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루시초프의 ‘벼멸 연절’: 

동가와 배경을 중심으로* 

박 상 철“ 

소련 ‘사회주의 실험’의 기본 방향은 1920년대 말에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후 1953년에 사망할 때까지 최고 또는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했던 스탈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 시대에 소련은 농업집산화， 중공업 중 

심의 급속한 산업화， 문화혁명 등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위대한 성취와 사회 

적 변화를 이루어 내었고， 그 결과 소련 시대 내내 존속하게 될 이른바 ‘스탈 

린 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시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 

고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였고， 그 결과 소련 사회 

의 모습은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문맹자들의 농업국가에서 국민 다수가 문 

맹에서 벗어난 도시 중심의 산업국가로 완전히 변모하였다1) 그리고 이런 변 

화는 소련의 많은 사람들， 특히 노동자와 농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는 영웅적 

인 희생， 교육， 신분 상승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도시의 노동자들과 중간계 

층들은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었 

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는 확신을 지낸 채， 

국민의 모든 힘을 경제 발전에 최대한 동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호응은 산업 및 관료제의 팽창， 대대적인 숙청， 교 

육 기회의 확대 등과 연결되면서 노동자 및 농민 출신의 수많은 젊은이들에 

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노동계급 및 농민 출신의 수많은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KRF-2002-072-AL2010)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도시인구의 비중은 1926년과 1939년 사이에 전체인구의 18%에서 33%로 증가하였 

고， 육체노동자， 농민， 사무직노동자의 비율은 1924년에 10.4%, 76.7%, 4.4%였지만 
1959년에는 50.2%, 31.7%, 18.l%로 변화하였다. G. Gill(1990) , pp. 2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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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2) 게다가 1940년 

대에 소련은 강력한 독일 침략군을 격퇴하면서 파시즘의 몰락에 지대한 공헌 

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에는 동유럽의 막대한 지역을 통제할 수 있 

는， 그리고 세계의 주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 

하였다. 

하지만 스탈린 시대에는 이런 성과들만큼이나 엄청난 범죄행위가 존재했다. 

스탈린의 여러 정책들은 1929년에 시작된 강제적인 농업집산화에서부터 내무 

인민위원부와 정치경찰의 무자비한 테러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수반하였다. 게다가 많은 학살은 불법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탈린 체제하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 

자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비밀경찰 

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당했으며 재소 한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오랜 생활 근거지에서 야만적으로 추방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인적인 감옥이나 강제 노동수용소 특별거주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삶을 경험해야 했다，3)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테러가 급격한 산업화와 

2) 고등학교 학생수는 1926-7년의 1 ，834，260명에서 1938-9년의 12，088，772명으로 증가 

하였고，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927-8년과 1932-3년 사이에 159，800 1정에서 

469，800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노동계급출신의 비중은 25.8%에서 50.3%로 증가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승진은 매우 급속하여 이미 1941년에는 

1928-32년 졸업생의 89%와， 1933-7년 졸업생의 72%가 국가 및 당의 지도적인 간 

부로 성장하였다. G. Gill(l990), p. 25 
3) 스탈린 시대의 희생자 규모는 관련 자료의 불완전성 및 신뢰성 문제， 희생자의 개 

념 정의 문제 등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K. E. Smith(l996, p.8)에 따르면， 1990년에 

KGB 관계자들은 1930년에서 1953년 사이에 부당한 재판과 처형으로 희생된 사람 

의 수를 786，098명으로 제시했고， 2년 후에 보안기관 관계자는 1 ，800만 명이 탄압받 

았고 그 중 700만 명이 사형 선고받았다고 언급했으며， 러시아 학자들은 강제수용 

소 수감자들이 1934년의 510，307명에서 1953년의 2，얘8，524명으로 증가했다고 계산 

하고 있다. 소련의 망명 지식인인 A. Antonov-Ovseyenko(l980, pp.21O-213)는 

1938년에 감옥 및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1 ，600만 명이었으며， 1935-1940년에만 거 

의 1 ，900만 명이 체포되었고， 농업집산화 및 그에 따른 기근으로는 2，200만 명이， 

그리고 1935-41년의 테러로 1 ，9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학자인 R. 

