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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의 혁명가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그루지야의 혁명가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련의 신화와 현실

김남섭
(가톨릭대 국사학과)

1.

스탈린 생애 다시 보기
20세기의 다른 “사악한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l1oc때

CTaJIHH)은 그가 살았던 당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의 생애와 정책， 그리고 그의 시대를 둘러싸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집필되었다 또 그의 독특한 성격은 역사학자와 심

리학자， 철학자 등의 진지한 탐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를 비롯한 예

술가들의 상상력도 자극하였다 한변으로 그는 일방적인 찬양의 대상이었다. 예
를 들어， 스탈린의 생애 통안 수많은 거리들이 그의 이름을 딴 것은 물론이거니
와 총 여섯 곳의 소련 도시들이 도시 자체의 이름을 바꿔 그를 기릴 정도였다 1)

주 제 어: 그루지야 혁명가， 민족인민위원， 소련 독재자， 수정주의적 견해， 스휠린 전
기，정치국，홍서기

Georgian revolutionary , Commissar for Nationality Affairs ,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 revisionist view , biography of Stalin, Politburo ,
Genecal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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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어 대숙청이 한창이던 1937-38 년 무렵에는 그의 충복으로서 당시 내무
인민위원이었던 예조프(H. 11. E:I<O B)가 모스크바를 “스탈리노다르"(CTaJIHHO .lla

p)로 개명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스탈린 자신이 이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2)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는 자신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망쳐놓은 악마의 화신이
기도 하였다 이런 이미지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글라스노스치 정책이 채택되면

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1980년대 말 이 후에 특히 두드

러졌다 이제 스탈린은 더 이상 “사회주의의 위대한 건설자”가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당연한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3)
하지만 이처럼 스탈린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 극단적인
명가를 넘어서서 그의 생애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적절한 전기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1917년 10월 혁명 이전 그의 삶은 비합법적 지하 활동
을 위주로 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특성 때문에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가 건설된 후 마침내 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한 독재자로서의 스탈린 삶도 크레블 정치로 특징지어지는 소비에트 정책

결정의 은밀한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 격심한 논란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스탈린 생애 전제를 재구성하는 전기를 집필하면서 부딪치는 이러한
어려웅은 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의 개인적 통기를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내
밀한 사적인 면지나 비밀 일기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 측근

들의 신뢰할 만한 어떤 목격담도 없다는 데도 기인하는 바 크다 게다가 개인보
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볼셰비키의 특유한 정치 문화는 개인이 자신의 욕망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데 매우 적대적이어서 스탈린과 그 추종^t들은 자

신의 생활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라는 암묵
1) 다음의 도시들이 그렇다 유조프카/스탈리노(1924년)， 차랴힌/스탈린그라드(1925 년)， 두

산배I!스탈리나바트(1929년)，

쿠즈네츠크/스탈린스크(1932년)，

츠히니발리/스탈리니리

(1934년)， 보프리키/스탈리노고르스크(1934년)

2) fpoM aH (2007년 3월 1 일 인용)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Davies(989)의 3장과 같은 저자가 1997년에 발간한 50ν'Ùt Hist()，η

in the Yeltsiη Era , New York: St. Martin’ s Pr엉S 의 12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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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적 압력도 받았다(Suny 1991 48)
‘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구된 스탈린의 삶이 추측과 상상을 위주로 재구성되었
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역사학자들은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된 정부와 당
의 결의안이나 법령， 정치가들의 주요 회의 속기록과 공식 연설문， 스탈린 사후에
동장한 그에 비판적인 회고록과 소련 내 지하 출판물인 사미즈다트.(caMll3 llaT)，

망명자들의 증언 등에 의존하여 가능한 한 세밀하게 독재자의 삶을 조명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특

히 소연방이 몰락한 후 언론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개방되기 시작한 대통령 문
서고의 비밀문서 등 새로운 자료들은 스탈린의 생애를 둘러싼 기왕의 논란을 일

거에 잠재울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스탈

린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크게 진척시켰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밝
혀진 스탈린의 삶은 그가 매우 모순에 찬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스탈린의 생애 전체를 간략히 기술

하면서， 확신에 찬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축적한 독
재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스탈린에 대한 기왕의 여러 이미지와 명가가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해 어떻게 다각도로 수정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관련 학계에 스탈린의 삶을 새롭게 밝혀주는 독창적인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탈린 체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현 한국

의 학계에 그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이라는 독특한 개인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함을 환기시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어린 반항아 스탈린:

1878""1893

본명이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l1oc 빼 BllcapIIOHOB H'1

a뻐yramB 뻐11) 인 스탈린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879년 12 월 21 일(구력 12

월 9일)(도이처 1972: 14; McNeal 1984: 63; Ulam 1989: 16)이 아니라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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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 년 앞선 1878년 12 월 6 일，4) 카프카스 산맥 납부에 위치한 그루지야의 수

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75 킬로미터 떨어진 고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
다 어린 시절 소소(Coc이라고 불린 스탈린은 총명하고 부지런하지만 부모의 뭇

을 수시로 어기는 반항적이고 호전적인 아이였다. 그는 가정에서 폭군이었던 아
버지의 말은 물론이고 엄격하지만 자애로웠던 어머니의 말도 잘 듣지 않았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스 기질은 있었지만 “변덕스럽고， 교활하며， 거칠고， 화를

잘 냈다"(서비스 2007: 50-54).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탈린이 집안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요히려 일상에서 도전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마침내
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혁명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자

들은 주로 스탈린의 인격 형성기에 가족 관계가 그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
추어왔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울타리라는 직접적인 환경 외에도 스탈린이 1912 년 반
체제 활통의 혐의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당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낸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카프카스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 청소년
시절의 그의 인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동장하였다. 그 중의 한

명인 미국인 역사학자 알프레드 리버에 따르면 19세기 말 이 국경 지방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스탈린의 십대와 이십대 초의 시절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Rieber 2005: 19-24). 리버는 스탈린이 태어나던 당시 카프카스 남부

의 변경 사회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았
다 첫째， 외국 및 국내의 적들에 맞선 반란과 음모 및 저항 운동의 장기적인

4) 이 날짜는 러시아인 역사가 스피린 (11. M. CnH뻐)씨 990년에 처음으로 확정하였다

IbBeCTIDI , 1990년 6월 25 일 자에 실린 그의 글 “Kor~a ponanc~ Cl잉빠i: nonpaBKa K
때빼aJIbHOη6Horp때때”올 참조 이 날짜는 그의 고향 고리의 교구 기록에 나와 있는떼，

