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세계대전의 “잊힌 전선”: 
한국 사회와 학계의 독소전쟁 인식 

류 한 수

- 개요 - 　
이 글의 목적은 제2차 세계 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수행한 전쟁수행 

노력과 파시즘 진영의 패망에 이바지한 결정적 역할이 한국의 역사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각종 일반 매체에서 부정되고 폄하되는 실상을 살펴보고 그 
까닭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독소전쟁 이미지에서 능동적 주체는 독
일군이었고 소련군은 수동적이며 후진적인 객체였다. 전쟁이 소련의 승리와 
독일의 패배로 끝났는데도 그 원인을 소련 체제의 강점과 장점이 아니라 
독일의 실수와 히틀러의 “무능”에서 찾는 경향이 강했다. 독일군은 러시아
의 추위와 막 한 자원, 그리고 소련군의 잔혹한 전쟁술 때문에 졌다는 신
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로 여겨진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제2차 세계

전에 관한 국내 역사학계의 서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한국 사회의 
각종 매체에서 두드러진다. 독소전쟁(“ 조국전쟁”)에 관한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까닭으로는 첫째, 냉전기의 소련
공포증; 둘째, 일본에서 유입된 친독일(親獨逸) 정서; 셋째, 강고한 반공 이
념; 넷째, 러시아 역사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국내 역사학계의 현실; 다
섯째, 국내 역사학계의 군사사 경시 경향을 손꼽을 수 있다. 

주 제 어: 제2차 세계 전, 독소전쟁, 붉은 군 , 독일국방군, 군사사, 
          역사서술, 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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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러시아 연방의 제2차 세계 전 전승 기념일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

고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2015년에 일어났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 연방 및 그 후속 국가인 러시아 연방의 (對)독일 승전 기념일(5월 9일)
이 한국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퍽 이례

적인 사건이었다. 조국전쟁(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승리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러시아 연방 정부는 성 한 승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민국 국가원수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의 크림(Krym)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합병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

한 여러 서방 국가와 러시아 연방의 립이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한민국 

정부는 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신에 통령 정무특보를 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1) 이 결정을 러시아 정부로서는 매우 섭

섭하게 여겼을 수 있다. 한민국 통령이 같은 해 9월 3일에 중국 텐안먼

(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흔히 독소(獨蘇)전쟁이

라고 불려온 조국전쟁이 당시 국내 여론의 눈길을 끌었다.
제2차 세계 전 유럽 전역(戰域) 동부전선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

는 1941년 6월 22일부터 나치 독일의 군 와 싸워야 했다.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규모와 강도로 벌어지는 격전으로 이루 헤아리기 힘든 수준의 물적 

피해와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도 붉은 군 는 독일군을 몰아내고 1945년 4월

말에 마침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해서 파시즘 진영의 패망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 그러나 이 독소전쟁은 20세기 후반기, 특히 냉전 기간 내내 

한국도 포함된 서방 진영에서 올바르지 못한 접을 받으며 편견에 시달렸

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초엽에 미국인 학자 마이클 처냡스키(Michael 
Cherniavsky)는 독소전쟁에 관한 서방의 편견을 질타하는 짧은 논문2)을 발표

했는데, “히틀러 하사, 동장군(冬將軍), 농민의 러시아”라는 논문의 제목은 

그 편견을 압축해서 요약해준다.

1) 2015년 4월 11일자 연합뉴스 기사.
2) Michael Cherniavsky(1962) “Corporal Hitler, General Winter and the Peasant 

Russia,” The Yale Review, Vol. 51, No. 4, pp. 547-58.



독소전쟁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편견은 체로 세 가지였다. 첫째, 부사관 

수준의 전략전술 지식을 가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제 분수도 모르

고 전체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독일이 자랑하는 유능한 명장들이 제 실력

을 발휘하지 못해서 독일이 패했다. 둘째, 붉은 군 가 아니라 러시아의 혹

독한 겨울 추위가 독일군의 러시아 정복을 막아냈다. 셋째, 극단적인 전쟁이

었던 독소전쟁에서는 극한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일에 익숙한 후진적인 농촌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붉은 군 가 세련된 문화와 문명을 누리던 도시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독일국방군보다 더 유리했다. 그 뒤 여러 역사학자의 지속

적인 노력으로 독소전쟁에 관한 서방 세계의 뒤틀린 인식은 꽤 많이 교정되

었고, 적어도 학계에서는 편견이 사라졌다.3)

그러나 오늘날 서방에서는 거의 사라진 이 편견이 한국 사회에는 지금도 

매우 강고하게 남아 있으며,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제2차 세계 전은 20
세기 세계사에 굵은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으며, 이 전쟁의 향방은 한국의 

독립과 이후 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녔다. 그런데도 제2차 세계

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이해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다. 특히 제2차 

세계 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유럽 전역(戰域) 동부전선, 즉 독소전

쟁4)은 그리 큰 관심을 얻지 못했고, 관심을 얻었더라도 개는 매우 심한 선

3) 최근에 국내학계에 나온 한 논문은 냉전 이후의 서방측 제2차 세계 전사 서술 경
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냉전 이후 나온 연구서들은 연합군의 승리 요인에 

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승리의 근본적인 이
유로 보는 신 동유럽에서 펼쳐진 독일과 러시아의 전투가 가장 중요한 전투였
고, 이것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가 2차 전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2차 

전의 전세를 역전시킨 가장 중요한 전투는 태평양이자 서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니라 러시아 전선에서 있었던 쿠르스
크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모스크바 전투였다는 것이다.” 김남균(2016) 
｢2차 세계 전 연구동향과 전망｣, 군사, 제100호, 204-7, 223쪽.

4)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 훌륭한 제2차 세계 전 개설서 가운데 한국어로 
출간된 최근 저작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존 키건(2007) 2차세계 전사, 청어
람미디어; 폴 콜리어 외(2008) 제2차 세계 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플래닛미디어; 마틴 폴리(2008) 2차세계 전, 생각의나무; 제러드 와인버그
(2016) 2차 세계 전사 총3권, 길찾기. 마찬가지로 숱하게 많은 독소전쟁 개설
서 가운데 최근에 한국어로 출간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리처드 오버리
(2003)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지식의풍경; 데이비드 글랜츠‧조너선 하우스
(2007) 독소전쟁사 1941~1945: 붉은 군 는 어떻게 히틀러를 막았는가, 열린책



입관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이 글의 목적은 제2차 세계 전에서 소비에트 연

방이 수행한 전쟁수행노력과 파시즘 진영의 패망에 이바지한 결정적 역할이 

한국의 역사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각종 일반 매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인식과 평가가 어떤 배경

에서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는지를, 그리고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지도 살펴보

고자 한다.

2. 한국의 역사학계와 독소전쟁

한국 역사학계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사사이며, 이

런 사정은 서양사학계에서도 별다를 바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군사사 분야

는 유독 위축되어 있으며, 연구 성과의 양과 질이 역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상 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5) 사정이 이러한 탓에 제2차 세

계 전에 관한 국내 역사학계의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특히나 독소

전쟁에 관한 1세  학자들의 서술에는 냉전 시 의 전형적 선입관이 배어 있

다. 예를 들어, 민석홍의 서양사개론에 나오는 “독일군의 진격도 워낙 광

한 영토를 가진 소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독일군은 레닌그라

드(Ленинград)와 모스크바(Москва)의 그 어느 쪽도 점령하지 못한 채 나폴레

옹(Napoléon)의 ‘ 군 ’를 괴멸시킨 동장군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서술이 그

러하다.6) 또한 서양사개론에는 동부전선이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 ) 전투

에 관한 언급을 빼고는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다.7) 최근에 나온 개정판의 제2

들; 안토니 비버(2012)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든 
사상 최악의 전쟁, 다른세상.

