의 ‘승리의 깃

발’”(169)이 펄럭 기 때문이며, 지금 모스크바가 파리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면, 그것은 “오늘 20세기의 ‘승리의 깃발’”(169)이 모스크바에 휘날리고 있어서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준의 눈에는 붉은 광장의 문 닫힌 상점이나 소련제 

상품의 조야함과 같은 외적 초라함도 내적 아름다움의 증표에 다름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라면 이만큼 번화한 거리엔 더 다채한 진열창들과 더 
포장 고운 상품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양찬란한 도시엔 슬픈 이면이 
있다. 이 도시엔 저녁먹이를 위해 인륜을 판다거나 병든 부모가 창백한 여
공딸의 품싻이나 기다리고 누웠는 그런 불행한 식구나 암담한 가정은 없다. 
단순한 양적 시각으로 상품진열창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
는, 어느 사회가 그 원칙에 있어, 그 제도에 있어 더 정의요, 더 진보요, 인
류의 문화와 평화를 위해 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는가 그것일 것이다.(168) 

이태준의 사상적·미학적 전향은 그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

이다. 소련에 온 이태준은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본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새 것’을 약속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제도’를 본다. 이태준이 감탄하

는 것은 그의 눈이 선택적으로 바라본 실제 광경 너머로 확장해 상상하며 

예견하는 관념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토피아-소
련의 미래를 앞당겨 선험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도래할 유토피아-조선의 

미래를 확신하고자 집중할 따름이다. 앙드레 지드를 실망시켰던 소련의 현실

이 관용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지금 집을 짓고 내부를 꾸미는 중에 있는 집을 찾어왔으면, 앉을 자리 
좀 불편한 것이나 그 집 사람들이 풀 묻은 손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설계여하와 완전히 준공된 뒷날 어떨 것을 생각해 
비판함이 정당하고 의의 있는 관찰일 것이다.

이제 우리 조선도 ‘해방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일제 때보다 나으리라’ 
혹은 ‘우리 정부만 서면 모든 게 마음대로 되리라’ 이런 생각이 이념에서라
면 옳은 것이나 현실에서 곧 바란다면 그건 철없고 염체없는 수작일 것이
다. 한 새로운 이념에 합치되는 현실이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모순당(矛
盾撞)을 극복해내는 실제라는 고해의 피안일 것이다.(130)

1936년에 파리에서 온 앙드레 지드와는 대조적으로, 1946년의 조선에서 온 

이태준은 “물품의 조야를 탄키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야한 물품에 도

리어 만강의 경의를 표해 옳은 것”(129)이라고 역설한다. 그의 기록은 망막을 

뛰어 넘어 뇌리에 비친 개념의 투시도이며, 그렇기에 “실제라는 고해”를 넉넉

히 보아 넘길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일제 말기에 구차한 시절을 보낸 뒤

에 뜻하지 않게 구경한 ‘놀라운 신세계’에 대한 감탄”18)의 관용을 넘어, 이념

으로 무장된 넓고도 두터운 시야의 관용이다. “한 새로운 이념에 합치되는 현

18) 유종호(2001) ｢이태준이 본 1946년 소련｣, 동아일보, 2001.8.25.



실이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모순당(矛盾撞)을 극복해내는 실제라는 고해

의 피안”이란 이태준의 긴 표현에서 방점은 ‘현실’과 ‘피안’의 일치에 있다. 
현재는 피안의 이상향에 다다르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며, 혁명가의 현실

은 ‘고해의 실제’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이념인 것이다.

낡은 세상에서 낡은 것 때문에 받던 오랜 동안의 노예생활에서 갓 풀린 
나로서 이 소련에의 여행이란, 롱(籠) 속에서 나온 새의 처음 날으는 천공
이었다. 나는 참으로 황홀한 수개월이었다. 인간의 낡고 악한 모든 것은 사
라졌고 새 사람들의 새 생활, 새 관습 새 문화의 새 세계 다. 그리고도 소
련은 날로 새로운 것에도, 마치 원한 안정체 바다로 향해 흐르는 대하(大
河)처럼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12) 

이태준은 첫 소련여행의 감회를 ‘끝없는 새로움의 황홀감’으로 정리하 다. 
동시대 소련인상기들에도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신흥’의 화두는 

“지구상의 신세계인 쏘련”과 갓 해방된 독립 조선을 동질의 운명체로 엮어주

는 역동성의 표현이다. 새로 태어난 나라의 국민으로서 새로 건설된 지구상

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감격을 그는 “롱(籠) 속에서 나온 새의 처음 날으는 

천공”에 비유했거니와, 해방기 소련인상기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이 ‘상승’의 

비유가 말해주는 힘찬 비약과 진보의 운동성에 있다. 집단농장이 되었든, 공

장이 되었든, 건설현장이 되었든, 일반 시민이 되었든, 소비에트 러시아는 언

제나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진 중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전

진 ― 이태준이 새롭게 발견한 예술은 이것이었다. 
“내 눈에 비친 것을 주로 묘사에 옮겨 현상을 현상대로 전하기에 명념하

다”(12)는 이태준의 소련기행 서문은 그러므로 자기모순의 역설이다. ‘내 

눈에 비친 것’과 ‘현상’의 관계를 너무 쉽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의지의 서사’인 그의 기록을 두고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었겠으나, 기행문 출간 당시에 가열되고 있던 남·북 이념

대립은 이태준이 묘사한 소련사회의 실체를 중심으로 논쟁을 몰고 갔다. 소

련 여행기는 ‘미국 vs. 소련’의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반박되거나 

재생되었던 것이다.19) 

19) 해방기의 ‘미국 vs. 소련’ 프로파간다 경쟁은 무엇보다 당시 간행된 번역물의 
대립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미쪽 번역물의 경우] 거의 모두가 시사성을 
띤 것으로서 세기의 총아로 등장한 원자폭탄에 관한 기사가 아니면 소련을 알리



요컨대 소련기행에 가해진 두 방향의 반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태

준 개인의 무지와 반역 행위를 폄훼하는 류의 인신공격20)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은 소련의 진상을 폭로하는 기록 생산으로써의 맞대응이었다. 이 점에서 

이태준의 소련기행이 해방기 반공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는 개연

성이 있는 말이다.21) 가령, 이동봉 같은 독자가 “소련에는 가본 일도 있고 

또 소련현실에 대하여는 일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씨가 

보고 온 소련이라는 것은 차라리 소련의 많은 면 중의 가장 적은 면이고 그

것은 동시에 가장 좋은 면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한 데 이어,22) 박원

민은 소련파견교원시찰단으로 5개월 가까이 체류했던 체험기를 동아일보
에 연재하면서, “실지로 내 눈으로 보고 온 쏘련은 공산주의자들이 떠드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며 또 이태준씨가 쓴 소련기행과도 다른 나라 다는 

것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 집필 동기라고 밝히기도 했다.23) 

려는 글들, 그리고 평론도 해방이라는 환희 속에서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해방의 
은인인 미국의 문학 현상을 알리는 글들이 무질서하리만큼 노도처럼 어닥쳐 일
대장관을 이루고 있다.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
의 문학 역시 노도처럼 북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실
로서, 실제로 그 정치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앞뒤를 다퉈가며 소련문학이 
북으로부터 어닥쳤던 것이다.”(김병철 1975: 837)

20) 예를 들어 황중엽은 이태준의 외국어 실력이나 독서량 등을 조롱했고(황중엽
(1947) ｢시작과 진실 – prelude: Andre Gide contre 이태준｣, 시작과 진실: 배신
적 혁명, 진성당, 27-60쪽), 독고훈은 소련에서 무궁화를 보고 이태준이 보인 반
응을 반애국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씨의 소련기행은 자기의 본심에서가 아니라 
모종의 위압 밑에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씨가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했거나 두 가
지 중 한 가지”라고 했다. 독고훈(1947) ｢상허와 무궁화 – 소련기행을 읽고｣, 가
톨릭청년 5:6, 77쪽. 