스피련에 따르면 1921 년 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스탈린은 “자신을 젊어지게 하였다”
왜 스탈린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최근 스탈린에 대한 방대한 전기를
집펼한 영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서비스는 군 정집을 회피하거나 차르의 정찰에게 자신
의 혁명 운동 이력에 대해 거짓 갱보를 쩨공하기 위해서였올 거라고 추측한다 서비스

(2007) ,

40-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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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존재하였다 특히 그루지야는 13-14세기에는 몽골-타타르의 지배를 받

았고， 15-17세기에는 여러 왕국들이 서로 경쟁하였다 또 16-18세기에는 이
란과 투르크의 시달림을 받았고， 19세기에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다

5)

둘째，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다른 어떤 국경 지방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종 및 종교 집단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이 지역은 다문화적 특성을 갖게 되었
다 사회 구조와 거리의 모습들은 아시아적 특정과 유럽적 특정이 혼재하였으며，

봉건적-가부장적 생활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인종적 사회는 민족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인 정당의 탄생을 일치감치 가져왔다 셋째， 외부의 문화
와 지적 조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지
역의 종교 학교나 상트떼태르부르크 소재의 대학 같은 러시아 대학， 그리고 폴

란드의 고등 교육 기관에 적을 둔 학생들을 통해 러시아 문학과 유럽의 문학
및 역사， 정치 둥이 소개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도 수

입되었다 끝으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수공업자， 노통자， 농민， 지식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일어났다 남부 카프카스 지역은 전통적인 수공업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석유와 철도， 건설， 광업 같은 근대적 공업이 급속히 발전
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부문과 근대적 부문 양 부문에서 동시에 충원
된 노통자 계급은 상트때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북부 지방과의 상황과는 관계
없이 1870년대에 독자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운동을 발전시쳤고 이
는 의식적인 노동 운동 조직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네 가지

특성들로 정리되는 19세기 후반의 남부 카프카스 지방의 환경은 스탈린에게 어
릴 때부터 반항심과 저항 의식을 발달시쳤고， 그가 주변의 다인종적 · 다문화적
상황으로 일찌감치 민족 문제에 눈을 뜨는 등， 혁명가가 된 뒤는 물론이고 일국
의 최고 지도자가 된 뒤에도 그의 심성과 행동에 큰 자국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은 리버에 따르면 한 마디로 “변경 지방의 인간”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Ri eber 2001: 1651-169 1)

5)

이민족의 점령과 이에 대한 저항 및 반란 등으로 점첼된 그루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Suny( 1988)의 특히 3장과 4장을 창조하라

216

인운논총 재57집

(2007)

물론 그렇다고 19세기 후반 남부 카프카스의 지배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만이
그의 인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가족적 배경은 그

의 독특한 인격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여기서는 그의 아버
지의 거친 품성이 스탈린의 인생 발달에 특히 문제가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온 주가시빌리 (B I1 CapI1 0H 따y， amB띠11)는 인종적인

배경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루지야어를 말하는， 한 귀족 가문에 소속
된 농노 출신이었다(도이처 1972: 13).6) 1864 년 그루지야 지역에서 단행된 놓

노 해방 후 그는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직공이 되었다 직접 가게를 열었지만
실때하고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가 술
고래였고 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가하였다 스탈린의 어린 시절 고향 친구의

증언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가혹한 매질이 궁극적으로 스탈린이 무자
비한 폭군이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친구의 증언을 인용하는 스
탈린의 정적 트로츠키 (JIeB TpOUK l1rt)의 해석은 이 점에서 전형적이다 즉 트로

츠키에 따르면， 견딜 수 없는 매질이 스탈린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
면서 스탈린을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엄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정도로 상처
가 컸던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증오를 품으면서 “복수를
갈망”하였고， 이러한 반항심은 그에게서 궁극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모든 권력
자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로 표출되었다(TpOUK I1η 1995: 26-27).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는 아버지의 억압적 성격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스탈린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Tucker 1973: 76) 어머
니 예까쩨리나 게오르기예브나 젤라계 (EKaTepl1뻐 reOp ,l1 eBHa renan3e)는

고리의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아르메니아 지주의 정원사들이
었다 예까쩨리나는 18세에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옹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정
직하고 유순하며 남편에 순종적인 그루지야 여성성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었

6) 그러므로 스탈린은 공식 여권 상으로는 신분이 농민이었다 하지만 혁명가가 된 뒤 스탈
린은 공장 노통자로서의 경험이 구두 공장에서의 짧은 취업 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출신임을 늘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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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과감하게 반기를 들 줄 아

는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였다 매우 종교적이었던 그녀는 남편에게 실망한 대신
아들 소소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통적인 민담을 아들에
게 들려주곤 하던 어머니쉰Riebεr 2001: 1657)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

였다 비록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이 부담스럽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의 폭
력에 시달리던 소소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이 점에서 그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어머니의 절제심과 금욕주의적 도덕성이 스탈린
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

7)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던 소소는 어

머니에게서 구출되어 고리에서 정교 신학교를 위한 예비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
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소소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도 그루지야

어로 된， 비판적 현실주의자나 신낭만주의자들의 문학 작품을 계속 읽는 둥 그
루지야 문화를 버리지 않았다(Rieber 2001: 1658) 나중에 혁명가로서 소소가
“코바"(Ko6a)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할 때 그 가명도 그루지야의 한 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러시아의 정복에 저항한 그루지야 의적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H)

당시 그루지야의 전반적인 지적 풍토는 인민주의의 물결 속에서 마르크스주
7) 폭군 아버지와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스탈린의 어린 시절 가족을 둘러싼 이분법적 구분

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도 존재
한다 러시아의 소설가 아나툴리 뢰바코프는 자신의 소설 『아르바트의 아이틀」에서 스
탈련의 아버지를 가정 내에서 만사를 좌우하는 어머니의 희생양으로서 채플린 갇은 소
시민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런 무력한 아버지가 빠진 곤경을 연민을 갖고

바라보는 슬픈 관창자로서 이 외로운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Pomper( 1990), p. 156 참조
8) 그 소설은 카즈베기(A.neKCatmp Ka3 6em)가 1882년에 발표한 『부친살해 J (Or~ey6HiiI<a)
이다 일반적으로 스탈린이 코바를 숭배한 이유가 코바의 차르 억압에 대한 저항과 고국
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았으나， 터커는 그보다는 소설의 중심 테마인 복수가