5) 최근에 국내의 군사사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한수(2008b) 
｢클레이오와 아테나의 만남: 영미권의 군사사 연구 동향과 국내 서양사학계의 군사
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양사론, 제98호, 283-308쪽; 이내주(2010) ｢서양
사 속의 전쟁: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 서양 현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양사론, 제107호, 5-32쪽. 그러나 수준이 더 높은 군사사 연구 성과가 가시적으
로 양산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6) 민석홍(1984) 서양사개론, 삼영사, 631쪽.
7) 민석홍(1984), 632-35.



차 세계 전 서술에서도 소련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러시아의 겨울 추위를 지

나치게 강조하는 서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8) 최근에 오인석 교수가 펴낸 

야심작 세계현 사(서울 출판문화원, 2014년)에는 20세기의 주요 역사적 

사건이 충실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동부 전선은 제11장 “제2차 

세계 전”에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작에서도 냉전 시 의 

선입관은 충분히 극복되지 못한 채 되풀이된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제11장 

5절에 붙여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독일의 패망”이라는 표제는 저자가 독

일 패망을 가져온 주요 원인을 노르망디(Normandie) 상륙 작전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도 이 절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상세히 서술되는 

반면에 바그라티온(Багратион) 작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9) 더욱이 유럽 

전역의 서부 전선에서 미국군과 영국군이 수행한 벌지(Bulge) 전투와 마킷가

든(Market Garden) 작전까지 설명되는데, 소련군이 베를린(Berlin)을 점령했다

는 사실은 언급조차 안 되어 있다.10)

후속 세  역사가들의 제2차 세계 전 서술도 체로는 선임자들의 시각

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다. 기본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마찬가지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방송 학교의 역사 교재 문화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잘 드러나 있다.

독일은 소련을 제외한 유럽 륙을 장악했다. 그러나 처칠이 지도하는 영국
의 치열한 항전, 드골이 지도하는 자유 프랑스 군과 프랑스 국내 레지스탕

8) “이러한 독일군의 진격도 광 한 영토를 가진 소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나폴레옹을 괴롭혔던 ‘동장군’의 도래와 더불어 독일은 전선을 축소하고 
수비태세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민석홍‧나종일(2006) 서양문화사, 개정
판,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375쪽. 이 개정판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한 언
급 이외에는 동부전선 서술이 없으며,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영미군의 독일 본토 
진공만 설명되어 있다. 민석홍‧나종일(2006), 376-80.

9) 오늘날 영미권 국가의 학계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지상 최 의 작전”이었
으며 제2차 세계 전의 분수령이었다는 식의 시각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소련의 여름 공세는 투입 병력의 규모와 
독일군에게 입힌 직접적 손실 두 측면에서 오벌로드(Overlord) 작전(노르망디 상
륙 작전)보다 네댓 배는 더 컸다”고 잘라 말했다. Mike Davis(2004) “Saving 
Private Ivan: Remember Normandy’s Heroes – but also that the Red Army Played 
the Decisive Role in Defeating Nazi Germany,” The Guardian, 11 June.

10) 오인석(2014) 세계현 사, 서울 출판문화원, 300-4쪽.



스의 저항,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자처한 미국의 참전 등은 전세를 호전시
켜 나갔다. […] 1941년 독일은 소련을 침입하게 된다. […] 그러나 독일은 
그 유명한 소련의 동장군으로 말미암아 제 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이후 독
일은 수비 태세로 전환했다.11)

영국의 항전은 말 그 로 항전에 그쳤고 전황의 역전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

다. 드골의 자유 프랑스 군과 프랑스 국내의 레지스탕스는 실제로는 정치적 의

의를 지녔을 뿐이었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독일 정규군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 미국의 참전은 중요했지만, 유럽 전역에 국한한다면 미군이 유럽 본토

에서 실질적 의의를 지닌 지상전을 벌이기 시작한 시기는 1944년 6월이며 이

에 앞서 독일의 본토와 점령지를 상으로 수행한 전략폭격의 효과에 관해서는 

오늘날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유럽 전역의 동부 전선에 관한 설명에서

는 여지없이 또 “동장군”이 등장한다. “이후 독일은 수비 태세로 전환했다”는 

문구에 나오는 “이후”는 1941년 11~12월의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를 뜻하는 듯

한데, 그렇다면 이 문구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독일군은 1943년 여름의 쿠

르스크(Курск) 전투까지 공격의 주도권을 좀처럼 빼앗기지 않았으며, 소련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 1944년에야 능동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전에 관한 한국 군사사학계의 인식과 평가를 가장 개괄적이

고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권위 있는 서술은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가 펴낸 

세계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12) 이 책에서 제2차 세계 전에 모두 187
쪽이 할애되어 있다. 분량을 전역 별로 세분하면, 유럽 전역 서부전선에 

56%(105쪽), 유럽 전역 동부전선, 즉 독소전쟁에 18%(34쪽), 태평양 전쟁에 

26%(48쪽)가 할당된다. 일단 분량 면에서 독소전쟁은 그 비중에 걸맞지 않게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셈이다.
문제는 분량보다 내용이다. 처냡스키가 말한 편견이 육군사관학교 전사학

과가 펴낸 세계전쟁사에서 고스란히 되풀이된다. 이 책은 소련이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에서 비롯되는 역설적 이점을 누렸기 때문에 이겼다고 주장한

다. 이런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11) 이혜령 외(1995) 문화사, 한국방송 학교출판부, 536쪽.
12)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2004) 세계전쟁사, 개정판, 황금알, 제6편 ｢제2차 세계

전｣, 254-440쪽. 초판이 1980년에 나온 이 책의 원판은 정하명 외(1976) 세계
전쟁사, 일신사이다.



적군(赤軍)은 주로 농민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짜르 시  이래로 러시아
의 농민들이 지녀온 숙명적 복종심과 인내심은 극한적인 전투상황 속에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발휘되었다. 본래 농민들이 토지에 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에 가까운 애착심은 그 사회의 의식구조가 덜 근 화되어 있을수록 강
한 법인데, 그들의 토지가 침략자에 의해 짓밟혔을 때 농민들의 저항의지는 
더욱 불타 올랐던 것이다.13)

또한 이 책은 소련의 승리 요인으로 소련군의 분투보다는 러시아의 자연 조

건을 더 앞세운다. 이런 시각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러시아의 자연조건은 사실상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소련군에게 중 한 기여
를 하였다. 러시아의 영원한 우방인 동장군, 그리고 막강한 독일의 기계화 
부 를 붙잡아 맨 진흙장군, 늪지 그리고 개척되지 않은 광활한 황야 등은 
공자(攻者)에게 불리한 반면에 방자(防者)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
다.14)

그리고 독소전쟁에서 소련군이 이긴 까닭을 병력의 우세로 설명하는 지나치

게 단순한 시각이 세계전쟁사에도 그 로 배어있다.

소련이 그나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절 적으로 우세한 
병력 때문이었으며, […] 볼셰비즘의 광신적 사상에 의하여 동원된 소련인들
의 숙명적 복종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15)

이런 서술에서는 독소전쟁 기간 동안 소련군도 늘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

렸다는 사실, 전쟁 후반기에 소련군이 독일군이나 영미군 못지 않게 기계화된 

자본집약적 군 였다는 사실, “숙명적 복종심”에 찌든 국민이나 군인은 장기

적인 현 전의 수행에 유리하기는커녕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

다.16) 끝으로, 세계전쟁사는 제11장 ｢독일의 패망｣에서 독일군과 나치 체제

의 최종적 붕괴 과정에서 영미군의 활동만 설명하고 소련군의 역할을 “한편 

동부전선의 소련군도 4월 16일부터 베를린으로 향한 총공세를 개시하여 5월 

2일까지 모든 저항을 종식시켰다”17)는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여 독일 패망의 

13)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2004), 세계전쟁사, 326-27쪽.
14)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2004), 세계전쟁사, 327쪽.
15)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2004), 세계전쟁사, 345쪽.
16) 더 자세한 반론으로는 류한수 ｢유럽과 양차 세계 전｣, 송충기 외(2009) 세계화 

시 의 서양 현 사, 아카넷, 68-76쪽을 참고할 것.