Conquest(l990, pp.485-쇄6)에 따르면，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의 수는 4,000 
만 명 정도였고， 그 중 사망자는 2，000만 명이 넘었으며， 1938년말에 감옥 및 수용 

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900만 정 도였다 A. Nove(1993, pp. 268, 272)는 이 런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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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집산화， ‘대조국전쟁’ 등 스탈린의 이름으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과， 그 

리고 그가 누렸던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대비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런 대규모 폭력은 모든 사회계 

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국민 전체가 항상 공포 속에서 생활하도록 만 

들었으며， 이는 스탈린과 그의 측근들이 특정한 사회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니면 당내의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4) 

스탈린 시대의 이런 양면성은 스탈린 사후에 그에 대한， 그리고 그 시대 및 

체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져왔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는 진영으로 갈라놓는 정치적 바리케이드가 되었다 "5) 스탈린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도끼질을 할 때에는 나무 파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러 

시아 속담처럼，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스탈린과 그의 여러 정책들이 필요했 

고， 그에 따른 희생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스탈린에 대해 비판적 

인 사람들은 강제적인 농업집산화 정책이 이익보다는 더 많은 해악을 가져왔 

고， 대규모 탄압은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의 정책과는 다른 방식의 산업화 정책이 가능했 

을 것이며 만약 스탈린의 엄청난 범죄가 없었다면 소련의 위신은 국제 사회 

에서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탈린 문제는 ‘소련 사회주의 실 

험’의 기본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격렬한 논쟁과 의 

견 대립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은 1980년대에 많은 소련 사람들이 그의 사 

망일인 3월 5일에 한편에서는 “조국을 강력하게 만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를 기억하기 위해， 다른 한편은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최대의 범죄자”의 사 

망을 축하하기 위해 건배를 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6) 그리고 스탈린에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1930년대에 1 ，000- 1，100만 명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1950년 무렵 약 550만 명 정도가 감옥 및 수용소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면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A. N. Yakovlev(2002, p. 234)는 소련 시대에 

정치적 이유로 살해되었거나 감옥 및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2,000-2,500 
만 명 정도로， 그리고 1923-1953년 사이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치범과 형사범 

을 모두 포함하여 4， 100만 명 이 상이 라고 주장한다. 

4) A. nWl<liKos(2oo2), C. 216. 
5) A. Antonov-Ovseyenko(1980), p. 319. 
6) S. F. Cohen(985), pp.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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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런 상반된 평가는 소련이 해체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 

속되고 있다.7) 

그런데 스탈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양분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소 

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인 1956년 2월 25일에 행해진 흐루시초 

프의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관한” 이른바 ‘비밀연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오늘날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완전 

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공산당 정통주의자들은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을 1991년 8월 소련공산당의 붕괴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는 반 

면에，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공산당 개혁가들은 그것을 당 개혁과 사회 민주 

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이자 첫 페레스트로이카로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당 

개혁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던 “1950년대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당 지도부에 있던 보수 세력들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흐루시초프의 연설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주의적” 모순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공산당 지도층은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스탈린 체제의 극단적인 형태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며， 

이 때 그들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상반된 원칙을 결합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8) 이렇게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 

르지만， 그 연설이 스탈린주의의 역사에서， 나아가 소련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실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의 후계자틀이 자신들의 출세 기반이 

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스탈린 체제’를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위로부터의 청 

산’이자 ‘체제 내의 청산’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태 

생적으로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지만， 역으로 당시 소련의 최고 권 

력자가 스탈련의 유산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둥 

7) 예컨대 대중용 역사잡지인 「조국」 의 2003년 2월호에 실린 서변 답변에서， 러시아 

공산당 의장인 주가노프(r. 3yraHOB)는 스탈린을 “우리 국가에 전례 없는 도약을 가 

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의도를 억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확 

실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보장했던” “소련체제의 창출자이자 초강대국의 건설자”로 

평가하는 반면에， 러시아 ‘국가두마(rOCllYMa) ’ 부의장인 이리냐 하카마다(l1pHHa X 

aKaMalla)는 스탈린을 “도덕이 비난조차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 “악의 