당국 자체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행위로서 스탈린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
했다고 주장한다 Tucker( 1973), p. 8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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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막 유입되고 있던 상태였다. 19세기 중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농노들이

해방9)된 데 실망한 그루지야의 지식인들에게 인민주의는 강한 매력을 지녔다
그리하여 1890년대 초에 마첨내 마르크스주의를 포용하기 전에 거의 모든 그루

지야 지식인들은 인민주의 시기를 거쳤다.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인민주의 단계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어 왔는데， 최
근에 공개된 자료는 스탈린도 그런 흐름 속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고

리에도 당시 인민주의의 유명한 두 정따인 “인민의 의지”따 및 “토지와 X빠”
파가 존재했으며，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신학교로 떠나기 전에 특히 1890년대까

지 명맥을 이은 “토지와 자유”따에서 정기적으로 활통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얼마나 그 조직에 갚숙이 관계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고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할 기

회가 있었는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나， 1890년대 초반까지 그루지야의 지식인들
의 대다수가 마르크스주의로 개종하는 분위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ieber 2005: 29-30).

3.

혁명가 스탈린:

1894"'1917

스탈린에게 반항아에서 혁명가로서의 전이는 1894년 그가 트빌리시 신학교

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신학교는 반정부 활통으로 유명한
상태였다. 1880년대 말부터 신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바르샤바에서 공부하는 그
루지야인 유학생 둥을 통해 반입된 마르크스주의 서적， 특히 “러시아 마르크스
주의의 아버지”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플레하노프(reopr뼈 llnexaHOS)의 초기

글들을 탐독하였다 1930년대 말에 발표된 소련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
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세에 “당시 자카프카지예에 존재한 러시아 마르크스

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지하 마르크스주의 문헌을 맛보았으며" 그가 읽은 마
9) 그루지야의 농노 해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Suny( 1988), pp. 96-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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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은 바로 그런 문현들 중의 하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 공식

해석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런 설명에 의문을 표시한다 우선 스탈린이 접촉하였다고 하는 “러시

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관련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1930년대 말에 출간된 다른 목격담은
스탈린이 3 년 뒤인 1897 년에야 신학교에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그
룹"lO}을 조직하였다고 전한다 셋째， 다른 문현이나 증언을 통해 스탈린이

r자

본론』 을 과연 읽었는지를 확충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탈린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개종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였는지도 의문
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나 다원주의 문현 동 다른
비마르크스주의 문현들도 광범하게 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

린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은 1894년이라기보다는 그 뒤 좀더 깊숙이 지역의
혁명 운동에 관여하게 된 1897-98 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대Rieber 2005

32-34).

한편 신학교 생활은 다른 점에서도 스탈린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가난한 가족으로부터 거의 물질적 •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의 교우 관계는 특히 중요하였다 스탈린은 자신이 관여한
신학교 내의 조직을 중심으로 소수의 친구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충성심을 확보
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소수의 친구들과의 밀접한 교우 관계를 맺은 경

험은 나중에 혁명가 및 정치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 돌입할 때 그
대로 재연되었다. 즉 그에게는 신뢰라는 가치가 명예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 되
었으며 배신은 가장 큰 죄악이 되었던 젓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침략과
저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란과 음모로 점철된 남부 카프카스
의 역사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혁명가로서의 스탈린의 독특한 인성을 완성
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10) 이미 언급한 대로 1880년대 말에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는 신학생 그룹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도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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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 동안 학교 내에서 금지된 책을 통
료들과 함께 읽고， 낭만적인 시를 쓰는11)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행동만 한 것

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의 막바지였던 1890년대 말에 학교 울타리
를 벗어나 트빌리시의 혁명 운동에 김숙이 관여하였다 그것은 1898 년 트빌리

시에서 발생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때 명확히 드러났다- 스탈린이 1920년대

중반 트빌리시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회고하였듯이， 그 때 그는 자
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한 무리의 철도 노동자틀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다
(C TaJlHH 1953b: 174). 스탈린이 속한 정치 그룹은 이른바 트빌리시의 마르크

스주의 조직인 “메사메-다시 "(MecaMe-llaCκ 제 3세대)로서 그는 그 곳에서 핵
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는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던진다 우선 때

사메-다시의 지도자는 스탈린이 아니라 케츠호벨리 (B. 3. KeUXOBe JlH)라는， 학
교 선배로서 몇 년 전 통맹 파업으로 8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노련한 혁명가였다 메사메 다시는 1897 년 케츠호벨리가 트빌리시에 나타
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l 년 뒤에 가입한 스탈린은 그의 조언을 받는 풋

내기에 불과하였다 1898년 여름의 철도 노통자 따엽의 경우도 일부 목격자는

이 따엽이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스탈린의 역할은 기껏해야 주변
적이었다고 증언한다 스탈린은 케츠호밸리의 지도 하에 처음으로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5-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기제”와 “노통자 지위

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치 투쟁을 할 펼요성”을 논의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Ri eber 2005: 35-36)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이 이듬해 1899년 5 월 신학교를

그만둘 때의 상황도 다르게 설명된다. 스탈린 자신을 비롯한 공식 전기는 마르
크스주의 선전 활통 때문에 신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학교 측
의 공식 기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퇴학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퇴학당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의 비참한 생활을 견
11) 시인으로서의 스탈린의 면모는 그 동안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로버트 서비스는 낭만척
인 문체로 자연과 대지， 애국심을 다룬 그의 시가 당시 지역 문단에서 상당히 높이 명가
되었음을 밝힌다 서비스(2007)， 79-81쪽

김남섭 / 그루지야의 혁명가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221

딜 수 없어서 (Litvin 2005: 33) 혹은 신학교 내에서의 반항적 태도나 성적 부진
으로 학교를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분석도 었다(서비스

2007: 84-86; Pomper 1990: 166)

여하튼 신학교를 그만 둔 뒤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혁명 활동에 점점 더 연루
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0년부터 트빌리시의 러시
아 사회민주 노동당 위원회를 지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비밀 인쇄

소를 경영한 케츠호벨리에게 계속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트빌리시에서 그의 위치는 여전히 취약했다 왜냐하변 경찰 보고서가 밝히고 있