주역이 영미군이고 소련군은 아무런 이바지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인상마

저 불러일으킨다. 결국, 권위 있는 저작인 육군사관학교의 세계전쟁사에서

도 독소전쟁의 실상은 제 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18)

국내 역사학계에서 군사사가 워낙 소홀히 취급되어 제2차 세계 전 자체

가 제 로 연구되지 못한 데다가, 냉전 시 의 진영 논리가 강고하게 작용해

서 제2차 세계 전에서 독소전쟁이 차지하는 비중과 소비에트 연방의 역할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국내 역사학계의 사정은 학교에서 쓰이

는 역사 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소전쟁

역사적 사건에 관한 한 국가 일반인의 지식 수준을 결정하고 그 사건의 

중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는 여럿이겠지만, 그 가

운데에서 교과서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생활을 하기에 바쁜 일반인이 폭넓은 

세계사 지식을 얻을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생 시절에 읽

고 공부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서술과 설명은 특정 사건에 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2010년 즈음해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어 쓰이는 검인정 세계사 교과서는 모두 4종(금성출판사 

판, 더텍스트 판, 교학사 판, 천재교육 판)이다.19) 개 300쪽 안팎 분량으로 고

사부터 현 사까지 인류의 역사를 기술해야 하므로, 세계사 교과서에서 제2차 

세계 전에 할애된 분량은 3~4쪽에 지나지 않고 서술은 매우 압축적이고 선택

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렇기에 제2차 세계 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제2
차 세계 전, 특히 독소전쟁에 관한 부분을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한다.20)

17)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2004), 세계전쟁사, 392쪽.
18) 세계전쟁사 초판이 나온 시기가 냉전 시 인 1980년이었다는 한계를 고려하더

라도, 냉전 체제가 무너진 뒤 오래인 2004년에 나온 개정증보판에서도 편견이 바
로잡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19)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강택구 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
스트; 최상훈 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김덕수 외, 고등학교 세계사, 천
재교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사의 제2차 세계 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 2) 1940년, 파리 함락; 3) 1940년. 영국의 항

전; 4) 1941년. 독일 소련으로 진격, 서양 헌장 발표; 5) 1941년. 일본의 진

주만 공격, 세계로 전쟁 확 ; 6) 1942년. 연합군의 총반격; 7) 1943년. 이탈

리아 항복; 8)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과 얄타 회담; 9)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 포츠담 회담; 10)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 교

과서에서 소련과 관련된 서술은 다음과 같다.

1942년 여름, 연합군의 총반격으로 전세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미드
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크게 물리쳤고,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영
미 연합군은 아프리카에서 각각 독일군을 격파하였다.21)

일본이 항복 권유를 무시하자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제2차 세계 전은 전체주의에 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22)

연합군은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여 독일을 항복시키고, 7월에 포츠
담 회담을 열어 일본측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23)

소련군이 수행한 숱한 전투들 가운데 유일하게 스탈린그라드 전투만 언급되

고, 그나마 이 전투를 설명하는 사진도 소련군이 아닌 독일군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 동부전선의 전황을 결정한 쿠르스크 전투, 그리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그라티온 작전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8번 항목(“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과 얄타 회담”)은 제2
차 세계 전 전체의 분수령이 영미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이라는 이미지

를 만들어낸다. “연합군은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여 독일을 항복”시켰

다는 서술에서는 베를린 함락의 주체가 “연합군”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베를린을 점령해서 나치 독일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주체가 

20) 최근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분량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탓에 그나마 적었던 
제2차 세계 전 서술이 사실상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소략해졌다. 따라
서 여기서는 2010년 직전과 직후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

21)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78쪽.
22)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78쪽.
23) 오금성 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79쪽.



소련군이라는 자명한 사실이 전혀 부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2차 세계 전 

종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련의 (對)일본 선전포고도 언급되지 않아, 전쟁의 

종식이 온전히 원자폭탄 투하만의 결과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24)

더텍스트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도 제2차 세계 전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

할이 제 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교과서는 제2차 세계 전 종결에 관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게 되

면서 일본도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25)고 서술해서,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과 

소련의 (對)일본 선전포고가 일본 전쟁지도부의 무조건 항복 결정에 함께 

작용했음을 밝히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작 제2차 

세계 전의 전반적인 진행 양상에서는 그러한 균형 감각이 보이지 않는다. 
이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1942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태평양
에서는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또한 유
럽에서는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고,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
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독일군은 각지에서 패배하였고, 미국, 영
국, 소련 등의 연합군은 독일 영토로 진격하였다. 결국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26)

이렇듯 이 교과서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비롯해 제2차 세계 전의 전세

를 결정했던 유럽 전역 동부전선의 주요 전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소련

군이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

다. 따라서 제2차 세계 전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관한 심각한 

편견이 조장되지 않을 수 없다.
교학사 고등학교 세계사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제2차 세계 전의 전개 양상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전세는 1942년부터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
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탈리아는 전

24) 영미권 학계에서 출간된 제2차 세계 전사 개설서 및 연구서에서는 일본 제국의 전쟁 
지도부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요인으로 거의 예외 없이 소련의 일본 
선전포고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라는 “이중의 충격(the double impact)”이 거론된다.

25) 강택구 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61쪽.
26) 강택구 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61쪽.



세 악화와 비판 여론 속에서 무솔리니가 몰락한 뒤 연합국에 항복하였다. 
1944년에 연합국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 파리를 회복하
고 독일을 압박하였다. 베를린에 소련군과 미군 등 연합군이 진격하자, 독
일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
되고, 소련군이 만주로 공격해 오자 무조건 항복하였다.27)

이 교과서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소련군의 일본 참전이 언급되어 최

소한의 균형 감각을 갖추었지만, 쿠르스크 전투와 바그라티온 작전이 언급되

지 않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중요성이 부풀려져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베를린에 소련군과 미군 등 연합군이 진격하자,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는 문장에는 학생들에게 미군이 베를린 점령에 참여했다는 잘못된 인식과 오

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천재교육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도 소련이 제2차 세계 전의 

전쟁의 한 주역, 그것도 가장 중요한 주역이라는 사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전쟁의 전개에 관한 서술은 다른 세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전쟁의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데, 그 사진은 “소련을 공격하는 독일군(1941년 여름)”, “진주만(일본의 공격

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 1941년 12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년 6월)”,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우메즈 중장(1945년 9월 2일)” 이렇게 모두 네 장이

다. 연합국의 반격에서 소련군이 동부전선에서 수행한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시각 자료 배치인 셈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쓰이는 검인정 교과서에 나오는 제2차 세

계 전 설명의 구성과 내용과 시각 자료를 분석하면, 추축국의 패망에서 소련이 

한 역할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 소련이 제2차 세계 전의 주역이라는 사실이 

감춰져 있음이 드러난다.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

이 고스란히 확  재생산되어 고등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이런 문제점 탓에 한국

의 일반인이 제2차 세계 전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세계사 교과서 서술은 한국 역사학계의 부

실한 제2차 세계 전 연구 수준의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 최상훈 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63쪽.