화신”으로 평가하면서 “스탈린주의는 파시즘보다도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POI!HHa , 2003, no. 2, CC. 32-33. 
8) B. n. HaYMoB(l996õ), c.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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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 청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 

의 비밀연설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흐루시 

초프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밀연설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할 

펼요가 있다. 하지만 흐루시초프 연설의 동기와 배경 문제는 그 연설의 의미 

와 한계와는 달리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가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두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연설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다각도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소련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과거 청 

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1953년 3월 5일 “공산당과 소련 인민의 현명한 지도자이자 교사이며 레닌 

의 동료이자 뛰어난 제자인” 스탈린이 7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는 1920년 

대 말에 형성되어 20년 이상 소련 사회를 지배해온 ‘스탈린주의’의 중요한 중 

심축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9) 스탈린은 레닌이 죽은 후 처음에는 국가권력 

과 정치노선을 둘러싸고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다음에는 자신 

의 전제 권력을 확립， 유지하기 위해 언론 통제와 선전선동， 그리고 대규모 

테러를 사용하였다. 그는 소련 국민과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 

는 지도자로서 공산당과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공산당원들과 당 중앙위 

원회 위원들을 숙청하였고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10) 스탈린은 “인민의 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 

개념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스탈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단지 적대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중상모 

략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1) 게 

다가 광범위한 테러는 보통 법률의 구애를 받지 않은 채 12) 이루어졌고 그 중 

9) R. C. Tucker(1971), pp. 183-184. 
10) 예 컨 대 R. G. Suny(l997), pp. 26-52를 참조하라. 
11) A. H. RKosJles(1991), CC.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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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는 거의 언제나 스탈린이 존재했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스탈린은 “지 

도부 내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냥 자 

신이 재판을 했고 사람들을 제거했다 "13) 이렇듯 스탈린은 당과 국가 위에 존 

재하는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국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일단 스탈린이 제안하면 문제란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느님이 

한 제안이었고 하느님이 준 모든 것은 토론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 

다 14) 요컨대 스탈린은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누렸으며 스탈린 체제의 작동은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사망은 스탈린 체제의 중심 

축이 무너졌음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 사회 내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즉 ‘대조국전쟁’ 

과 그 직후부터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2차 대전， 이른바 

‘대조국전쟁’은 혁명 이후 사실상 고립 상태에 가까웠던 소련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독일 침략군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을 

장악하는 등 전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이 

런 점에서 대조국전쟁의 경험은 그 승리가 스탈린의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됨 

에 따라 스탈린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스탈린 체제를 이완시키는， 나아가 많은 소련 시민들에게 당시 소련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오랫동안 스탈린 체제에 

억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는 전쟁초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 “그야말로 거 

칠 것 없는 자유”를 발견했다.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전후방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 

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 발생적인 탈 

스탈린화”의 시기를 경험했던 것이다 15) 뒤이어 소련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12) 이는 흐루시초프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사관도， 검사도， 법정도， 즉 그 무엇도 
없었으며 그냥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H. C. XPYlIles(1997), 
c. 271. 

13) 같은 책， c. 187. 
14) H. C. XPYlIles (1999), T. 2, c. 99 
15)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라자레프(Lazar Lazarev)는 자신이 학교에서 “전능한 최 

고 지도자”라고 배웠던 스탈린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41-1942년의 

군사적 패배였다고 회고한다. N. Tumarkin(1994), pp. 64-66; 리처드 오버리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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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일군을 격퇴하게 되자 수백만의 소련 병사들은 “파시스트 세력들”을 추 

격하여 국경선을 넘어 동유럽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에 따라 엄청난 

수의 소련 시민들이 처음으로 유럽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의 현실을 자기 눈 

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것을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간섭 없이 자기나라의 

실제 현실과 비교할 수 있었다 16) 또한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등과 함께 파시스트 독일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 

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소련 시민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다 

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17) 따라서 당시 패전국인 독일의 경제상황이 승 

전국인 소련보다 더 나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경험들은 아마도 소련 

현실을 보는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전후에 소련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스탈린주의를 정당화해주는 

이 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였던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은 