듯이， 스탈린이 트빌리시 위원회에 선출된 것은 2 년 뒤인 1902 년에 이르러서였
고， 12) 바쿠의 인쇄소는 케츠호벨리와 나중에 유명한 볼셰비크가 된 아벨 예누키

제 (ABeJJb EHyK“113e)를 비롯한 일단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그 전부터 이미 잘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인쇄소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또 1900년
에 트빌리시 노통자틀 사이에 혁명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완전히 신참이었던 스
탈린이 합류해서가 아니라 이미 노련한 활동가였던 캉리닌 (M. 11. KaJJIl H“ H)을

비롯한 일단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그해 트빌리시와 바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1901 년 스탈린은 트빌리시 위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투르크 국정으로
부터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루지야의 또 다른 도시 바투미로 옮겼다 탕시

바투미에는 어떤 사회 민주당의 조직도 없었으나 사회 민주주의 선전에 종사하
는 얼부 그룹은 존재하였다 스탈린에 호의적인 설명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2

년 2 월과 3월에 바투미에 발생한 일련의 파업에서 미래의 볼셰비크 선동가로
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설명은 이 파업은 스탈린이 도착하기

전에 존재한 합법적인 일요 학교 운동의 사회 민주주의적 선전 활동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비참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발
생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바투미에서 스탈린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12) 1901 년 11 월이라는 주장도 있다 Pomper( I990), p. 16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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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이론가"(Te。띠 K)로서보다는 비밀 실천 활통에 종사하는 “음모적 혁
명가"(npaKTHK)의 행태를 보였다 왜냐하면 교육적 배경이나 기질적으로 그는

“자연 과학이나 사회학， 문화”를 노동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그는 트빌리시에서 바투미로 온 노련한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동

자들을 위한 선언문을 인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과연 사회민주당의 바투미 위원회 위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1902

년 바투미 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 위원장은 스탈린이 싫어하던 미래의 멘셰
비크 니콜라이 츠혜이제 (HHKOJIaη lIxeH1l3e)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1902 년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바람에 그의 바투미 시절은 곧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바투미 위원회는 그루지야 벤셰비커의 아성이 되고 스탈린은 바
투미를 완전히 떠나 바쿠에서 주로 활통하였다(Rieber 2005: 37-42).

1903년 가을 스탈린은 그루지야를 떠났으나 1904년 2월 바이칼 호 근처에
서 탈출하여 트빌리시로 돌아왔고 그 곳에서 납부 카프카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 후， 특히 1908년 이후 스탈린은 1912년 바쿠에서 제포되어 다시 시베리아로
장기간 유형 당할 때까지 여러 번 체포와 유배， 그리고 탈출을 반복하였다 이런
이유로 차르의 비밀경찰인 오흐라나(OxpaHa)가 그를 첩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탈출을 도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
한 연구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된 문서가 날조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것으로
밤히면서 결국 오흐라나의 첩자라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Litvin 2005 34-35). 한면 스탈린은 혁명 후인 1919년에 나제주다 알릴루예
’

바(Halle:l<lla AJIJIH지yeBa)와 결혼하기 전인 1902 년과 1904 년 사이에 한 통료
의 여동생인 스바니제 (EKaTepHHa CBaHH1l3e)와 결혼하여 1908년 아들 야코
프(í1KOB)를 두었으나 부인은 출산 직후 사망하였다 익숙하지 못한 바쿠에서 활

동하면서 결혼생활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던 그는 해체된 가족 대신에 일단의 통
료들과 형제애에 바탕을 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13)

13) 키로프(C.

KHpoB), 보로실로프(K. E. BopoU따UlOB)， 오르조니키제 (Cepr。 φ'mOHHKH.lI3e)， 미

코얀(뻐aCTac 뻐 KO~H)， 예누키제 (ABeJlb EHYKIl.ll3e) 둥이 그들이다 나중에 이들은 스탈

린의 권력 장악 과쟁에서 충실한 협력자가 되었다 Rieber( 2001) , p. 166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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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이 1907년 6월 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트빌리시 중심가의 한 우체
국을 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사회민

주당이 그 전에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1905-06년 러시아 혁명
당시 많은 마르크스주의 그룹들이 은행 강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 사실을 감안

하면 스탈린의 행똥이 폭 돌출적인 것만은 아니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

하튼 그는 이 사건으로 당에서 축출될 위기에 놓였으나 레닌이 이를 막은 것으
로 알려졌다(OCTpOBCKH때 2004: 212-216 , 246; 서비스 2007: 142) 이 즈음
스탈린은 런던에서 열린 제 5차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 참석하고 난 뒤 바쿠에
도착하였다. 1907 년 스톨뢰핀(neTp CTOJlblOHH)의 6.3 쿠데타 이후 반통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 때 바쿠에서 스탈린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
서는 트로츠키가 말하고 있듯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TpOUKH꺼 1985:

167) 스탈린은 바쿠에서 자신01 “선진적인” 유전 노동7.r들 사이에서 활동하면

서 혁명의 두 번째 세례를 받고 “혁명의 직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명가하였다(C
TaJl HH

1953b: 174) 실제로 스탈린은 바쿠에서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은 독보

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장악할 것을 강력히 역설하면
서 멘셰비커를 공격하고 또 정부 당국의 노사협조 분위기 조성 노력에 맞서 총

파업을 호소하는 등， 볼셰비키 사이에서 지하 당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
인 활통가 중의 한 명으로 성장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Suny 1972: 373 , 382 ,

387).

바쿠에서의 이러한 비타협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그 후
중앙의 권력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탈린은 1912년

레닌에 의해 볼셰비커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그가 남부 카프
카스에 국한된 지역 활동을 끝내고 마침내 전국적인 차원의 인물이 되었음을 상
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막 창간된 대중적 당 기관지인 『프라브다~(IψaB，lla)를

편집하고 거기에 글을 썼다 그리고 1912년 말부터 그 때까지 즐겨 쓰던 코바라
는 가명을 버리고 강철의 의미를 지니는 스탈린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하였
다 14) 1913년 초에는 레닌의 요청에 따라 오스트리아령 폴란드에서 열린 당 중
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주로 번에 머무르면서 민족 문제에 관한 소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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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이 체류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스탈린이 행한 마지막 해외여행이었고，

일생 통안 가장 긴 해외 체류였다 소책자에서 그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옹호
하였으나 러시아인 중심의 통합도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 글로써 스탈린은
1907 년 바쿠 시절 시작 때부터 진행되어 온， 15) 그루지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이고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일을 완성했다고 명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13 년 3월 스탈린은 오흐라나에 의해 체포되어 4년의 유형 형을 받고 그
해 7월 동부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그 곳에서 1917 년 2월 혁명 때까지 머물렸