4. 한국 사회의 독소전쟁 인식

한국의 일반인에게 독소전쟁은 매우 낯설다. 한반도가 태평양에 맞닿아 있

는 지리적 요인과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태평

양 전쟁은 한국 사회에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면에서 미국과 매우 긴 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로 미국 군 의 

활동 영역이었던 유럽 전역 서부전선도 한국 사회에 비교적 낯익다. 그러나 

제2차 세계 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전역 동부전선은 널

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려져 있는 정보도 개는 실상과 거리가 먼 허상

과 오류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국의 일반인에게 독소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고 물어보면, ‘독일의 명장들이 이끄는 기계화 부

가 소련을 공격해서 승승장구했지만, 러시아의 추위에 못 견뎌 려났고 군

사학의 문외한인 히틀러가 연거푸 실수를 저지른 탓에 독일군이 패한 전쟁이

었다’는 식으로 답할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 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국가가 소련이라는 주장은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소리로 

일축될 것이다.
한국의 일반인에게 독일 군 는 낯익지만, 소련 군 는 그렇지 못하다.28) 

일반인이 주로 평전, 전기, 또는 자서전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비교적 쉽고 

큰 부담없이 접근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한국 일반인의 인식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의 불균형은 심각한 편이다. 한국의 형 서점에서 에르빈 롬멜(Erwin 
Rommel) 장군에 관한 평전과 연구서는 여러 권을 찾을 수 있다. 독소전쟁에 

국한하더라도, 일례로,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안(Heinz Guderian) 장군과 연관

된 서적은 쉽게 눈에 띈다.29) 반면에 게오르기 주코프(Георгий Жуков), 콘스

28) 최근 시기만 살펴보아도, 독일국방군에 관한 훌륭한 외국 연구서의 한국어판이 잇
달아 출간되었다. 제프리 메가기(2009) 히틀러 최고사령부 1933~1945년: 사상 최
강의 군  히틀러군의 신화와 진실, 플래닛미디어; 우에다 신(2011) 독일육군전
사, 길찾기; 볼프람 베테(2011) 독일국방군: 2차 전과 깨끗한 독일군의 신화, 
미지북스; 죙케 나이첼‧하랄트 벨처(2015) 나치의 병사들: 평범했던 그들은 어떻
게 괴물이 되었나, 민음사. 한편, 소련의 붉은 군 에 관한 연구서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제2차 세계 전 시기의 소련군에 관한 연구서는 적어도 
최근에는 출간된 적이 없다. 사실은 최근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다. 과문( )의 
탓인지는 몰라도, 육군본부 엮음(1975) 소련군사, 1917~1966, 육군본부를 빼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탄틴 로코솝스키(Константин Рокоссовский), 이반 코네프(Иван Конев), 바실리 

추이코프(Василий Чуйков) 같은 소련 장군에 관한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

다.30) 소련군 최고사령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말 저작이 거의, 또

는 전혀 없는 반면에 독일 군인의 경우에는 고위 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

군과 무장친위 의 하급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펴낸 회고록의 한국어판까지 

출간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제2차 세계 전 시기 독일군과 소련군에 관한 

정보의 이런 불균형은 기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31)

독소전쟁에 관한 수준 높은 학술 서적이나 연구 논문을 접하기 힘든 일반

인은 매우 뒤틀린 시각에서 부정확하기 이를 데 없는 정보를 나열하는 아마

추어 군사사 애호가의 저작32)에서 독소전쟁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독

소전쟁에 관한 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고바야

29) 구데리안 장군의 회고록은 하인즈 구데리안(1990) 기계화 부 장, 한원, 그리고 
하인츠 구데리안(2014) 구데리안: 한 군인의 회상, 길찾기로 이미 두 차례나 출
간되었다.

30) 남상선‧유근주(1981) 승자와 패자: 펫턴 원수의 유럽기갑전, 구리바야시 장군의 
유황도지하전, 쥬코프 원수의 독일수복전, 육법사, 256-362쪽에서 주코프 장군
이, 그리고 남도현(2009a) 히든 제너럴: 리더십으로 세계사를 바꾼 숨겨진 전략
가들, 플래닛미디어, Part 6: “조국과 인민을 짓밟은 파시스트를 처단하러 우리는 
베를린으로 간다: 사형수였던 장군, 로코소프스키”, 175-211쪽에서 로코솝스키 장
군이 책의 일부로나마 다루어졌다. 이외에는 소련군 장군을 비중 있게 다룬 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31) 유럽 전역 동부전선의 기갑부  중 장 오토 카리우스(Otto Carius) 중위와 독일
사단 사병 기 사예(Guy Sajer)와 무장친위  부사관 헤르베르트 브루네거(Herbert 
Brunnegger)의 회고록은 각각 오토 카리우스(2012) 진흙 속의 호랑이: 독일 전차 
에이스 오토 카리우스 회고록, 길찾기; 기 사예(2007) 잊혀진 병사: 어느 독일 
병사의 2차 전 회고록, 루비박스; 헤르베르트 브루네거(2012) 폭풍 속의 씨앗: 
한 무장친위  병사의 2차 세계 전 참전기, 길찾기로 국내에 출간되어 있다. 특
히, 폭풍 속의 씨앗은 Herbert Brunnegger(2000) Saat in den Sturm: Ein Soldat 
der Waffen-SS berichtet, Stuttgart: Leopold Stocker Verlag의 세계 유일의 외국어
판이다. 여기에, 비록 만화이기는 할지라도, 나치 무장친위  기갑부  하급 지휘
관 미하엘 비트만(Michael Wittmann)을 다룬 고바야시 모토후미(2001a) 강철의 
사신: 미하일 비트만 전기, 초록배매직스; 고바야시 모토후미(2014) 강철의 사
신: 고바야시 모토후미 전쟁극화, 이미지프레임을 보탤 수 있다.

32) 표적 사례가 김종화(1995) 스탈린그라드 전투, 도서출판 세주, 그리고 이 영
(1999~2002) 알기 쉬운 세계 제2차 전사 총6권, 호비스트이다.



시 모토후미(小林源文)의 전쟁 만화로 독소전쟁의 실상에 관한 인식은 한층 

더 왜곡되었다. 파시즘에 경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관점의 소유자인 

일본인 만화가의 그림에서 독일 군인은 늘 당당하고 멋진 반면에 소련 군인

은 멍청하고 추잡할 따름이다.33)

이런 사정 탓에 한국의 다수 일반인과 다수 군사사 애호가 사이에서 독

일의 고위 사령관들의 전략전술 수준과 독일군의 전투력이 때로는 숭배라고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매우 높이 평가되는 반면에 소련의 고위 장교단은 매

우 무능한 집단이며 붉은 군 는 원시적인 일종의 ‘오합지졸’이라고 인식되

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독일군은 왜 소련군에게 졌을까?’라는 의문에는 

마이클 처냡스키가 말한 “히틀러 하사, 동장군, 농민의 러시아”라는 답변이 

주어진다. 일례로, 한 군사사 애호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독일은 상 보다 무기가 월등히 뛰어나거나 병력이 많지 않았다. […] 엄 히 
말해 독일의 전투력이 뛰어났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술이
나 작전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상 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것은 사람의 문제로 직결된다. […] 독일은 분명히 경쟁국에 비해서 유능한 
지휘관들이 많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모조직도 훌륭했다. […] 독일이 상
적으로 전력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동서 양면전을 치르며 장기간 전쟁을 벌
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독일군 지휘관들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34)

이어서 그는 독일의 패인을 히틀러의 부당한 개입 탓으로 돌린다. 만슈타인 

장군을 평가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만슈타인은 총통이 뒤로 빠지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었다. 군부의 많은 이
들도 이러한 만슈타인의 의지에 공감했지만, 문제는 히틀러가 절 로 자신
의 과오를 인정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 총통은 아직까지도 자
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한 고집은 그가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결코 

33) 고바야시 모토후미(2000a) 장갑척탄병; (2000b) 특전 ; (2001a) 강철의 사
신: 미하일 비트만 전기; (2001b) 늑 의 포성; (2001c) 흑기사 이야기; 
(2002) 판저 포! Panzer Vor!, 초록배매직스; (2014) 강철의 사신: 고바야시 모
토후미 전쟁극화, 이미지프레임.