21) “소련을 예찬한 이태준의 소련기행(1947.5) 이후 이동봉의 산발적인 반박성 글이 
나왔고 김일수의 쏘련의 일상생활(1948.5)이 나오면서 반공이 본격화 되었다.” 
(이행선 2015: 157). 사실 소련여행기를 통한 이념대립의 시발점은 192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겠으나, 남·북 대립의 차원에서는 이태준의 소련기행을 결
정적 계기로 볼 수 있겠다. 

22) 이동봉(1947) ｢이상과 실체 – 상허의 소련기행을 읽고( )｣, 경향신문, 1947.8.10. 
이동봉의 기사는 9월 7일과 14일 경향신문에 중, 하편으로 계속되었다. 

23) 박원민(1948) ｢소련기행｣, 동아일보, 1948.10.28. 1947년 1월 7일부터 5월 20일
까지 소련을 시찰한 박원민의 여행기는 1948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8회 연재되었다. 박원민이 묘사한 소련은 연재물의 제목만 보더라도 “서백리아 철



이태준의 소련 찬양에 맞서 이어진 반소 인상기들은 “쏘련을 필요 이상으

로 관대히 평가하는 것도 혹은 또 과소평가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며 오

직 “사실 그대로를 현실 그대로를 냉정히 파악”24)해야 한다는 ‘객관적’ 목적

의식을 표방한 것들이었다. 대부분 월남인의 직·간접 체험기 형식을 띠었던 

우익 성향 인상기의 공통 과제는 좌익 인상기들이 제도와 이념 선전에만 몰

입한 채 미처 보지 못했던 소련 현실의 참상을 알림으로써 그 제도와 이념

의 폐해를 반증하는데 있었다. 이들 인상기들은 스탈린의 전횡, 극심한 빈곤, 
숨죽이며 맹종하는 인민들로 채워진 디스토피아를 생생히 전하면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겪은 공포의 소련현실을 증언했다. 목숨 걸고 탈출해야 했던 소

련 국경과 시베리아 수용소 이야기들을 “반공주의로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남조선”의 스파이정치서사로만 일괄 범주화하는 것은 과해 보이지만, 해방기

의 반소 인상기들이 친소 인상기 못지않은 이념적 의도의 마스터 플롯과 수

사를 빌어 자기 복제를 거듭한 것만큼은 사실이다.25) 

도는 원시적”이고, “도처마다 걸인군”과 “하대 받는 노동자”로 가득 찬 “암흑과 
공포의 나라”이며 “선전의 나라”라는 식으로 부정적이다. 

24) 박원민(1948). 박원민의 글처럼 이태준의 저술에 맞서 쓴 반소 경향 여행기와는 
달리, 역사·정치·문화적 호기심과 지식욕을 통해 소련 전반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 신천지 잡지의 ‘소련특집호’(1946년 11월호)도 있었다. 이 특집호에는 국내 
각 분야, 각 진  지식인들의 글과 미·소 양측의 소련 관련 기사들이 함께 실려 
있어,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보여주려 한 편집 의도가 엿보인다. 

25) 앙드레 지드의 여행기와 함께 소련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1930년대 
말부터 게·페·우 극동장관 류슈코프의 소련 탈출기(｢류대장 월경탈출기｣, 조광, 
1938, 8월호, 72-79쪽)같은 외국인 수기를 통해 스탈린 공포 정치의 실상이 폭로
되었음은 물론, 해방기에는 유사한 경로와 방식의 목숨 건 탈출기들이 내국인에 
의해서도 생산되었다. 독일에서 세계대전을 겪고 포로가 되었다가 소련 국경을 탈
출, 고국에 돌아와 다시 3·8선을 넘어 월남하기까지의 역경을 기록한 해외문학파 
김준엽(김온)의 사선만리: 백림-모스크바-삼팔선까지(삼일출판사, 1950년 3월)가 
대표적이다. 이행선의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는 정치담론으로서
의 여행기, 특히 남한에서 유포된 반소주의 여행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한데, 그러나 유독 반소여행기만을 ‘스파이물’로 규정하면서 “반공주의로 ‘공포정
치’를 조장하는 남조선”(이행선 2013: 68)의 “증오정치”에 귀속시키는 것은 일방
적이라고 생각된다. 프로파간다의 기능으로 보자면, 반소여행기와 친소여행기 모
두 정치적 산물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3. 시베리아 유토피아니즘

 
낙토인가, 죽음의 유형지인가?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시

각 충돌은 시베리아의 이원 표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대변된다. 이태준의 소

련기행 단행본과 앞을 다투며 발표된 ｢시베리아로 유형간 조카에게｣라는 

글이 있다. 원산 출신의 모윤숙이 시베리아로 20년 유형을 떠난 조카에게 쓴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서울 약전 조교수 던 ‘명(明)’이라는 이름의 이 조카

로 말하면, 정치와는 무관한 크리스천이자 한 쪽 다리가 불구인 장애인인데, 
해방 후 38선에서 붙잡혀 평양의 러시아 현병 감옥에 갇혔다가 시베리아 유

형지로 압송된 처지이다. 그 죄목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스파이 

혐의로 추정된다. 주인공이 모윤숙의 친조카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시베리

아 유형 이야기의 어디까지가 실제 사실인지도 알 수 없으나, 당시 시대 분

위기 상 모윤숙의 수필이 ‘시베리아’ 이미지를 빌린 민족 비극의 원형내지 

집단서사로서 집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26) 
모윤숙의 글을 일컬어 오장환은 “문화라는 좋은 잡지 이름에 이북통신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혹평했지만,27) 오늘의 입장에서는 실화로서보다 오히

려 상투화 된 시베리아 애가에 가깝게 읽혀진다. 시베리아 유형지의 조카를 

호명하며 눈물 흘리는 월남인 모윤숙의 목소리는 눈 쌓인 시베리아를 배경으

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인 ‘시몬’을 호명하는 베스트셀러(렌의 애가) 
작가 모윤숙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28) 눈, 혹한, 광풍이라는 시베리아 

26) 예를 들어, 김시성의 시베리아 유형기(중앙문화사, 1953)는 1946년 2월 신탁
통치 반대로 체포되어 5년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수용소에서 복역했던 체
험을 담고 있다. 김시성에 따르면, 신의주학생사건으로 체포된 11명도 함께 시
베리아에서 복역했다. 곽병규의 시베리아 아리랑(삼신각, 1993)은 ‘미국의 첩
자’란 죄명으로 1946년 3월 평양에서 체포되어 20년의 시베리아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강제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1957년에 탈출한 이야기이다. 모윤숙의 
조카 ‘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1946년 당시 함흥에 있던 모윤
숙의 동생 모기윤이 문예독본에 민족주의 시를 실어 문제가 되었다는 자료는 
있다. 김병익(2001)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262쪽. 