다 2월 혁명 직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한 스탈린은 레닌이 4월 러시아로 돌아
올 때까지 임시 정부에 대한 인정 등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례년의 “ 4
월 태제” 이후 당내에서 쏟아지는 레닌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옹건한
입장을 버리고 좀더 혁명적인 레닌의 노선을 과감히 추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스탈린이 1917년의 두 혁명 시기 통안

레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 었다 새로운 명가에 따르면， 그는 4월 태
제를 수용한 뒤에도 여전히 레년이 주장한 “토지의 전면적인 국유화” 대신 토지
의 무조건적인 농민 양도를 주장하였고， 또 “제국주의 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

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트로츠키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0월
혁명의 수행 과정에서도 스탈린이 한 역할이 반드시 과소명가될 것도 아니다

그는 4월에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월 혁명 때까지
『프라브다』의 후신인 『노동자의 길 ~(Pa60 'lHfi IlyTb)의 면집자로 활동하면서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 봉기에 반대한 카메네프(지eB KaMeHeB)의 입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트로츠커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
였지만(TpOUKH꺼 1953: 307-309) , 중앙 위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
다 l6)

14)

스탈린은 “코바”나 “스탈린”이라는 가명 외에도 “카토" “케코" “스태핀” 등 많은 다른
가명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Riebεr(2001)， pp. 1678-1681을 볼 것

15) 스탈린은 1906년까지는 그루지야어로 글을 썼으나 1907년부터는 러시아어로 글을 발표
하였다 Rieber( 2001), p. 1682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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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929

10월 혁명 후 내전과 NEP 시기를 거치면서 스탈린은 점점 당내의 일인자가

되어 갔다 그는 1920년대 말까지 이른바 “좌， 우익 일탈따”를 물리치고 당내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에 보일 전제 군주적 독재자로서의 모습

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많은 연구자툴은 1920년 대 동안 스탈린이 궁극
적으로 승리한 까닭을 그의 “기회주의적 처신” 덕분으로 묘사해 왔다 즉 레닌
의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열망한 스탈련은 트로츠키를 위시한 당내

좌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하린(H. H. 5yxapllH)의 사회주의 건설 논리를 지지
하면서 1927 년까지는 좌따를 축출하고， 그 후 우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프레오
브라젠스키 (EsreHIIH OpeOÕpa$eHCKII꺼) 등 좌따의 논리를 벌어 1929 년까지

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뎌1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17)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아무 원칙도 없이

변덕스럽게 행동한 정치가가 아니라 나름의 일관된 사상과 정책을 보여준 인물
이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18 년부터 1923 년까지 민족인민위원부 인민위

원을 지낸 스탈린은 레닌이라는 당내 최고의 권위자에게서 신뢰를 상실할 위험

을 무릅쓰고 그의 “민족 자결 원칙”에 과감히 맞서 자신만의 민족 정책을 추진
하였다 레닌의 민족 자결 원칙에 대한 스탈린의 반대는 혁명 1 주년 때인 1918
년에 이미 민족 자결을 “낡은 슬로건”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1920년 말
에 스탈린은 이것을 더욱 구체화시켜 “변경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자는
요구는 ... 바로 중앙과 변경 지역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중앙과 변경 지역의 사람들 모두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CTaJIIIH 1953a
158 , 352)

16)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서비스(2007)， 258.268쪽올 참조
17) 이런 주장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을 위해서는 Daniels(972) , pp. 22.3')-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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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1922 년 후반 그루지야 문제를 둘러싸고 레닌과 스탈린 사이

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민족 문제의 전문가로서
스탈린은 내전이 끝난 후 신생 국가의 항구적인 헌정 구조를 짜는 일에 본격적
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일은 남부 카프카스의 세 지역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

니아， 그루지야의 연방으로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큰 난관에 부딪쳤다 스탈
린은 이 세 지역을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처럼 바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

회주의 공화국"(PCφCP)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반면， 레닌은 “유럽과 아시아 소
비에트 공화국 연방”을 창설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이 다른 인종 지역

을 러시아 공화국에 종속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레닌은 그들 둘 사이를 좀더 통
퉁하게 다루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mith 2005: 53-54) 이런 의미에

서 레닌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하였고， 스탈린은 비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22 년 11 월에 있었던 오르조니커제 (Cepro

OP /l1l<OHHKHIl3e) 일따의 그루지야 공산주의자 폭행 사건을 스탈린과 바로 연결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레닌이 병상에 있던 1920년대

초반의 당내 갈등을 분석한 저명한 역사가 르윈은 비록 이 폭행을 스탈린이 직
접 ，q주했다고 햄고 있지는 않지만， 레닌의 “유언”을 벌어 스탈린의 “대러시

아 국수주의”가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는 한 배정이 된 것처럽 묘사한
다 게다가 스탈린과 오르조니키제는 나중에 스탈린의 충실한 심복이 되는 카가
노비치 (JIa3apb KaraHoBH4) , 몰로토프(B. M. MOJIOTOB) , 쿠이

셰프(B. B.

Ky fi6b1 weB) 퉁과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행통을 중시핸 실무적 타입의 “혁명
의 실천가”들이라는 점에서 기질적으로도 일치한다(Lewin 1968: 43-63).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분석이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이 주장은 신생 국가의 헌정 구조를 둘러싼 레닌과 스탈린의 대립이
스탈린이 레닌의 안을 받아들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CCCP)을 창
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내용적으로는 러시아 공산당이 각 민족 공화국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위 기
구의 역할을 하더라도 말이다(서비스 2007: 370). 나아가 “유언”에서 레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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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을 비난할 때의 초점은 민족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서기로서의
자질이었다 즉 레닌은 스탈린이 이 폭행 사건을 은폐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
다는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오르조니키제가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요한

“자카프카지예 연방” 안의 입안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르조니키제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으며， 오르조니커제는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 자카프카지예
지역 문제를 담당한 카프뷰로(KaB6IOpo)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물론이고 스탈린이 위원으로 있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도 의논하지 않
았다 연방 안은 르윈이 말하는 대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피의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구상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도 연방 안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그루지야
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르조니키제가 서둘러 연방 안을 밀어붙
인 그 사실만을 주로 문제 삼았다"(Smirh 1998: 519-544)