약화되었다. 소련은 전쟁 직후인 1946년초에 수교국이 전쟁 전의 25개국에서 

467TI 국으로 늘어났다는18)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났 

다. 또한 소련은 군사적으로 점령했던 동유럽지역에 여러 ‘인민민주주의’ 정권 

을 세워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들과 충돌할 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 

도록 만들었다 19) 나아가 소련은 전후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국제문제를 둘러 

싸고 다른 강대국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강대국의 

국가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을 보여야 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 

고 깊이 확신했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소련정부의 이런 모순된 입장은 스탈린 사후에도 계속 

되었다.20) 이렇등 소련은 더 이상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포위당한 고립된 사 

271, 437쪽. 
16) A. TIμJl<IIKOB(2002) ， c. 18. 
17) 소련은 전쟁기간에 무기 대여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인쇄물， 미국 관광객까지도 받아들였다. 또한 전쟁기간 

에 소련 관리와 공학 기술자 15，000명이 미국 공장과 군사 시설을 방문하였다. 

W. 1. Hixson(1997), pp. 6-7; 리 처 드 오버 리 (2003), 266-271쪽. 
18) A. TIbIJI<IIKOB(2002), c. 15 
19) 소련이 동유럽 지역을 통제하려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G. Gill(1990), pp. 49-50. 

20) A. TIbIJI<IIKOB(2002), CC. 15-17; 10. B. AKCIOTIIH, O. B. BOJlo6yeB(l991), CC. 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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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의 요새”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자국 국민들에게 이전과 같은 희생과 

경계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소련 시민들은 힘겨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소련이 국제사회의 초강 

대국으로 부상하자 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는 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 하지만 대조국전쟁은 소련측 

에 약 2，700만의 인명 손실과 함께 엄청난 물적 피해를 남겼는데， 특히 독일 

군이 점령했던 유럽러시아 서부지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야 등의 지역은 거 

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 

에도 폐허 속의 토굴에서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허덕 

이면서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발적인 또는 강제적인 추가노동을 감당하 

여야 했다. 그런데 1945-50년의 재건 기간에 국가 재원의 대부분이 중공업 분 

야에 투자되었고 경공업과 식품산업， 농업 등의 분야는 소외당했기 때문에 대 

중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은 빠르게 개선될 수 없었다.22) 그 결과 대중들의 인 

내심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도 표출되기 시작했 

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당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과 제작소 

들이 건설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옳다. 하지만 늙은이인 우 

리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헌법이 우리에게 무엇 

을 가져다주었는가? 250그람의 빵밖에 없다”고 힘든 현실을 비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당의 선전원에게 “우리나라는 언제 빵， 지방， 설탕， 그리고 다 

른 식료품들이 많아지는가?" “언제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줄 것인가?" 등을 

물었다.23)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내전 직후에 선경제정책이 도입되었던 소련의 

역사적 경험과 결합하여 재건정책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의 노선 투쟁에 반영 

되었다. 예컨대 보즈네센스키 (H. A. B03HeceHcKHn)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국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재 생산을 확대할 것과 식 

량 및 대중 소비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 

21) 터커에 따르면， 1945년에 러시아 사람들은 결코 스탈린 체제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았 
으며 이런 감정은 전승기념일에 군 장교가 했던이제는 [사람답게] 살 때이다 (Now 

it is time to live)"는 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R. C. Tucker(l97ll, pp. 

186-187. 
22)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의 소련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렉 노브 

(1998)의 10장과 11장을 참조하라. 1945-50년의 공업투자 중 87.9%가 생산재 부문 

에， 12.8%가 경공업과 식품산업에 들어갔다. 같은 책， 328쪽 
23) A. nbl:l<HKOB(2002),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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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갱) 

하지만 스탈린은 이런 경향들에 맞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추스르면서 기 

존 체제를 재확립， 강화하려 시도하였고 이런 시도는 1950년대초가 되면서 새 

로운 대규모 테러를 예고하는 징후들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1952년 10월초에 