27) 오장환(2002) ｢민족주의라는 연막｣,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사, 467쪽.
28) 가령, 다음과 같은 장면을 기억할 것. “눈 날리는 광야! 회회교도의 밤기도 소리

가 멀-리 중얼거리고, 약대가 차고 가는 적은 방울의 음조가 리봉처럼 풀려갑니
다. [...] 북국의 노역이 끝나는 나는 가벼운 몸으로 세상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유



유형지의 토포이, 슬픔과 연민의 독백이라는 감상적 어법이 공통된 가운데, 
그 주제인 사랑의 멜로드라마가 정치의 멜로드라마로 뒤바뀌어 변주되고 있

다는 느낌도 든다.

明아! 러시아는 어대며 시베리아는 어대냐? 카쥬샤가 눈 깔린 벌판으로 
쇠사슬을 끌고 가던 그 끝없는 벌판 말이냐? 활동사진이나 소설로 보던 때
도 진저리 몸서리가 치던 세계의 대(大) 죄수가 모이는 유형지! 아 – 네가 
무슨 죄 극하여 20년의 형을 받고 그리로 갔단 말이냐? 

[...]
明아! 밤 열한시! 잠이 안 온다. 커틴을 간지리는 봄바람이 밤이 되어 그

런지 유난히 산드럽다. 내 귀는 하늘을 날아 함박눈 쏟아지는 시베리아 눈
보라를 듣는다. 너와 함께 갔다던 몇 사람의 조선사람의 뺨에 뿌러치는 매
운 바람소리를 듣는다. 치워서 떠는 네 핼쓱한 얼굴을 본다. 네 손목에 채
운 차거운 쇠사슬 소리를 듣는다. 거기도 지금 밤이냐? 결딴코 잠이 들지 
못할 이 밤 너는 얼마나 기맥혀 더운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29) 

 
대부분 독자들에게 ‘유형지 시베리아’는 “활동사진이나 소설”을 통해 이미 

가본 것이나 다름없이 익숙해진 심상의 공간이다. “카쥬샤가 눈 깔린 벌판으로 

쇠사슬을 끌고 가던”이란 장면의 환기만으로도 모윤숙의 간접 수기(어쩌면 허

구적일 수도 있는)가 직접 체험 못지않은 실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연민과 공

분의 눈물마저 자극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필경 시베리아 카추샤의 상투성이 

지닌 대중적 향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톨스토이 원작에서 카추샤와 죄수들이 

유형지로 떠나는 때는 정확히 “뜨거운 7월의 여름날”이지만, 20세기 초에 유

행한 번안극 부활로써 굳어진 상상의 광경은 흥미롭게도 그와 정반대 다. 
톨스토이 소설을 애독했다는 이광수조차 “옛날의 애인 카추우샤를 따라서 눈

이 푸실푸실 내리는 시베리아로 떠나가던 그 마당”이라는 각색된 장면에 끌려 

감동했듯이,30) 초기 독자들이 향유했던 러시아문학의 감상, 즉 집단적 심상에 

랑하는 조선 사람이 많습니다. [...] 토요일이면 그들과 함께 눈 위로 설매를 타고 
몇 시간씩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모윤숙
(1949) 렌의 애가, 청구문화사, 34쪽. ‘시몬’은 “모든 한국 여성이 염원하는 이
상의 모델”이라는 것이 작가의 해설이었다. 모윤숙(1986) ｢시몬, 그 홀로 지내는 
사람｣, 고독을 부르는 시몬, 어문각, 195쪽. 

29) 모윤숙(1947) ｢시베리아로 유형간 조카에게｣, 문화 1:1, 30-31쪽. 
30) 이광수(1962-1963) ｢부활과 ｢창세기｣: 내가 감격한 외국 작품｣, 이광수 전집 

XVI, 삼중당, 364쪽. 



각인된 러시아 이미지의 요체는 원작과는 무관한 ‘흰 눈과 카추샤’의 애상이었

다.31) 이광수의 서간소설 유정이나 모윤숙의 렌의 애가와 같은 한국판 시

베리아 정사(情史)의 골자가 바로 부활에서 파생된 ‘흰 눈과 카추샤’의 통속

성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간체 수필인 ｢시베리아로 유형간 조카에

게｣ 역시 동일 계보를 잇는 방계 텍스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태준과 여타 친소 성향 여행자들의 기행문에서 공통되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감상적이고도 통속적인 시베리아 표상의 배격이다. 그들

의 시베리아는 결코 혹독하지 않으며 애상적이지 않다. “옛날부터 서백리아

라 하면 사람 살지 못할 땅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더욱 ‘가츄

샤’의 유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소개된 관계도 있음으로 자연히 그러한 생

각을 가지게 되는 듯하외다”32)와 같은 일반론을 반증하기 위해 호출되는 것

이 바로 지금 현재의 공장, 산업, 집단농장, 건설현장, 문화현장과 그 안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건강한 소련인의 모습이다. 다음은 이태준의 말이다. 

나는 ‘시베리아’니 ‘오로라’니 하는 말을 ‘카츄샤’의 이름과 같이 기억한 
때문일까 지금 시베리아의 북극을 향한 적은 길들을 볼 때 어느듯 다감해
진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장기수들의 침묵의 행렬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다. 견디기에는 너무나 추운 곳, 문화와 생활의 도시로부터는 너무나 거리
가 먼 곳, 탈옥수들이 며칠을 걷다가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인가가 없어 
도로 자진해 관헌에게 잡힌다는 일대 공간지옥, 지금 쏘비에트 정부위원들 
속에도 일찍 이 지옥살이를 돌파한 이가 한두 분이 아닐 것이다. [...] 

그러나 이는 모다 지나가버린 악몽이 다. 지금의 시베리아는 그런 수인
의 망령이나 배회하는 황원(荒原)은 아니다. 처처에 현대적 공장도시가 나
오고 처처에 불빛 밝은 평화스러운 신규모의 꼴호즈들이 지나가는 것이다. 
정거장마다 모스크바의 뉴-쓰와 음악이 울리고 신 5개년계획의 과학동력이 
이 무궁한 대자연을 주야 없이 개발, 건설하며 있지 않은가!

혁명 이후 쏘비에트의 ‘우랄’ 이동건설은 특히 괄목할 만한 것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만 백 이상이 증설되 다 한다. 자원개발과 공업 시설이 
전초로서 새 세계의 문화는 이 끝없는 황원을 끝없이 낙토화하며 있는 것
이다.(176) 

31) 이광수를 위시한 초기 독자들의 부활 수용에 대해서는 김진 (2014) ｢삶의 텍
스트, 소설의 텍스트: 이광수와 톨스토이｣, 국제비교한국학 22:3, 국제비교한국
학회, 11-50쪽 참조. 

32) 김동진(1929) ｢갓츄샤 유배가든 서백리아정조｣, 삼천리 1, 20쪽. 