스탈린이 1920년대에 좌우따의 “일탈”을 물리치고 최고 권좌에 접근하는 과
정에서 보인 사상적 · 정책적 일관생 중에서 우리는 “일국 사회주의론”도 무시
해서 안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론”에 반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27 년

제 15차 당 대회에서의 표결 결과 스탈린의 노선이 당의 기본 노선으로 확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호용을 얻었다 이는 물론 상당수의 당원

들이 1917 년 혁명 이후에 입당함으로써 고참 볼셰비카와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
의 이상인 세계 혁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전쟁과 내전， 그리고 잇단
기근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인민이 전반적으로 혁명의 지속에 대해 피로감을 느

낀 데 큰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순전히 일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아무런 사상적 기반 없이 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는 세계 혁명과 관계없이 “한 나라
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펀 ^1--상이 러시아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1915
년의 레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반의 부하린도 이

이론에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한다‘ 덧붙여 1924년 말에 스탈린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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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상을 제시하였을 때 이 이론이 당원들 사이에 큰 동조를 일으키면서 트로츠

키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Layton Jr
1983: 80-84; Cohen 1980: 147-148 , 187-188; van

Reε

2005: 167-168) , 18)

한편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1920년대 동안 독재자로 부상할 있

었던 까닭은 “모사의 달인”으로서 그의 노회한 “행정적 • 조직적 수완” 때문이
었다 즉 레닌의 추천으로 1922 년 총서기가 된 스탈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

여 추종자들을 당의 요직에 배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총서기로서 탕내 주요 직
책의 인사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스런 당원들을 직접 주요
직책에 임명함으로써 연방 공화국 및 하급 단계에서 일하는 당 서기들을 통제하

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급 당 기관과 당 대회들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들 당 대회에 따견될 대의원의 선출을 통
제하는 일은 스탈린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즉 이들은 당의 주요 기관으로서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뽑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톰슨 2004: 320)

하지만 미국인 역사학자 해리스는 총서기직이 스탈린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스탈린이 총책임자로 있는 당 서기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 간부들의 배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스탈린이 서기국을 이용하
여 직접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대신 스탈린은 트

로츠키 같은 경쟁자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분파주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여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당원들 사이에 유포하는 것을 막
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당 관료들은 스탈린의 “분파주의에 대한 투쟁”을 자

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에 적용하였다 즉 1920년대 통안 분따 투쟁은 당 정치국
지도부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를 창출하고 확대

하는 과정에서 투쟁은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지역의 당 관료들은 하급 부

18) 반 리는 일국 사회주의론의 서구 마르크스주의 기원을 독일 사회주의자인 게오르그 볼

마르(Georg Vo뼈)와 카를 카우츠카(값1 Kaursky)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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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서기국의 개입은 이런 경쟁을 완화시
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이 때 총서기로서 스탈린이 취한

분파주의 금지 조치는 바로 지역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적

절한 무기 구실을 하였다 당연히 스탈린은 그들의 환영을 받았고 당 관료들은
생존을 위해 스탈린을 지지함으로써 그의 집권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이
다(Harris 2005 ‘ 63-82).

이런 식으로 1920년대 통안 당 내의 일인자로 풍장한 스탈린은 급속한 산업
화 및 강제적 집단화로 대표되는 1928-29년의 이른바 스탈린 혁명의 와중에

서 자신의 유력한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독재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5.

독재자 스탈린:

1930""1953

그리하여 1920년 대 말 이후 스탈린이 독재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1929년 12월 “ 50회 생일”에 즈음해서
스탈린은 소련의 신문지상에 열흘간에 이르는 집중적 인 찬사를 받음으로써 누

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 국민의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찬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탈린 숭배는 그 후 시， 소셜， 영화， 음악， 회화， 조각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무오류의” 독재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가 소련 국민들 사이에 거의 완성되었다(톰슨 2004: 392-394) 하
지만 주요 반대파들을 제거함으로써 스탈린에게 주어진 독재 권력이 바로 절대
적 권력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1930년대 이후 시기 별로 독재

의 정도와 독재의 메커니즘 둥을 둘러싸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
어 왔다

스탈린 독재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그가 위원으로 있던， 서방국가의 내각에
해당하는 정치국이다 정치국은 1930년대 동안 세 차례 개편되면서 조금씩 그
구성을 달리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9-10명으로 이루어진 정위원과 그보다 적
은 수의 후보위원으로 이루어져 었다

19)

우선 독재의 정도와 관련하여 많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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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1936-38년의 대테러 이전， 특히 1930년대 초에는 스탈린이 정치국과

함께 쟁책을 결정하였다는 데 통의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스탈린 독재는
불안정한 “과두정”이었다 정치국원들은 혁명과 혁명 직후의 국가 건설에 참여
한 고참 볼셰비크로서 아직은 권위가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정부 내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각 정치국원들은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었으며， 그 결과 상

당한 자원을 통제했고， 수많은 실무적 절쟁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각자 일단의 충성스런 부하들을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거느리고 있었다
스탈린은 물론 정치국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업무의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갈퉁과 긴장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각 정치국
원들의 이러한 “세습 영지”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관
계를 서로 조정하면서 그들의 “제도적 이기주의 "(BenOMCTBeHHOCTb)를 완화
시키려고 노력하였다(Khlevniuk 2005: 109-110). 실제로， 스탈린이 이들의 권

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30년의 제 1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원들과 1934년의 제 17차 당 대회에 의해 선출된 정치국원들의 인적 변화를 볼
때， 이 4년 통안 후보위원까지 포함하여 약 7%만이 교체되는 데 불과한 사실에
서도 잘 드러난다(Rigby 1986: 314).20)

하지만 이러한 과두정은 대테러가 시작될 무렵 거의 종언을 고하였다
1936-38년의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악명 높은 대규모 숙청은 과두쟁을 파괴시
쳤다 실제로 스탈린은 대테러 동안 쿠이빅셰프 코시오르(C. B.