34) 남도현(2009b) 히틀러의 장군들: 독일의 수호자, 세계의 적, 그리고 명장, 플래
닛미디어, 5쪽. 저자 남도현의 독일 장군 상찬은 계속 이어진다. “군사적인 부분
만 놓고 보았을 때 당시 독일군은 뛰어났고, 그들을 이끈 지휘관들의 능력은 시

와 국가를 초월할 만큼 탁월했다.” 남도현(2009b), 6.



변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모든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렸고, 계속해서 군에 
관한 모든 것을 거머쥔 채 자신의 생각 로만 전쟁을 수행하려 했다. […] 
히틀러는 전선의 지휘관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지휘에 관한 자유 재량권
을 단호히 거부했다.”35)

구데리안 장군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는 “히틀러의 특기 중 하나가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장군들을 내쳐버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36) 마

침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히틀러는 […] 충심으로 군의 입장에서 작전을 펼치려던 수많은 유능한 지
휘관들을 자기 손으로 내치는 우를 범했고, 결국 이것은 연합군 승리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유능한 인물들을 거느리기에는 히틀러라는 그
릇이 상당히 작았다고 생각”된다.37)

한편, 또다른 한 군사사 애호가는 “조직의 수뇌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어부쳐 큰 가를 지불한 경우”로 독소전쟁의 히

틀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몇 번의 큰 승리를 맛본 히틀러는 본인이 전쟁을 “안다고” 오판했고 현장
의 소리보다는 자신의 “영감”을 믿었다. 롬멜, 만슈타인 등 유능한 장군들
을 해임하거나 제거하면서 작전에 한 본인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갔다. 
이후 독일군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 급속히 몰락했다.38)

그러나 실상은 매우 다르다.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

르면,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독일국방군 장군들은 전투의 단기적 성과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현 전에 맞지 않는 전략전술 개념을 지녔으며 이들

보다는 오히려 히틀러가 더 큰 맥락에서 현 전을 이해했다.39) 따라서 무능

35) 남도현(2009b), 167.
36) 남도현(2009b), 239.
37) 남도현(2009b), 353.
38) 김경원(2015) 전쟁에서 경영전략을 배우다: 전쟁 사례에서 찾은 경영전략의 성

공 공식 13, 21세기북스, 139-40, 147-48쪽. 저자 김경원은 이 책의 8절 “전쟁 사
례: 최전선의 의견을 묵살해 패배를 자초한 히틀러와 독소전쟁”(139-148쪽)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판단을 중시하라”는 기업 경영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독소전쟁
의 사례를 든다.

39) Alan Clark(2000) Barbarossa: The Russian–German Conflict 1941–1945, London: 
Cassell & Co, p. xx; Robert Strawson(1995) Hitler as Military Commander, New 



한 히틀러가 유능한 독일 명장들을 방해했다는 식의 인식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독일

군 연구서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히틀러는 꽤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서부전선의 진지전에서의 경험 
외에도 그는 군사적 문외한이라고 하기에는 놀랄만한 전략 안목을 갖추고 
있었으며 군사서적을 심도 있게 탐독하고 연구한 결과, 거의 백과사전 수준
의 세세한 군사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탁월한 기억력 덕분에 수많은 역사
적 사건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마치 자신이 전문적인 지
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장교들을 속이고 능멸하기도 했다.40)

만슈타인은 작전적 수준에만 몰두하여 결정적인 회전에만 집착했으며 종종 
1차원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총체적인 전략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나
타냈다. 장군들이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작전적으로만 판단한
다고 비판했던 히틀러의 논리도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41)

히틀러가 가장 기초적인 작전적 원칙들에 해 무지했던 것처럼 군 지휘부
도 전쟁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휘하는 능력 면에서 부족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42)

독일군 총참모부는 작전적 수준에만 집착하고 전략적 차원의 사안들을 도
외시했다.43)

제2차 세계 전 후에 만슈타인은 히틀러로 인해 육군과 총참모부의 작전적 
승리가 ‘잃어버린 승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적어도 
그들처럼 1차원적인 작전적-전략적 사고를 고수하지는 않았다.44)

이런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 ‘히틀러가 독일국방군의 승리를 방해했다’는 식

의 잘못된 낡은 인식은 타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일부 아마추어 군사사 애호가들은 ‘소련은 무한 의 인적 자원을 

York: Barnes & Noble, p. 230.
40) 게르하르트 그로스(2016) 독일군의 신화와 진실: 총참모부 작전적 사고의 역사 ― 

헬무트 폰 몰트케부터 아돌프 호이징어까지, 이미지프레임, 320쪽.
41) 그로스(2016), 328.
42) 그로스(2016), 329.
43) 그로스(2016), 342.
44) 그로스(2016), 343.



보유했고, 붉은 군 는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

다’는 논리를 펴면서 뛰어난 독일군이 후진적인 소련군에게 패한 원인을 설

명한다. 가장 좋은 예가 이 영이라는 아마추어 군사사 애호가가 펼친 다음

과 같은 일련의 서술이다.

체로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고, 정부의 방
침에 잘 순종한다. 또한 어떤 사소한 계기에 의해 어느 한편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일시에 쏠려가 버리는 군중심리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45)

도 체 소련군은 어디서 이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하지
만 이것은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광 한 영토와 ‘많은 것
은 사람뿐’이라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 충분히 훈련시킬 만한 시간도, 장비도 없었지만 러시아 청년들
은 별로 훈련시킬 필요조차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훌륭한 군인
이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의 징집병들은 평소에도 거친 음식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줄곧 살아왔고, 굶주림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
다. 또한 괭이자루가 소총으로 바뀌었을 뿐, 그들은 이미 어떤 군사훈련보
다도 고된 육체노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어 있는 사람
들이다.46)

소련군 병사들이 어떤 경우에도 군말 없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불평하는 법
이 없는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황제와 귀족들의 폭정을 숙명으로 받아들
이며 살아온 러시아 민중의 오랜 습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러시아의 
전토를 피로 물들인 무자비한 공산 혁명과 숙청의 행진을 지켜보며 깨닫게 
된 지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단순성이야말로 소련군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다. 생각과 의식이 복잡한 군 나 병사 개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
라 반응하는 군 는 그 나름 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
가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수세를 타개해 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장
점이라고 할 수 없다. 소련군 병사들은 단지 총을 든 기계와 같았다. 부상을 
당해도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법이 없었고, 명령에 해 의심을 
품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법도 없었다. 명령이 내려지면 불을 뿜는 독일군의 
기관총구를 항해서도 곧장 정면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무서운 단순성 ― 
그것이 바로 소련군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인 것이다.47)

45) 이 영(1999) 알기 쉬운 세계 제2차 전사 3: 초원의 불꽃, 호비스트, 40-1쪽.
46) 이 영(1999), 54.
47) 이 영(1999), 55.