“수인의 망령이나 배회하는 황원”에 우뚝 솟은 낙토만큼 극적인 혁명 위업

은 없을 것이다. 이태준을 위시한 여행자들에게 시베리아의 감회가 각별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평양에서 소련으로의 관문이 시베리아 도시 보로실로프

(Ворошилов) 던 만큼,33) 당연히 첫 도착지의 인상은 강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여름의 북조선에 역병이 돌고 있었던 관계로 이태준 일행은 보로실

로프 공항에 내린 후 근처 스이훈(Сейхун, Сырдарья) 강변의 격리촌에서 며

칠을 보내야만 했는데, 이때 처음 접한 러시아인 의사, 간호사, 장교들, 그리

고 그들과 함께 즐겼던 러시아문화(술, 춤, 노래 등)의 기억은 유토피아 소련

의 증표로 끝까지 남게 된다.
이주와 항일 운동으로 얼룩진 민족역사 현장을 다시 밟게 된 감개무량도 

물론 있었다. 한때 가난한 유민으로, 방랑자로, 항일 투사로 목숨 걸고 넘어

야 했던 소련 국경을 독립국가의 일원으로 초청 받아 비행기 타고 넘게 된 

조선인의 격세지감은 다른 나라 여행자들(가령 앙드레 지드, 에드가 스노, 곽

말약 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이다.34) 특히나 연해주에서 거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지닌 이태준에게 시베리아는 개인적인 감회가 깊은 지역

일 뿐더러, 정서적으로 조선 토의 연장선에 있는 ‘이국 아닌 이국’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땅을 내려다 본 이태준이 “감개무량한 국경 일대는 끝끝내 구

름에 덮여있었다”(17)며 두 나라 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베리아의 의미는 자연을 제압한 인간의지의 표상, 즉 

혁명 신세계로서의 상징성에 있었다. 붉은 광장의 모스크바가 혁명의 심장부

인 것은 사실이지만, 혁명의 힘으로 이루어진 개척과 발전의 예증은 단연 시

베리아 다. 스탈린의 시베리아 낙토화 운동이 일구어낸 신도시들 ― 보로실

로프, 옴스크, 스베르들롭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 이야말로 인간의 손이 

창조한 ‘기적’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35) 소련이 건설하며 선전했던 밝고 

33) 이태준이 ‘워로실로브’라고 쓰고 있는 이 도시의 이전 명칭은 니콜스크 우수리스
키 고, 조선 이주민 사이에서는 ‘소학령( )’(이태준은 ‘송학녕’으로 표기)으
로 지칭되었는데, 1936년에 혁명 웅 К. Е. 보로실로프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소련 여행자들은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단 보로실로프까지 날아간 후, 
그곳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비행기 또는 횡단열차로 이동했다. 

34) 오장환 역시 소련방문 시(｢비행기 위에서｣, 씨비리 시편, 1948.12)에서 자신이 
“공화국 여권”을 지닌 “어엿한 새나라 공민”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름다운 자연의 시베리아, 과학기술의 신천지인 그 시베리아에 톨스토이 소

설의 유형지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바깥 공기가 아무리 차도 건물 안은 

“봄날같이 훈훈”했으며,36) 눈이 아무리 내려도 제설과 배설(排雪)이 잘 되어 

“원야의 개척자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동한(冬寒) 투쟁의 생활력을 

시위하는”37) 곳이 시베리아 다. 당연히 그곳의 여주인공은 소설 부활의 

매춘부 카추샤가 아니라, 전쟁 나간 병사를 사랑하는 건강한 처녀 카추샤여

야만 했다.38) 
1946년에 이어 1949년 10월, 혁명 32주년 행사를 위해 소련을 재방문한 이

태준은 꿈이 현실이 된 낙원 시베리아의 감회를 다시 한 번 상세히 기록한다. 

선진한 과학의 무기를 든 소련 인민들 앞에 대 시베리아의 자연은 가지
가지 꿈을 자아내게 하며 이 꿈들이 또박또박 실현되는 무변한 새 문명의 
무대로 전개되어 있다. 최근 소련서는 원자력으로 시베리아의 큰 강들을 역
류시키어 중앙아시아 사막지대를 옥토화 할 계획이 발표되었거니와 이미 
미추린 학설이 이 상동지대(常凍地帶)에 기여한 문화의 꽃과 열매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제정시대에는 기근과 질병과 추위와 저주의 귀양살이
들로 울타리 없는 감옥지대 으나 혁명 후 불과 30년에 오늘 시베리아에는 
무수한 새 도시들이 일어났으며 그 도시들은 하나같이 대학과 극장들로부
터 지어진 문화도시들이었다. 모쓰크바로부터 가장 먼 벽강 하바롭쓰크에서 
일개기사로 있던 무명청년도 일약 스탈린계관의 작가가 되며 눈보라와 맹
수들만 울부짖던 원시림 속에서 세계적 과학과 예술의 전당이 흘립하 다. 
[...] 오늘 소련의 시베리아 대륙은 기근도 질병도 귀양자리도 아득한 옛말
로 사라졌고 오직 풍요한 물질과 숭고한 민주 도덕 속에서 과학과 예술의 
꽃이 처처에 불야성을 이루어 피어 나가는 무변의 낙원이었다.39)

35) 소비에트 시대의 시베리아 낙토화 운동(Siberia to Utopia)에 대해서는 James 
Hughes(1991) Stalin, Siberia and the Crisis of the NEP,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참조. 

36) 이태준(2001b) ｢이태준의 혁명절의 모쓰크바｣(1950), 한국근대문학연구 2:2, 한
국근대문학회, 301쪽. 1950년 평양의 문화전선사가 발간한 혁명절의 모쓰크바는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91-316쪽과 3:1, 348-369쪽에 걸쳐 전문 소개되었다. 

37) 백남운(2005) 쏘련인상(1950), 선인, 41쪽.
38) 많은 이들의 귀에 익은 러시아 민요 ｢카추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져 유

행하기 시작한 노래로서(이사콥스키 시), 톨스토이의 카추샤와는 상관이 없는 시
베리아 처녀 카추샤가 등장한다. 보로실로프 격리촌에서 카추샤 노래를 듣게 된 
이태준은 “여기 사람들은 카츄샤를 조선사람들이 춘향이나 심청이 이상으로 사랑
한다”(24)고 적는데, 아마도 부활의 여주인공으로 오인하지 않았나싶다. 



여기서 놀라워해야 할 점은, “기근과 질병과 추위와 저주”의 감옥이던 시

베리아가 “무변의 낙원”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것이 “혁명 후 불과 

30년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태준은 그 대목을 주목했다. “이곳은 30
년 전만 하여도 수목만 우거진 황량한 들판이었다 한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길거리를 지내치며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문화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다”40)

는 그의 소감은 30년 후 혁명 조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예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19세기 말 페테르부르크에 당도했던 조선왕조 사절단은 ‘20년 만에’ 
원시에서 문명으로 진화한 표트르 대제의 창조물에 감탄하며 조선 근대화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41) 그와 마찬가지로 ‘30년 만에’ 건설된 시베리아의 

실례는 조선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 모델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조선과 같은 

민족이나 사회로서 옳은 국가건설을 하자면 어느 용도로 비쳐보나 운명적으

로 결탁이 될 사회”(52)가 소련의 ‘계획사회’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더군다나 시베리아는 시시각각 발전 중인 현재진행형의 낙원이었다. 