KOCHOp)

같은

정치국원 수 명을 처형하였고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제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의

원천은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같은 집단적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내무인민
위원부(HKBll) 같은 정규적인 국가 보안 기관들이 되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정
책 결정도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정치국은 1936년까지 정기적인
회의가 점점 감소하면서 1937 년부터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19) 1930 1녕대 정치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Xne8HlO K(I996), CC. 285-287을 보라

20) 노골적인 주요 “우따” 정치적 반대파로서 제 16차 당 대회가 있은 지 약 5개월 후 면직된
릭코프(A. 11 밟08)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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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정에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집되지 않았고 세 달 통안은 한
번도 소집되지 않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많게는 한 달에 10 번 이상， 적게는 너
떳 번을 소집한 1930년대 초반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21) 대신
정책 결정은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소집되는， 수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지도자
들의 비공식적 내부 그룹에너 서클， 일부는 정치국원들이고 일부는 그러지 않

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내부 그룹에서 절정된 사항들은 정치국의 결의안으로
외부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내부 그룹도 스탈린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개인적 결정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치국의 기농

이 소멸함에 따라 스탈린의 권력은 거의 무소불위가 되어갔다(Khlevniuk 2005

‘

110 , 114)
하지만 다른 학자는 1930 년대 후반은 물론이고 1930 년대 전반기에도 집단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이러한 정치국이 과연 존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즉 그에 따르면 1930 년대 전반기 이전도 포함하여 정치국은 제

도로서의 집단 기관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정치국은 개인과 그룹의 결정 관
행을 감추어주는 외관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 정책 결정은 거의 언제나， 심지어
레닌 시절에도 최고 지도자와 몇몇 고위 측근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그런 변에서 1936년 이전과 이후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으며， 1936년
이후에 관찰되는 제도로서의 정치국의 소멸은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던 정부 기구가 형식적으로 그 기능이 멈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성장하
였기 때문이 아니라， 크기가 큰 서방 국가에서 흔히 보이듯이 국가의 업무가 점

점 복잡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통치 기능의 “근대화”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국가의 업무가 폭증하는 속에서 통치자는 모든 문제를 통괄하는 번거로운 공
식적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라도 소집 가능한 순발력 있는 전문화된 비공
식적 모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 국가들 중
1980 1견대 대처 수상 시절 하의 영국 정부처럼 정부와 경제의 크기가 큰 나라들

21) XneB에OK(I996)， c. 288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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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련의 정치국에 해당하는 내각의 전원회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 않
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동안 스탈린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은 스탈린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만 실
제로 수많은 정책들이 스탈린 없이 절정되었다 스탈린의 부관들은 군대의 보급
문제나 고위 인사 문제， 일부 주요 경제 문제 등 상당히 중요한 결정에서 주도권
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정치국원들 외에도 국가의 제도들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즉 기술 관료들과 경영진들은 언제나 체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
지도 않았다， 스탈린 시기 통안 각급 관료들은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인민위
원， 계획가， 통제 기관， 지역 당 조직 등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자

신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서로 투쟁하였다. 스탈린은 이러한 투쟁들을 조정하는
데 거의 언제나 실때하였다(Getty 2005: 83-107) ‘ 22)

이렇듯 1930 년대 통안 스탈린 독재 권력의 작동 기제가 본질적으로 질적 변

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1936년 대테러 이후 그의 개인적 권력이 훨씬 강화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41 년 6월 22 일에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
고 독일이 소련을 전격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독소전쟁은 이러한 스탈린의 권력

을 더욱 확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개전 몇 주 내에 그는 막대한
권력을 수중에 장악하였다 원래 가지고 있던 총서기와 각료회의 의장 직 외에
도 전쟁 수행 노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 방위 위원회 (rKO)
의 위원장， 소련군 최고 사령관， 국방 인민위원， 그리고 개전 다음 날 설치된 최
고 사령부{CTaBKa)의 의장도 8 월까지는 역임하게 되었다(McDermott 2006

125)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군 모두를 직접 관리하게 된 스탈린은 전쟁 수행 노
력 전반에 대해 직접 개인적인 통제에 들어갔다

22)

스탈린의 정책 결정 독점 정도와 관련하여 Davies(2005) , pp. 121-139도 참조할 것 이

글에서 데이비스는 스탈린이 곡물 문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농업 문제에는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가축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곡물 조달이

증대되면 사료로 쏠 곡물의 양도 늘어날 젓이고 이는 축산물의 증대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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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이 이런 개인적 권력을 이용하여 전쟁 초기인 1941 년과 1942 년 통안
소련군의 전략적 결정에 김이 관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3) 대부분의 연구자
들은 이러한 스탈린의 개입이 소련군의 초기 패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데 통
의한다 군사 참모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고집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모스크바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군사적 비

전문가로서 스탈린의 무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전략적
후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무모한 태도도 소련군에 큰 희생을 불러
일으켰다 24) 한 러시아인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명령은 얼마간 충동적이

고 오류에 빠져 있었으며， 피상적이고 부당하였다"(Volkogonov 1991: 419)

그러나 군사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이러한 태도는 1942-1943 년 겨울의 스탈

린그라드 전투를 분기점으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지적
한다 잇단 때전에 충격을 받은 그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
고 대신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 참모들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오버리 2003: 233-234 , 260) 이런 태도

변화는 소련군이 궁극적으로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고，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명가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명가에
따르면， 총체적으로 “스탈린은 .. 복잡한 전략 및 병참 분야를 점차 습득하였

다

…

어떤 수단을 썼던 간에 스탈린은 소련 정부의 단결을 보장하였고， 정부가

나치를 격퇴하는 데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승리에 대한

스탈린의 기여는 그의 선전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것이었다"(Barber and Harrison 1991: 55).25) 이리하여 초기의

23)

예를 들어 전략적 결정을 둘러싼， 참모총장 주코프와 스탈린의 충툴에 대해서는
K따nffily어2005)，

pp.