이 아마추어 군사사 애호가는 소련 군인을 일종의 ‘초인’이나 ‘괴물’로 본다. 
그는 1941년 11월에 모스크바 공방전에 투입된 소련군의 시베리아 부 원들

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눈 덮인 숲 속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 거친 흑빵 한 덩어리만 있으면 눈 속에서도 일주일을 능
히 버텨냈다.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한 자리에 몇 시간씩 꼼짝 않
고 서있어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48)

이런 식으로 형성된 소련군의 비틀린 이미지는 인종주의적 색채까지 띠게 

된다. 2014년 10월 6일에 한 아마추어 군사사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2차

전 때 최강의 전사(파이터)는 소련 보병｣이라는 글을 원문 그 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전 때 최강의 보병은 어느 나라 보병이었을까? 독일군? 일본군? 미군? 
유감스럽게도 소련 보병이었다. 소련 보병은 음험, 무자비, 야비, 교활, 충직, 
무식, 허무주의, 숙명론자들이었다. 무자비한 살륙의 전장터에서는 이런 성격
이 가장 잘 맞았다. 이들은 무자비한 군율에도 잘 견디고 적이건 아군이건 
무자비했으며 전우애도 없었다. 돌격 명령을 내리면 중공군이나 일본군보다 
더 용감히 돌진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진지 
사수 명령을 내리면 이를 슬퍼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충직히 마지막 한 발까
지 쏘다가 죽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별로 억울해하지 않았다. 독전 로 
지명되면 아군 뒤에서 후퇴하거나 망설이는 자기편을 용서 없이 쏴 죽였다. 
자신도 아군 독전 에 걸리면 같은 운명인 줄 잘 알았고 이를 감수했다.49)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이 글은 한국 사회 일각의 소련혐오증, 또는 

소련공포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미지가 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탓

에 소련군은 병사 개개인에게 개인 화기도 주지 않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돌격을 일삼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전 (督戰隊)가 피해를 견디다 못해 뒷

48) 이 영(1999), 56. 
49) 이 글을 올린 이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내용의 출처를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출처는 ‘히틀러와 장군들’, ‘소련군 전술’ 등입니다. 독일군의 잔학 행위가 소련
군의 잔학 행위를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소련군(러시아군)의 냉혹함과 흉폭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틀러와 장군들”은 남도현, 히틀러의 장군들
의 오기인 듯하며, “소련군 전술”은 육군 학(1975) 소련군 전술: 공격, 육군
학, 아니면 A. A. 시도렌코(1979) 소련군 공격전술, 육군 학을 지칭하는 듯하
다. 그러나 이 두 저작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정보가 없다.



걸음치는 아군 병사에게 기관총 사격을 퍼붓는다는 전혀 근거 없는 묘사가 

한국 영화에 나오는 붉은 군 의 클리셰(cliché)가 되었다. 이런 클리셰의 전

형이 바로 강제규 감독이 2011년에 내놓은 영화 ｢마이웨이｣에 나오는 소련

군의 모스크바 공방전 전투 장면이다.50) 영화라는 허구의 장르에서 필요할지

도 모를 이 클리셰는 역사의 진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한편, 제2차 세계 전의 유럽 전역 및 독소전쟁이 한국 사회의 관심을 끄

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노몬한 전투(할힌골, Халхин-Гол 
전투)에 참여했다가 소련군에게 사로잡힌 한 조선 청년이 독소전쟁에 투입되

어 독일군의 포로가 된 뒤 독일군에 편입되어 서부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연합군과 싸우다가 또 포로가 되었다는 주장이 마치 확실한 사실인 

양 한국 사회의 큰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그 주장은 미국의 역사가 스티븐 

앰브로스(Stephen Ambrose)의 한 저서에 실린 명확한 근거 없는 설명과 확인

되지 않은 사진에서 비롯되었다.51) 실체가 없는 이 이른바 “노르망디의 한국

인”은 각종 매체에서 엄청난 관심의 상이 되었다.52)

50) 이 장면은 2001년에 나온 장-자크 아노(Jean-Jacques Annaud) 감독의 영화 ｢에너
미 앳 더 게이트(Enemy at the Gates)｣의 도입부에 나오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장
면의 모방인데, 붉은 군 의 묘사에 달라붙어 나타나는 이런 클리셰의 신빙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한 영화평론가는 이런 식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돌격이 제2
차 세계 전 유럽전역 동부전선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한다. David 
Stone(2002) “Enemy at the Gates. Paramount Pictures,” H-Net Reviews in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June, p. 2.

51) Stephen Ambrose(1994) D-Day, June 6, 1944: The Climactic Battle of World War 
II,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p. 34. 앰브로스는 뉴올리언스 학
(University of New Orleans) 산하 아이젠하워 센터(Eisenhower Center)에 소장된 
로버트 브류어(Robert Brewer) 중위 인터뷰 자료 외에는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군사사 저술가 비버는 최근에 펴낸 자기의 제2차 세계 전 개설서를 
이 인물의 “인생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비버는 그의 이름이 양경종
이며 종전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았다고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지만, 근거로 
볼 수 있을 만한 사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앤터니 비버(2017) 제2차 세계
전: 모든 것을 빨아들인 블랙홀의 역사, 글항아리, 13, 14, 27, 1185쪽[Antony 
Beevor(2012) The Second World War, London: Weidenfeld & Nicolson, p. xvi, 1, 
782]. 비버는 몇 해 전에 한국의 인터넷에 떠돈 근거 없는 추정을 제 로 검증하
지 않은 채 사실로 받아들인 듯하다.

52) 그러한 매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소설: 장웅진(2005) 노르망디의 조선인, 피
와눈물[2012년 전면개정판 나는 조선인입니다]; 조정래(2007) 오 하느님, 문



이 “기이”한 현상은 독소전쟁에 참여해서 독일군과 싸운 한국계 소련 시민

들에 관한 관심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사실과 극명히 비된다. 근현

에 러시아 땅으로 건너가 정착해서 러시아 국적, 또는 소련 시민권을 얻은 

한국인에 관한 관심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런 관심의 초점은 주로 1930년

 중반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계 소련 시민(고려인)
들에 맞춰졌다. 이들의 발자취와 운명은 한국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여러 

차례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여러 저널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2014년에는 한

국을 표하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인 KBS1 TV에서 막 한 자금과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카레이스키 150년 만의 귀향｣이 방영되었

고,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러시아 제국 군 의 군인으로 제1차 세계 전에 참

여한 고려인도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고려인이 제2차 세계

전 시기에 붉은 군 에 들어가 최전방에서 파시즘과 싸우거나 후방에서 전

학동네[2009년 개정판 사람의 탈]; 이재익(2011) 아버지의 길 1: 노몬한의 조
선인; 아버지의 길 2: 노르망디의 코리안, 황소북스; 김병인(2011) 디데이, 
열림원[영화 ｢마이웨이｣ 시나리오의 소설판]. 텔레비전 방송: SBS 스페셜 21~22
회 노르망디의 코리안, 제1부 ｢독일군복을 입은 조선인｣(2005년 12월 11일), 제
2부 ｢국적 없는 포로｣(2005년 12월 18일). 연극: ｢D-day｣(2009년), 장태준 작/연출 
(2009년 11월 7~12일 공연)[2014년에 ｢6월 26일｣로 재공연]. 독소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이 픽션들의 일부는 독소전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창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군이 우랄 산맥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이 상식에 속하는 지식인데도 이재익(2011), 아버지의 길 2, 270쪽에 나오는 
“여전히 독일과 소련은 시베리아 륙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서술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조정래는 오 하느님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 “노르망디의 한국인”이 소련군 귀환 포로들과 함께 소련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집단총살당한다는 식으로 소설을 끝맺는다. 문학평론가 복도훈은 ｢노르망디의 실종자
｣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오 하느님의 마지막 장은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한 
강 국들의 배타적인 자국이기주의와 포로들조차 인간이 아닌 교환되는 물건으로 취
급하는 주권자들의 무자비한 결정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그리고 
있다. 소설은 작중 인물들이 지워지지 않는 그 낯선 이름 때문에, 그들의 국적 때문
에 소련으로 송환되던 도중 머무른 어느 야산에서 모두 총살당하고 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종전 후, 살아남은 포로들과 인민들에게 전쟁책임을 뒤집어씌웠던 스탈
린의 지시로 적어도 오백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근거 있는 역사적 정황을 염
두에 둔 작가의 결말 처리다.” 조정래, 오 하느님, 232쪽.(강조는 필자의 것.) 복도
훈의 마지막 언명은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물론, 스탈린 정권은 종전 
뒤에 송환된 자국군 포로들을 부당하게 우했다. 그러나 그들이 학살되었다는, 더구
나 그 수가 500만 명을 넘는다는 주장은 오해를 넘어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쟁수행노력을 지원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53)이 한국의 일반인에게는 거

의, 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54)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로, 지난날 냉전 시기에 서방 진영에서 생성되었던 독

소전쟁(“ 조국전쟁”)에 관한 편견과 오해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독소전쟁의 이미지에서 전

쟁의 능동적 주체는 늘 독일군이었고 소련군은 수동적이며 후진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다. 소련의 승리와 나치 독일의 패배로 끝난 전쟁의 결과

를 알면서도 그 원인을 소련 체제의 강점과 장점에서 찾지 않고 독일의 실

수와 히틀러의 “무능”에서 찾는 경향이 강했다. 동시에 독일군은 러시아의 

겨울 추위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소련은 무한 의 인

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국 군 의 엄청난 인명 피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잔혹한 전쟁술을 구사해서 독일군을 압도했다는 식의 잘못된 신

화55)가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사

53) 최근에 고려인 독소전쟁 참전 용사들에 관한 귀중한 자료집이 러시아에서 
간행되었다. Д. В. Шин, Б. Д. Пак и В. В. Цой(2011)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М.: ИВ РАН.