1946년에 왔을 때와 우선 달라진 것은 비행장에 나온 자동차들이 모두 
새 5개년 계획에서 생산된 소련제들이며 경쾌한 뽀베다와 고급차 씨-스는 
군데군데 최근에 준공된 듯한 고층건물들이 선 새 아스팔트길을 달리는 것
이었다. [...] 왕래하는 시민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3년 전에 볼 때와는 월등
히 우수해졌고 식료품 상점 앞에서도 배급을 타러 줄 지어선 광경은 다시 
볼 수 없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42) 

이태준이 다시 찾은 1949년의 소련은 제4차 5개년계획을 4년 만에 완수했

다는 놀라운 성공 신화를 자축하는 분위기 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을 두 번

째로 방문한 이기 도 “3년 전과는 아주 딴판”인 발전상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43) 스탈린의 위대한 도력과 남녀 ‘스타하노프(Стаханов)’들의 즐거

39) 이태준(2001b), 302-303. 생물학자 V. 미추린의 이름을 딴 ‘미추린 학설’은 생물
의 본성이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유물론적 이론으로 스탈린의 지지를 
받았다. 

40) 이태준(2001b), 299. 
41) 1896년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고종의 사절단이 시내에 나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표트르 대제의 청동기마상 다. 사절단의 여행기록(해천추범)은 표트르 대제에 
의한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서술하면서 “20년 전에는 나도 야인( )이었다”고 
한 표트르 대제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42) 이태준(2001b), 295-296. 



운 노동으로 이루어진 불과 ‘3년’만의 이 변화는 혁명 후 ‘30년 만에’ 성취

된 발전의 압축도일 뿐만 아니라, 원무궁하게 진행될 낙원 건설의 보증서

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을 위시한 여행자들이 보고 기록했던 시베리아의 

핵심이 이것이다. 혁명 후 목격된 시베리아는 과거 러시아문학이 서술했던 

추위와 고통의 유형지가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 포근한 곳”, “정녕 축복받은 

쏘베트의 땅”이었다.44) “살을 에이는 혹한 속에서도/ 멈출 새 없는 건설의 

원한 숨결!”이 약동하는 혁명 위업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어제도 공장이 섰다
오늘은 극장이 선다
또 내일은
더 큰 건물들에 힘찬 엔진 소리가 
언 땅을 울릴 것이다. 

[...]

오 이 눈보라 속인
삼동에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씨비리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반주하는 
휘파람으로 
벽돌장을 쌓아나갔다
벽돌장을 쌓아나갔다

그리하여
눈 가운데
커다란 도시는
거인과 같이 생기어났다45) 

43) 이기 (1961) ｢쏘련은 인민의 위대한 벗｣, 리기 선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
사, 3-100쪽. 이기 은 1946년부터 1953년 사이에 소련을 네 차례 방문하 다. ｢쏘
련은 인민의 위대한 벗｣은 1949년 6월 푸슈킨 탄생 150주년에 초청받아 단독으로 
여행한 기록이다. 

44) 이응태(1949) ｢시비리의 봄｣, 문학예술 2:6, 68쪽. ｢시비리의 봄｣은 오장환의 ｢비
행기 위에서｣, 민병균의 ｢꽃다발｣과 함께 실린 이응태의 소련 방문 시편이다. 

45) 오장환(2002) ｢눈 속의 도시｣(1949.1), 오장환전집, 실천문학, 323-325쪽. “살을 
에이는 혹한 속에서도/ 멈출 새 없는 건설의 원한 숨결!”은 같은 시에 등장하는 



4. 소련인의 웃음: 앙드레 지드와 이태준

“삼동에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씨비리 사람들”이라는 오장환의 시구야말

로 해방기 여행자들이 그려낸 ‘행복한 소련인’의 초상 중 실감나는 한 장면

이다. 1949년 5월, 모스크바 시립병원에서 신병 치료 중 5.1절 행사를 지켜본 

오장환은 행복한 그들을 또 이렇게 묘사했다. 

아 나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한결같은 즐거움과 
한결같은 행복감에 
취하여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46)

비단 5.1절과 같은 대규모 기념식이나 통치자 스탈린의 출현에 반응하여 

보여주는 집단 행위로서의 환희가 아니라, 엄동설한에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따위의 일상적 행복감에 대해 조선의 방문자들은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

다. 소련인은 건강하고, 쾌활하고, 친절하다. 가련한 카추샤, 순종적인 소냐 

등의 문학 속 여주인공과 달리 소련여성들은 원기왕성하고 적극적이며,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쏘베트는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전 문

학에서 보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라고 했던 이태준의 고백은 바로 이 “요순 

때 사람들”(171)같은 소련시민의 모습에 대한 상찬이었다. “그 전 오랫동안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만주나, 상해 등지의 여행들에서 별로 구경할 수 없

던 사람들”(170)이라고 이태준이 묘사한 사람들, 즉 소련사회가 탄생시킨 ‘새 

타입 인간’의 존재는 그 시대 여행자들이 주목하고 감동한, 혁명낙원의 가장 

생생한 증거물이었다. “쏘련인민은 확실히 새 타이프 인간들”이며, “쏘베트 

사람들은 쏘베트 사회제도가 낳은 새 인간들”인 만큼, “인류의 선도자인 그

들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배움’의 명제는 더 할 나

위 없이 자명했다.47) 

구절이다. 
46) 오장환(2002), ｢모스크바의 5.1절｣, 오장환전집, 359쪽. 
47) 첫 인용구는 백남운(2005), 263; 이어지는 두 인용구는 장시우(1950) 쏘련참관기, 

평양: 상업성민주상업사, 46쪽. 



십장이나 감독 밑에서 풀이 죽은 창백한 여공들은 하나도 아니다. 학생
들이 저희를 애끼는 교사 밑에서 학과연습을 하는 것 같은, 가끔 저희끼리 
명랑한 웃음도 주고받는, 유쾌한 노동들이다. 이들은 유쾌치 않을 이유가 
없는 때문이 다. 일본이나 조선의 좌익소설에 흔히 나오는 여공들처럼 저
희 집은 어두운 골목 속에나 있고, 병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콜룩거리고 누
웠고, 배고파 떼쓰는 동생들이 누데기 이불 속에서 울부짖고, 사내동생이 
월사금을 못 내어 학교에서 쫓겨오고, 이런 암담한 근심걱정이라고는 그들
의 가슴속에 한 가지도 없는 때문이다. 자기들의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은 
곧 자기들에게 그만치 혜택이 공동으로 미치는 것이요 그것으로 어떤 특별
한 사람들만이 놀고먹는 것은 아니다. 저주하려야 저주할 대상이 없는 내 
일, 내가 하는 명랑한 노동인 것이다. 게다가 노동이란 문화의 창조이지 노
예적 복무라는 관념도 있을 수 없는 제도다.(117)

소련인은 왜 명랑한가? 소련인은 행복하기 때문에 명랑하며, 행복해서 웃는

다고 이태준을 비롯한 좌익 경향의 여행자들은 생각했다. 소련인의 건강한 웃

음은 위대한 제도의 표식으로 당연시 되었을 뿐, 그에 대해 더 이상의 숙고

나 회의는 필요하지 않았다.48)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건강하게 웃음 짓는 

소련의 ‘새 인간형’이란 것 자체가 이상적 제도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그 제도

를 구축하고 선전하기 위한 국가이념의 목표 다는 사실이다. 소비에트 사회 

건설 초기에 설계된 ‘새 인간형(новый человек, человек нового типа)’은 새

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는 레닌의 구상에 의해 만들어진 모

델이었고, 이에 따라 트로츠키는 절제된 감정과 고양된 본능을 갖춘 조화로

운 육체의 ‘초인’을 “미래의 인간”으로 설정했다.49) 또한 루나차르스키는 

혁명 이전에 이미 곧은 체격, 활기, 빛나는 눈, 친절한 미소와 같은 긍정적

인 신체 조건을 앞으로 다가올 “가장 완벽한 삶(совершеннейшая жизнь)”
의 미학적 기초로 제시한 바도 있다.50) 

48) 소련 시민의 활기와 행복감이 혁명의 에너지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은 서구 여
행자들도 공유한 바다. Paul Hollander(1981) “The Appeals of Soviet Society: The 
First Pilgrimage,” Political Pilgrims: Travels of Western Intellectuals to the Soviet 
Union, China, and Cuba 1928-1979, NY.: Oxford Univ. Press, pp. 102-176 참조.