155-156을 보라

24) 군사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부정적 명가를 위해서는 Bonwetsch(J 997) , pp. 185
207을 볼 것

25) 스탈린과 함께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묘프도 다음과 같이 스탈린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명가하였다 “나[주코프]는 그〔스탈린〕가 전선의 작전을 조직하고 전선의 병력을

배치하는 데 펼요한 기본 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달인이었다고 주저 않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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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극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상황의 반전은 군사 지도자로서

의 스탈린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 이미지는 그 후 스탈린이 “대조국
전쟁”에서 조국을 구한 위대한 최고 지도자로 소련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년부터 스탈린이 사망한 1953 년까지는 일반적
으로 “스탈린체제 절쟁기”로 알려져 었다 독소전쟁의 숭리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스탈린은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철용생의 권력을 구축
하는 데 성공한 것처렴 보였다. 개인적 독재는 최고조에 올랐고， 대선 정치적

기관들은 상호 투쟁 속에 자신들의 이해를 각자 추구하는 바람에 통합력을 상실

함으로써 스탈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
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명가에 의문을 표명한다，

우선 스탈린은 전쟁 이후 나이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1946년 각료회의로 개칭된 인민위원부회의는 정제 문제에 대해 거의 배타적인
통제권이 주어졌고 노멘클라투라 임명 같은 일부 정치 문제는 중앙위원회 내의

다른 기관에 맡겨졌다 스탈린은 1948년 레닌그라드 지역의 당원과 정부 관리
들을 대거 숙청한 “레닌그라드 사건”처럽 필요하다면 폭력에 의존할 태세가 여
전히 되어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결정에 대한 개입은 가농한 자제하였다 이러

한 스탈린의 일상적 정책 결정으로부터의 후퇴는 1936년 이전의 대테러 이전처

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정치 제도들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0년부터 정치국은 스탈린이 장기적으로 부재할 정우 이런 행태를 잘 보여주
었다 정치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심의하
기 위한 소위 원회를 구성하며 결의안을 준비하는 둥， 집단지도 체제 기관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각료회의 하의 주요 기관들의 행태는 집단 지도 체제의
그는 이 원리를 철저히 통제하였고 중요한 전략 문체를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는 뛰어난

최고 사령관이었다" Radzinsky( I996). p. 487에서 재인용 1990년대에 러시아인 연구자

들이 출간한 주요 스탈린 전기 중의 하나인 라진스키의 이 책은 전거가 의심스런 주장에
바탕을 두고 극단척으로 스탈린을 “악마화”하고 었다는 점에서， 일쟁 정도 가공의 전기
로 명가 받고 있다 Litvin(2005). p. 33올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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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 더욱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50년 4월에 신설된 “각료회의 간부회
뷰로”는 인적 구성이 정치국과 거의 통일하였으나 스탈린이 항상 이끈 정치국과
는 달리 스탈린의 참여 없이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스탈린 국가

통치 행위의 중심은 점점 이러한 기관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

서 스탈린의 무한한 권력은 1945 년 이후 실질적으로 약화되면서 통치의 과두정
적 요소를 계속 재생산하였다 이 과두정적 요소야말로 1953 년 3 월 예기치 않
게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흐루시초프(HH때 Ta XpymeB)를 중심으로 핸 집단

지도 체제가 곧 바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Khlevniuk 2005
ll8-ll9).2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독재자

스탈린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후계 체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
었던 셈이다

6.

모순에 찬 인간 스탈린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자들 사이의 여러 논점들을 중심으로 스탈린이라는

20세기의 유례없는 독재자의 생애를 간략히 기술해보고자 하였다. 그의 일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은 다른 모든 독재자들과 마

찬가지로 “위대한 인간” 아니면 “악의 화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따악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성격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그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러시아인으로서 활약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루지야인으로서 획득했던 인성적 특

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례닌을 자신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독재자가 된 뒤에는 절대적인 권

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변의 통료들을 의심하였다 나아가 한 나라의 지
26) 전후의 스탈린과 정치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Gorlizki(2001) , pp. 29 1-3 12도 참조하라 이
흥미로운 글에서 고를리츠키는 스탈린 하에서 하나의 정치국이 아니라 다수의 정치국이
존재했으며， 그 중에 “스탈린이 없는 정치국”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이와 관련하여 Gorlizki and K삐evru뼈2004)의 제4장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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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로서 국가의 권력 구조를 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화시키면서도 정책 결
정은 소수의 비공식 그룹에 의존하였다 어떤 정책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직
접 결정하였으나， 많은 정책들은 부하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스탈린의 행통과 성격은 지면상 다루지 못한 다른
사건에서도 확연히 특정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1939 년 8월 전격적으로 체결된
역사적인 독소 불가침 협정은 그가 현실정치 (Realpolitik)와 사회주의에의 헌신

이라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탄 결과였다 스탈린은 마르크
스주의라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았고，
따라서 소련과 이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펼연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승자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일국 사회주의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세계 혁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들 국가를 전쟁
이나 혁명을 통해 봉괴시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는커녕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련군을 근대화할 시간이 멸요하
였다 때문에 그는 현실적 실용주의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든 따시즘 국가든 관
계없이 서방 어느 자본주의 국가와도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었으며， 바로 이것
이 나치즘에 맞선 서방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정책이 실때로 돌아가자마자， 즉각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쪽으로 급선회한 이유이다

27)

스탈린이 기반을 닦은 소련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진 지 십수 년이 지났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스탈린에 대한 냉정한
명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진면목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느낌이다 그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의 일생을 분명하게 밝
혀줄 완성된 전기는 궁극적으로 씌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듯이 바로 스탈린 자신이 언제라도 상반된 해석
을 가능케 하는 양면적이고 모호한 태도와 행동을 인생의 고비마다 보여 왔기

27) 이 점에 대해서는 McDermot t( 2006) , pp. 117-1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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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그는 지금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
혹적인” 인물로 계속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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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a Georgian Revolutionary to the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Myths and Truths of Stalin

Kim , Namsub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Stalin as a Bolshevik revolutionary and
the dictator of the Soviet U nion , using recent researches about his
biography which revise the genεral images of his life. As many scholars
show on the basis of primary sources including

recently declassifying

archival materials , Stalin was a conrradictory and complicated person,
who can not be judged simply as “ a great man" or “ an incarnation of
evi l." Stalin can not abandon Georgian idenrity , evεn though he wanred
to be a Russian. He had the courage to challenge Lenin if he needed ,
while he worshiped Lenin as his hero. He was always doubtful of those
close to him , even after he obtained autocratic power to condemn them
to death if he wanred to. Moreover , he depended on informal “ lnner
circle" consisting of a few people when he had to made a decision , but ,
on the other hand. he conrinued to decentralize the structure of
governmenr formally. He personally decided on some policies , but he
did not even look at many other policies , leaving them in the hands of
his subordinates
1n this respect , a final version of Stalin ’ s biography is not comple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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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any scholars , Russian and Western , have attempted to
reevaluate his entire life in earnest particularly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 nion. 1n addition , it does not seems to be written even after
all the materials concerning him are available. It is because Stalin
himself showed ambivalent and unclear attitudes and actions at every
crucial

moments

of

his

life ,

which

make

possibl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t any time. Thus , Stalin will remain “ a fascinating
man ," attracting the attentions of many biographers in the future as
bef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