54) 이 문제를 다룬 논문 두 편이 국내 학술지에 실리기는 했지만, 저자는 한국 학자
가 아닌 러시아 학자였다. M. H. Potemkina(2003) ｢제2차 세계 전 시기의 우랄 지
역｣, 슬라브연구, 제19권 제1호, 97-113쪽; N. F. Bugai(2007) ｢ 조국전쟁(1941~ 
1945)에 참여한 소수민족｣, 군사, 제64호, 37-60쪽. 다만 이 문제는 미약하게나
마 한국의 문학연구자와 역사학자의 학술논문에서 조명을 받았다. 심헌용(2002a)   
｢제2차 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군사, 제45호, 171-201쪽; 심헌용
(2002b) ｢제2차 세계 전기 “소비에트 한인”의 전쟁 참여｣, 전쟁과 유물, 제7호, 
167-83쪽; 이정선(2010)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의 독소전쟁 형상화 양상｣, 국제
한인문학연구, 제7호, 87-111쪽; 임형모(2014) ｢고려인문학에 형상화된 독소전쟁과 
고향의식: 스탈린 체제 시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현 소설연구, 제57호, 377- 
409쪽.

55) 1944년 여름 같은 시기에 유럽 전역의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영미군과 소련
군이 벌인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비교한 흥미로운 연구서가 최근에 나왔다. 
Charles Dick(2016a) From Victory to Stalemate: The Western Front, Summer 



라지지 않고 강고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역사의 실상에 크게 어긋나는 잘못된 이미지의 형성에 이바지한 

매체로는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에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일본의 제2
차 세계 전 관련 역사서, 냉전 시기에 미국의 할리우드(Hollywood)에서 제

작되어 한국에서 상영된 많은 제2차 세계 전 영화,56)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

학교에서 쓰이는 세계사 교과서, 체계적인 군사사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아

마추어 군사사 애호가들이 펴낸 제2차 세계 전 도서를 손꼽을 수 있다.
냉전 시기에 독소전쟁에 달라붙은 편견이 한국 사회에 매우 강하게 뿌리

를 박고 냉전이 끝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일반인 사이에서 강고하게 남아 

있는 까닭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한제국 말기에 조

선 지식인 사이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공로증(恐露狀, Russophobia)과 그 연

장선상에 있는 소련공포증. 둘째, 제2차 세계 전 시기에 나치 독일의 동맹

국이었던 일본에서 유입된 친독일(親獨逸) 정서. 이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

이 함께 작용하고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러시아/소련의 정당한 

위상과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제 로 인정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셋째, 
20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치하면서 고조된 반공 이념. 북

한을 소련의 “꼭두각시” 국가로 여기는 한국에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종주

국 소련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행

위와 다를 바 없었으며, 곧 북한을 돕는 이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런 분위

기에서는 제2차 세계 전에서 연합국 승리의 최  주역이 소련임을 애써 부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Charles Dick(2016b) From Defeat to Victory: 
The Eastern Front, Summer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저자는 영미군보다 
소련군의 작전수행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결론을 내린다.

56) 제2차 세계 전 유럽 전역에서 미군이 추축국 군 와 벌인 전투를 소재로 삼은 
미국의 작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20세기 후반기 작품에 한정해서 일부만 
나열해도 다음과 같이 긴 목록이 나온다. ｢사막의 여우｣(1951년), ｢나바론의 요새｣
(1961년), ｢지상 최 의 작전｣(1962년), ｢633 폭격 ｣(1964년), ｢벌지 전투｣
(1965년), ｢안치오｣(1968년), ｢독수리 요새｣(1968년), ｢레마겐의 철교｣(1969년), ｢패
튼 전차군단｣(1970년), ｢켈리의 영웅들｣(1970년), ｢머나먼 다리｣(1977년), ｢멤피
스 벨｣(1991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년), ｢U-571｣(2000년). 한편 독소전쟁
을 다룬 영화는 국내에서 미국의 ｢철십자 훈장｣(1977년), 러시아의 ｢컴 앤 씨｣
(1985년), 독일의 ｢스탈린그라드｣(1993년)를 빼고는 거의 상영되지 않았다. 이런 
불균형 탓에 한국 사회는 제2차 세계 전에서 유럽 전역 서부전선이 주전장이며 
미군이 나치 패망의 주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정해야만 했다.57) 넷째, 러시아 역사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한국 역사학계

의 현실. 다섯째, 군사사를 경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한국 역사학계의 전반

적인 경향. 이 넷째 요인과 다섯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한국의 학계에서

는 제2차 세계 전 시기 유럽 전역의 동부전선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

어지기 힘들었고, 그 결과로 중의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군 교육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오던 군사사 연구가 그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확산되

기 시작했고, 일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군사사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제2
차 세계 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로 한국 역사학

계에서도 전문적 러시아사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연구자들이 최근

에 독소전쟁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적잖이 내놓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지

만, 이런 변화 속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가 배출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

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면서 중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적어도 군사사, 특히 제2차 세계 전에 큰 흥미를 느끼고 역사서를 탐독

하는 이른바 “ 리터리 매니악” 사이에서는 독소전쟁에 관한 오해가 많이 사

라졌고 독소전쟁의 역사적 실상을 알려는 욕구가 솟구치고 있다. 한국의 역사

학계, 특히 군사사학계는 이런 중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역사학계에서 독소전쟁에 관한 관심이 차츰차츰 

커지고 더 균형 잡힌 독소전쟁사 서술이 담긴 연구 성과가 소개되고 있다. 
비록 러시아 역사학계가 배출한 탁월한 연구단행본이 소개되지는 않았더라

도, 영국과 미국의 제2차 세계 전 전문 연구자들의 수준 높은 저작이 한국

어로 번역되어 예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 당장

의 갈증은 해소된 편이다.58) 더욱 더 고무적인 현상은 한국 역사학계 자체에

57) 앞서 언급된 스탈린그라드의 저자 김종화는 “저자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속내
를 밝혔다. “우리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에 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공산종주국인 소련이 붕괴했다고 하나 여전히 그 군 가 건재하
고 있고 압록강 너머에는 중공군이 있으며 6.25 불법 남침으로 민족에게 참화를 
가져다 준 북괴는 지금도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괴뢰군에[sic.] 원조인 소련의 붉은 군 에 
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종화(1995), 379.