49) 레온 트로츠키(1990) 문학과 혁명(1924) 김정겸 옮김, 과학과 사상, 263-264쪽. 
50) А. В. Луначарский(1967) “Основы позитивной эстетики(1904),”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

ний в восьми томах. Т. 3,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 32-100. 루나차르
스키는 친절한 웃음(ласковая улыбка)이 보는 사람에게 우호적 감정을 일으키며, 또
한 웃는 사람의 선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으로까지 전달된다고 했다(Луначарский



“국제주의적인 친절미와 우호적인 인상”51)에 ‘건강한 웃음’의 트레이드마

크까지 가미된 ‘새 인간형’은 그러나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 소비에트 국가

주의의 “정신적 분장술(spiritual make-up)”에 불과했다. 새로운 인간형의 주창

은 곧 진정한 인간의 소멸(비인간화)을 뜻한다는 것이 망명사상가 베르댜예

프의 통찰이었으며,52) 베르댜예프와 마찬가지로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실망감

을 표한 앙드레 지드 역시 인간 개성의 상실을 소련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점으로 분석했다. 

공장과 실습장, 작업장, 공원, 휴양소, ‘문화 공원’ 등의 노동자들과 직접
적인 접촉을 하는 동안 내게는 강렬한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다. 새로운 동
지들과 나 사이에 형성된 느닷없는 공감을 느꼈고, 내 가슴은 확장되어 만
발하는 듯만 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속의 내가 프랑스에서보다 더 미
소 짓고 ― 아니, 웃고 ―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53) 

1937년 출간 직후 14개 국어로 번역되며 대성공을 거두었던 앙드레 지드

의 인상기는 이렇게 소련 노동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속의 웃음으로부터 시작

한다. 그는 자신이 본국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웃었던 이유를 파고들

면서, 그 웃음의 본질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앙드레 지드의 소련 방문은 이태준보다 10년 전인 1936년, 소련작가동맹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가 외빈으로 단독 초청된 경우 고, 여정은 모스

크바와 레닌그라드의 대도시 중심이었다. 지드는 소련에 도착하자마자 막심 

고르키가 사망하여 붉은 광장 장례식 때 추도사를 읽어야 했으며, 체류 중 

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소련사회와 시민을 접해 관찰했다. 
9주간의 이 방문에 대한 기록이 소련으로부터의 귀환(Retour de l'URSS) 
(1936)으로, 얼마 후에는 근거 자료가 포함된 속편 내 소련으로부터의 귀환

에 대한 정정(Retouches â mon retour de l'URSS)(1937)도 이어졌다. 소련에 

1967: 72). 
51) 백남운(2005), 263. 
52) N. A. Berdyaev(1960)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pp. 182-183.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베르댜예프의 책은 1937년
에 처음 번역·출간되었다. “정신적 분장술”은 베르댜예프가 사용한 표현이다. 

53) André Gide(1937) Return From the USSR, trans. by D. Bussy, NY.: Alfred A. 
Knopf, p. 3. 이 글에 인용된 번역문은 모두 인용자 자신의 것임을 밝혀둔다. 



대해 관심이 지대했던 일본에서 전편과 속편 모두 발간 직후 번역되었기 때

문에, 이태준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지식인 상당수는 지드의 인상기를 직접 

읽거나, 또는 최소한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54) 
지드의 목표는 소련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이었다.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소

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의혹을 품어왔던 그가 소련작가동맹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도 그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데,55) 불행히도 소련에서 목격한 것은 “우
리가 꿈꿔왔던 것, 감히 희망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

의 온 힘과 의지를 쏟아 부어왔던 것”56)과는 거리가 멀었다. 추호의 비판이나 

항거도 허용하지 않는 스탈린 공포 정치에 지드는 경악했고, 일당 독재 하의 

순응주의가 조장하는 프티 부르주아 정신에 실망했다. 두 권의 인상기는 열렬

한 혁명지지자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혼돈과 배반감의 표출이었다. 
이태준의 소련기행은 지드의 인상기를 두 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드

가 고르키 장례식에서 읽은 조사를 인용하고, 소련산 제품의 조야함을 불평했

던 사실만을 언급할 뿐, 정작 그가 제기한 소련 문제의 핵심은 거론하지 않는

다. 대신 “얼굴뿐 아니라 전신에 부드러운 덕윤”(79)이 흐르는 스탈린을 감격

적으로 묘사하고, “장래는 모두가 무차별의 가능성이 자라며 있는 사회”(128)
라면서 신 계급주의적 현실을 정당화 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이태준이 앙드레 지드를 정확히 읽지 않았거나, 소련의 실체를 사회학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모자랐다고 말할 수 있다. 지드의 소련인상기를 둘러싼 파문을 

두고 일찍이 유진오는 “무슨 주의 무슨 주의의 사상적 연락(連絡)”에 급급해 

“이성과 진실”을 우선시한 인간 지드를 이해하지 못했던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 이태준의 지드 독법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54) 1937년 2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유진오의 ｢지이드의 소련여행기: 그 물
의에 관한 감상 수제( )｣는 지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도 확산되어 있었음
을 말해준다. 일본에서 번역된 지드의 소련 방문기는 다음 두 권이다. 

, , 1937; , , 1938. 지드의 소
련인상기를 조명한 국내 논문으로는 황동하(2014) ｢앙드레 지드의 소련방문기
에 나타난 소련 인상｣, 사림 49, 수선사학회, 107-142쪽이 대표적이다. 앙드레 
지드를 위시하여 20세기 전반부(1920~30년대)에 서구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소련 여행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Hollander(1981), 3-176 참조. 

55) 앙드레 지드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Alan Sheridan(1999) André 
Gide: A Life in the Pres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56) Gide(1937), xiv.



이태준과 앙드레 지드는 둘 다 소련인의 웃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달랐다. 그것은 소련인의 웃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련을 지상 낙원으로 간주한 이태준에게 소련인이 보여준 행복감은 자명했

지만, 소련의 궁핍을 적시한 앙드레 지드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회의하고 비판하는 현실 속에서 정작 시민들은 행복해한다는 점, 더군다나 그

들에게 조소나 가식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인들은 행복해 보인다. [...] 거리에서 
만나는 얼굴이 되었건, (어떻건 젊은이의 얼굴들 말이다), 공장 노동자가 되
었건, 유원지나 휴양지나 공원에 모여든 군중이 되었건, 소련에서처럼 사람
들 스스로가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
가 이제는 알게 된, 그들 다수가 처해 있는 저 끔찍한 궁핍과 그와 같은 모
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57) 

궁핍 속에서의 웃음이라는 이 묘한 모순성, 고통과 행복감의 기괴한 공존

에 대해 지드가 도달한 결론은 그것이 러시아인 특유의 생래적 “확신, 무지, 
그리고 희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행복감은 “확신, 무지, 그리고 희망”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숫자는 우리가 경탄해 하는 무리를 이룰 만큼 충분하
다. 만약 소련의 모든 것이 쾌활해 보인다면, 쾌활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의
심을 받기 때문이며, 불행해하는 것, 적어도 불행해 보이는 것이 극도로 위
험한 일이기 때문에서다. 러시아는 비탄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시베리아만 
제외하고 말이다.58) 

소련인의 웃음은 불행을 허락하지 않는 역사, 다시 말해 불행에 대한 감각

과 표현력을 마비시킨 오랜 전제주의 역사에서 비롯된 관성이지, 결코 혁명

이 탄생시킨 새 인간형의 자각적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드가 볼 때, 그

것은 러시아 민족의 웃음이었지 소비에트인의 웃음이 아니었다.

57) André Gide(1938) Afterthoughts on the USSR, trans. by D. Bussy, NY.: Dial Press,  
p. 65.

58) Gide(1938), 66.



극심한 시련을 거치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최소한 무너지지 않았
던 그들의 모습에 경탄하며,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고양이의 생명력’이라
고 했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생명애, 무관심이나 무감각에서 나온 것일 수
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풍부한 가슴과 기꺼움, 서정적 열정, 이유를 알 수
도, 뭐라 설명 할 수도 없이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솟구쳐 오르
는 기쁨에서 비롯된 ... 나로서는 놀랍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능력, 무엇
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놀라운 성향. 도스토옙
스키를 전형적인 작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극히 깊게, 마치 형제처럼, 감동시킨다.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그와 더불
어, 모든 러시아인이 나를 감동시킨다. 그토록 비극적인 체험에 그토록 관
대히 몸을 맡길 수 있는 민족은 러시아인들 밖에 없을 것이다.59)

그전 문학에서 보던 사람들은 없었다며 감격하는 이태준과 달리, 지드는 

19세기의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한 바대로의 사회와 인간을 발견하고 그들의 

고통에 머리 숙 다. 삶은 여전히 비참한데, 민중은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지드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던 것처럼, 눈 먼 민중의 인내력과 생명력에 감

탄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에 관한 책을 쓰게 되면서 나는 비로소 나의 학습을 마치게 되었

다”60)는 지드의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드의 방문기는 드물게도 회귀

형 제목(“소련으로부터의 귀환”)을 띄고 있는데, 이 제목이 말해주듯, 지드가 

기록한 소련 방문의 진정한 의미는 여행지에서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돌아

와 이루어지는 것들에 있다. 소련을 제대로 ‘보는’ 것은 여행지를 떠나와 그

곳에서의 경험을 낯설게 하면서부터이고, 자신이 본 것과 그것을 바라보던 

자기 자신까지를 포괄적 시야에 담게 되면서부터이다. 
‘소련으로부터의 귀환’은 당연히 물리적인 회귀 이상의 것이다. 지드는 한 

차례의 방문에 관해 두 차례의 글쓰기를 이어가면서 자기 입장의 변천사를 

기록했다. 과연 지드가 소련으로부터 ‘귀환’한 곳은 어디인가? 첫 인상기에서 

지드는 소련에 대해 회의는 하면서도(“내가 애초에 틀렸었단 말인가?”), “소

59) Gide(1938), 66-67. 러시아에 대한 지드의 관심과 이해는 그가 숭배했던 도스토옙
스키의 러시아를 통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드의 도스토옙스키 평론서
인 도스토옙스키(Dostoievsky, 1923)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절망의 정점에서 쓴 다
음 편지가 인용되어 있다. “난 항상 살 준비를 하는 듯하네. 우습지. 안 그런가? 
고양이의 생명력이라고나 할까!”(1865.4.14) 앙드레 지드(2005) 도스토예프스키를 
말하다, 강민정 옮김, 고려문화사, 46쪽. 

60) Gide(1938), 56.



련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The Soviet Union is “in the making.”)61)이라는 단

서를 붙여 관용의 길을 택했다. 갓 탄생하여 건설 중인 유토피아는 아직 완

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판은 유예되어 마땅하다는 논리 다. 
한편, 두 번째 인상기에서의 지드는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62) 소련을 기록하고자 했다. 그 결과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 아닌, 실패

한 소련의 윤곽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드의 첫 인상기는 “소련이 여전

히 우리를 가르치고 놀라게 만들고 있다”63)는 말로써 끝을 맺지만, 속편에서

는 ‘소련’이란 지칭이 사라진다.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소련이 아니

라, 혁명의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저 “ 광스러운, 비운의 러시아(glorious 
and ill-fated Russia)”라는 이유에서다.64) 

지드의 ‘귀환’은 결국 ‘소련’이라는 실험체에서 ‘러시아’라는 원형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드 자신의 명쾌한 표현대로, “원하는 바”에서 “있

는 그대로” 보는 행위로의 귀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드의 소련 관찰이 과

연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는 있다. 관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소련인의 웃음이 러시아민족성 고유의 

“확신, 무지, 그리고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드의 결론에는 대문호 도

스토옙스키의 렌즈를 통해 도출된 반응과 해석으로서의 측면이 있다. 과거에 

읽고 감동했던, 그리하여 자신의 사유와 감성에 기초를 제공했던 러시아문학

의 경험 하에서 오늘의 소련 경험을 바라보려는 심리적 관성이 지드에게는 

없지 않았던 것이다. 
지드가 여행했던 1930년대는 “엄청난 비극의 시대 을 뿐만 아니라 정신

적인 비상과 열광의 시대”65)이기도 했다고 평가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은 ‘러시아’로 회귀했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며 혁명의 이름으로 희

생당한 과거의 복원과 복권을 진행하는 역사 한 켠에는 “알지 못할 추상적인 

이상에 대한 낭만적이고, 때로는 맹신에 가까웠던 믿음이 우리가 선택했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의식적인 신념으로 전이되었다”고 증언하는 스탈린 시

대의 시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66) ‘혁명’이라는 대사건의 “낭만적 정서”에 

61) Gide(1937), xiii.
62) Gide(1938), 71. 
63) Gide(1937), 62.
64) Gide(1938), 71.
65) F. I. 샤브쉬나(1996a) 식민지 조선에서, 김명호 옮김, 한울, 44쪽.



젖어 행복하고 활기찼던 소련인의 초상을 지드는 부정하고자 했지만, 당시의 

그들에게 그것은 엄연한 시대적 진실이었다. 

그때는 혁명의 열기로 곧 도래할 낙원과 평등, 형제애와 공산주의에 대
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가건물에서 살았고, 노래를 부르며 일터
로 향했으며,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강력한 공업을 일으켰다. 그 어떤 재
고와 재심사로도 그 시대의 낭만적 정서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낭만적 정서는 깊은 신뢰를 수행하는 전국민적인 것이었으며, 사람
들은 열심히 일했다. 기적을 이루면서... 이 돌진은 놀랄 만큼 오래 진행되
었다. 기아도, 힘겨운 생활도, 재산몰수도,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났던 ‘인민
의 적들’도 그 열기를 고갈시킬 수 없었다. 스딸린식 사회주의에서 우리는 
몇 십 년을 살았다.67)

 

5. 맺는 말 

“있는 그대로”의 의미는 그만큼 다원적이다. 이태준을 위시해 해방기 소련 

여행자들의 기록에서 공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맹목

에 가까운 신념과 열정이고, 그것이 다분히 “개념의 지배를 받은 감정”의 발

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본의 문학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는 

사상에 함몰된 3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겨냥하여 “사물의 참모습 찾기를 

방해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개념의 지배를 받은 감정이었다”68)고 썼다. 