58)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아마추어 군사사 애호자인 이른바 “ 리터리 매니악”들이 
독소전쟁사의 역작 David Glants and Jonathan House(1995) When Titans Clashed: 
How the Red Amy Stopped Hitler, University Press of Kansas를 우리말로 옮긴 한



서 독소전쟁에 관한 탄탄한 연구 성과가 배출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적인 군사사 연구자가 많지 않

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사사적 관점에서 독소전쟁을 다룬 연구는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외교사, 사회사, 문화사, 예술사, 여성사, 사학사의 견지에서 독소

전쟁(“ 조국전쟁”)을 다루는 논문이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59)

국어판(독소전쟁사 1941~1945,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옮김)을 펴냈다는 사실은 
그 동안 한국 사회 일각의 군사사 애호가들이 학술적인 독소전쟁사 정보에 얼마
나 목말라했는지, 그리고 그런 목마름에 한국 역사학계가 얼마나 제 로 부응하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59) 이런 성과를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석(2002) 
｢바르샤바 봉기｣, 동유럽발칸학, 제4권 2호, 516-39쪽; 류한수(2005) ｢전쟁의 기
억과 기억의 전쟁: 영화 “한 병사의 발라드”를 통해 본 조국 전쟁과 “해빙”기의 
소련 영화｣, 러시아연구, 제15권 제2호, 97-128쪽; 류한수(2006) ｢제2차 세계
전기 여군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연구｣, 서양사연구, 제
35집, 131-59쪽; 류한수(2008a) ｢독일 영화 “Stalingrad”와 미국 영화 “Enemy at 
the Gates”에 나타난 스탈린그라드 전투｣, 상명사학, 13/14합본호, 153-78쪽; 류
한수(20011) ｢제2차 세계 전기 소련의 전쟁 포스터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슬라브학보, 제26권 2호, 65-90쪽; 송준서(2009a) ｢ 중잡지 “불꽃(Огонёк)”에 
나타난 소비에트 병사 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1944–1953｣, 노어노문학, 제21권 
제3호, 295-320쪽; 송준서(2009b) ｢제2차 세계 전과 소련 젊은이들의 반체제 운동｣, 
서양사론, 제103호, 229-56쪽; 송준서(2013b) ｢중앙-지방 관점에서 바라본 스탈
린 시기 전쟁의 기억｣, 슬라브학보, 제28권 1호, 151-86쪽; 송준서(2013a) ｢스탈
린 정부의 반유 주의와 제2차 전 기억 만들기｣,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139-63쪽; 신동혁(2004) ｢2차 세계 전과 소련정부의 교회정책｣, 슬라브학보, 제
19권 2호, 197-226쪽; 심헌용, ｢제2차 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심헌용(2002a) ｢제2차 세계 전기 “소비에트 한인”의 전쟁 참여｣; 윤용선(2007)  
｢“예방 전쟁”?: 1941년 독소전의 수정주의적 해석에 관한 독일학계의 논쟁｣, 군
사, 제65호, 233-59쪽; 이종훈(2012a) ｢스탈린주의의 근 성과 “밤의 마녀들”: 
1930년  소비에트 사회의 에토스와 여성 야간폭격연  부 원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7호, 309-38쪽; 이종훈(2012b) ｢제2차 세계 전과 소련-동유럽 
유 인: 반-나치 투쟁과 반유 주의 사이에서｣, 역사와 문화, 제23호, 263-86쪽; 
이종훈(2015) ｢모스크바 유 인 박물관 전시 코드 읽기와 “ 조국전쟁”: 공헌과 
공존의 코드를 중심으로｣, 사총, 85권, 227-65쪽; 이희순(2013) ｢제2차 세계 전 
독소전쟁 초기 소련의 실패 원인 평가: 전쟁 이전 소련의 비 태세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5집, 151-86쪽; 황동하(1998) ｢독소 불가침 조약(1939. 8. 23)의 
역사적 의미: 러시아 역사학계의 논쟁을 중심으로｣, 숙 사론, 제20집, 147-92쪽; 
황동하(2001) ｢독소 불가침 조약(1939. 8. 23)의 성립: 소련 측의 동기 분석을 중



이렇듯, 비록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더 다양

한 각도에서 독소전쟁의 갖가지 양상을 조명하는 연구 성과가 최근에 속속 

나오기 시작한 추세는 이분법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러시아 현

사에 천착하는 전문 역사가들이 양성되어 2000년 부터 본격적인 연구 활동

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서는 독소전쟁사에 관련된 종전의 편견이 사라지고 비교적 균형 잡힌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소전쟁사에 관련된 한국 역사학계의 향후 

과제는 군교육기관 소속 군사사 연구자들과 일반 역사학자들이 더 긴 한 관

계를 맺으면서 상호 교류하며 간격을 좁히고 힘을 합쳐 더 풍부한 연구 성

과를 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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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러시아 조국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사진전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파시즘에 승리했다｣가 열렸다.60) 붉은 군 의 활약을 주제로 

삼은 사진 전시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를 옥죄던 

경직된 분위기가 많이 가셨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한국의 역사학자와 군사사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에 편승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그런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심으로｣, 서양사론, 제68권 1호, 119-48쪽; 황동하(2003) ｢“Icebreaker” Thesis: 
1941년 소련의 독 선제공격 계획설｣, 독일연구, 5집, 111-38쪽; 황동하(2004) 
｢소련의 전시 포스터에 등장하는 어머니 이미지에 한 연구: 독소전쟁 초
(1941~1943) 포스터 “조국-어머니가 부른다!”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9집, 
11-32쪽; 황동하(2006) 필사적인 포옹: 독소 불가침 조약(1939·08·23)과 소련 측
의 동기 분석, 한국학술정보; 황동하(2005) ｢“자연발생적인 탈-스탈린화”: 러시아인
들이 되돌아 본 “ 조국전쟁”의 한 단면｣, 러시아연구, 제15권 제2호, 459-87쪽
[이 글은 하용출 외(2006) 러시아의 선택, 서울 학교출판부, 51-80쪽에도 수록되
어 있다]; 황동하(2007)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야기｣, 서양사연구, 제36집, 137-59쪽; 
황동하(2015) ｢“오크노-타스”(ОКНО-ТАСС)에 한 도상학적 분석: 적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29호, 95-126쪽.

60) ｢서울서 독일 나치 저항 소비에트 승전 70주년 기념사진전 열려｣, Sputnik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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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orgotten Front” of the Second World War: 
Perceptions of the German-Soviet War in the South Korean 

Societal and Academic Circles

Lyu, Hansu*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how and why the decisive role played by the 
Soviet Union in World War II has been ignored and underestimated in the 
south Korean societal and academic circles. Amongst the South Korean 
people there are strong tendencies to think that the German army was 
defeated by the Soviet army in the Second World War just because the 
former was overwhelmed by Russia’s “General Winter” and the enormou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Soviet Union. And Hitler’s inability to 
lead war is also overemphasized. In a nutshell, most South Koreans don’t  
admit the fact that the Red Army was superior to the Wehrmacht in both 
terms of military tactic and strategy. In their eyes the Red Army was no 
more than a barbaric and incompetent organisation whose advantage over its 
enemy was only its size. The myth of the Soviet army’s backwardness and 
incompetence was deconstructed in the Western World, and yet it remains 
intact in the Korean society. The reasons why the strong prejudices against 
the Red army came into existence are as follows: the Russophobia prevalent 
among the Koreans during the Cold War era, the Germanophile sentiment 
originated in the Japanese colonial experience in Korea, the stubborn ideology 
of anti-Communism as a national policy, and the tendency for the Korean 
historians to neglect milit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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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한 수

상명 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부교수. 서울 학교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를, 영국 에식스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공저와 번역서를 출간

하였고, 최근의 논문으로는 ｢제2차 세계 전 시기 소련의 전쟁 포스터에 나

타난 여성의 이미지｣(2011년), ｢배급과 노동, 그리고 사회정의: 러시아 내전

기(1918~1921년)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와 배급｣(2012년), ｢집단협의제 경

영  1인 경영: 러시아 내전기(1918~1921년) 페트로그라드 산업체 경영구

조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반응｣(2012년) 등이 있다.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7. 3. 31

논문심사일: 2017. 4. 17 ~ 2017. 4. 30

심사완료일: 2017.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