66) 샤브쉬나(1996a), 35. “[흐루슈쵸프의 1956년 스탈린 격하 연설 이후] 나라는 스
탈린의 희생자와 스탈린에 대한 기억을 받들며 그의 통치로써 성취된 성과에 자랑
스러워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었다”는 올랜도 파이지스의 평가도 기억할 것. 
Orlando Figes(2014) Revolutionary Russia: 1891-1991. A History, NY.: Metropolitan 
Books, p. 5. 

67) D. 그라닌(1988) 프라브다, 8.5; 샤브쉬나(1996a), 25에서 재인용. 스탈린 시대 
소련인들이 공유했던 집단적 열광의 분위기는 올랜도 파이지스(2013) 속삭이는 
사회: 스탈린 시대 보통사람들의 삶, 내면, 기억 1, 김남섭 옮김, 교양인, 263-380
쪽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스탈린 정권이 소련 시민들 사이에 확산시킨 공식 
이념으로서의 ‘행복감’에 대해서는 E. A. Dobrenko and M. Balina(eds.)(2009) 
Petrified Utopia: Soviet Style, London: Anthem Press; E. A. Dobrenko(2012) “The 
Labor of Joy: Soviet Culture and the Production of Exultant Masses,” Socialist 
Realisms: Soviet Paintings 1920-1970, Milano: SKIRA, pp. 135-146 참조. 



친소·친북 경향의 여행자들이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개념의 지배하에 소련

을 찾고, 그 사상의 지배하에 소련을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원하는 

바대로”의 소련을 보고 기록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원하는 바대로”와 “있는 그대로” 사이의 경계가 과연 존

재했을까? 회의적이다. 그 경계를 명확히 인식했던 앙드레 지드의 자기 관찰

이나 반성적 시선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또 자신이 열광하며 바라본 것을 새

삼 낯설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

대적으로 절박했던 현실 유토피아의 염원이었다.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지한 

서구 지식인들에게 토마스 모어 식 현실비판으로서의 유토피아 정신이 중요

했다고 한다면, 해방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새로운 국가 건설과 체제수립

이라는 당면 과제가 시급했다.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결

정짓는 것은 [...] 관찰자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이다”69)라는 견해를 

따를 때, 조선의 여행자들에게 “원하는 바대로”와 “있는 그대로”의 분리는 

불가능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소련은 무엇보다 “조선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우호적 원조

자” 다.70) 이태준이 출국하던 시점의 평양은 해방 첫돌 기념 준비로 들떠 

있었고, 소련도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와 복구 작업의 흥분감에 젖어 있었다. 
방문하는 측과 환대하는 측 모두 미래를 향한 확신과 열성으로 일치되어 있

는 집단 도취적 분위기에서 여행은 행해졌고 기록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기 여행자들의 소련인상기는 구한말 첫 러시아방문기인 

해천추범과 겹쳐지는 면이 있다. 혁명 후의 소련이 그런 것처럼, 혁명 전

의 러시아제국 역시 조선에게는 세계최강의 문명국이자, 우방이자, 발전 모델

로 받아들여졌다. 구한말 여행자들에게 페테르부르크가 발전 신화의 예증이

었다면, 해방기 여행자들에게는 시베리아가 그 기능을 했다. 20년 만에 건설

된 ‘웅도’ 페테르부르크가 근대화의 표본이었다면, 30년 만에 실현된 ‘낙원’ 
시베리아는 사회주의 혁명이 약속한 인류 발전의 전범이 되어주었다. 표트르 

대제와 스탈린은 각각 두 시대의 혁명적 발전을 이끈 웅이었고, 러시아 제

국은 ‘우월한 서양’의 모델로서, 소련은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로서 

68) 고바야시 히데오(2004) ｢현대 문학의 불안｣, 고바야시 히데오 평론집, 유은경 역, 
소화, 43쪽.

69) Hollander(1981), 11. 
70) 백남운(2005), 9. 



각각 학습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조선 사절

단의 여행에서 이념적이고 사대적인 흔적을 지우기는 어렵다.71) 
물론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구한말 사절단의 일차적 호기심은 문명이라는 

‘개념’에 앞서 가시적인 ‘기물(奇物)’과 ‘시설’에 쏠렸고, 그들은 고국에 돌아

가면서 각종 기구와 공산품(즉 ‘西器’)을 수집해갔다. 한편, 북조선 방소사절

단의 초점은 구체적 기물보다 제도와 사상에 집중되었고, 특히 사람‘들’에 관

심이 컸다. 돌이켜보면, 해천추범에는 러시아인에 대한 관심어린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부러웠”다던 이태준의 고백을 해

천추범의 민 환에게서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다수의 행복을 생각하고 

다수의 편에 선 제도를 갈망했던 20세기 지식인과, 왕조의 안녕과 부국강병

을 염려했던 19세기 사대부의 차이로 이해될만하다. 
왕조에 종속된 구한말 사절단의 관점은 고종 이외의 통치자를 향한 관심

이나 칭송을 허락하지 않았다. 황제 대관식 참석이 공식 임무 음에도 불구

하고, 해천추범에서 니콜라이 황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물며, 러시아 근

대화의 주인공인 표트르 대제는 오직 역사 속 기념비(청동기마상)를 통해 기

억될 따름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해방기 사절단의 주된 관심은 박물관 속 

레닌을 뛰어넘어 살아 있는 스탈린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전세계 근로인민

의 숭앙하는 태양”72)으로 박수 받는 스탈린의 형상 뒤에서 새롭게 건설될 

조국 북조선의 ‘태양’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71) 해천추범에 나타난 러시아관에 대해서는 김진 (2005) ｢조선 왕조 사절단의 
1896년 러시아 여행과 옥시덴탈리즘｣,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23-356쪽 참조. 

72) 백남운(2005),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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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d Square’ of Lee Tae-jun:
The Morphology of the Soviet Travelogues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Kim, Jean-Young*

In Korea the discourse on the USSR had been dichotomized since the 
mid-1920s, and by the time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it evolved into a 
verbal battlefield of two antagonistic ideologies. Novelist Lee Tae-jun’s travel 
account on the visit to the USSR in 1946 became the object of heated public 
dispute and triggered the war of ideolog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form of the Soviet travelogues. This article outlines the common themes of 
the Soviet travel discourse which Korean writers, including Lee Tae-jun as a 
leading figure, constructed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 zeal of 
‘new-rising’ felt in Ko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corresponded to the energy 
of victory and rebirth surging up in the Soviet society after the War. The 
visitor and the visited were both full of enthusiasm for the future. What Lee 
Tae-jun saw and admired was a projective picture of his own belief in the 
forthcoming utopias of the USSR and Korea, which he readily pre-saw and 
pre-experienced in theory rather than in reality. The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discussing the Soviet rush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 nature 
of the ‘red’ (i.e. ‘beautiful’ in Russian) aesthetics, Siberian utopianism, and the 
impression of the new Soviet man. Two travel accounts of André Gide and the 
account of the 1896 mission of the Chosun Dynasty are compar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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