스탈린은 프라브다 지에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긴 논문을 

발표하여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정리하면서 중앙집중식 

경제운영， 중공업 우선정책，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등 기존 경제노선을 

정당화하였다.껑) 뒤이어 10월 5일부터 열린 19차 전당대회에서 몰로토프는 개 

회사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호전적인 제국주의 진영을 언급하 

면서 소련 국민들에게 경계의 필요성을 “한 순간이라도 잊지 말 것”을 촉구 

했고， 말렌코프는 당 내에 “자기만족 “경계심의 둔화 “당 및 국가 기밀의 

누설” 등이 확산되어 있음을 비난한 후 “비판과 자기비판 “당 규율의 엄격 

한 준수 “묵인과 부주의에 대한 정력적인 투쟁”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26) 

전당대회 직후에는， 다가올 새로운 테러 이후를 대비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에 새로운 인물들을 다수 선출하였고27) 프라브다 지 등 주요 언론들은 

정치의식과 당 규율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1월에 

프라브다 지는 “소련의 지도적 간부들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지시를 받아 활 

동하던 크레블린 의사들의 “테러” 집단이 발각되었다는 이른바 “크레블린 의 

사들의 음모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런 위험한 음모를 국가보안기관이 “적시 

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비난하는 논설을 실었다. 이렇게 하여 1953년 2월경에 

는 새로운 테러가 다가오고 있음이 확실해졌고 몰로토프， 미코얀， 베리야 등 

스탈린의 여러 측근들은 새로운 테러가 자신들을 휩쓸어갈지 모른다는 두려 

움에 떨어야 했다.잃) 물론 준비되던 대규모 테러는 스탈린의 ‘갑작스런’ 사망 

24) 이런 노선은 한때 스탈린의 ‘축복’을 받아 소련 정부의 여러 조치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A. Obl*HKOS(2002), cc. 18-21. 

25) W. Leonhard(1962), pp. 36-39; L. Gruliow(1953), pp. 1-20. 
26) L. Gruliow(1953) , pp. 97, 118-121 
27) 19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간부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원래 정치국은 정위원 9명과 후보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하여， 새 간부회 

의 구성은 새로운 인물들을 포함하여 정위원 25명과 후보위원 11명으로 확대되었 

다. 또한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조직들의 구성원 
명 단은 L. Gruliow(1953), p. 242를 보라 

28) L. Gruliow(1953), pp. 243-246; W. Leonhard(1962), pp. 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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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련 사회는， 특히 당과 국가의 고위인사들은 1930 

년대 테러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스탈린주의에 대해 재고하 

게 되었다. 

사실 스탈린의 독재와 테러가 국가와 공산당에 가져다준 피해는 엄청난 것이 

었다. 우선 스탈린 시대， 특히 1930년대의 테러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 

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공산당 당원과 국가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었다 예컨대， 흐루시초프의 연설문에 따르면， “17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139명 중 98명， 즉 70%가 (주로 1937-38년에) 체 

포되어 총살당했으며 ..... 표결권과 심의권을 지닌 [17차] 전당대회 대의원 1966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108명이 반혁명 범죄로 고발되어 체포되었다 "29) 이런 

상황은 하위 기관들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모스크바 시(市) 당위 

원회와 모스크바 주(州) 당위원회에서 1935-37년에 근무했던 서기 38명 중 35 

명， 시 또는 구 당위원회 서기 146명 중 136명， 그리고 수많은 국가기관， 노동 

조합， 경제계， 과학 및 문화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체포되었다.30) 이러한 기 

간요원들의 대규모 희생 때문에 국가 및 당의 주요 기관들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요원들이 부족하기 일쑤였고， 그에 따라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가와 당의 여러 기관들은 ‘경계심 촉구’ 캠페인 등에 동원되 

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및 정책 추진에서 내무부 또는 비밀경찰 등에 예속되 

는 경향이 있었다.31) 게다가 대규모 탄압은 국가 및 당의 여러 기관의 도덕적 

권위에 타격을 주었고 각 기관 내에 상호 불신감을 확산시켰으며 “온갖 종류 

의 중상모략가들과 출세주의자들이 활보하도록” 만들었다.32)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당의 기간요원들이 느꼈던 신분의 불안정이었다. 스탈린 시대 

에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계속 살게 될지， 아니면 제거되거나 그 

냥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알 수 없었고，33) 따라서 기간요원들은 “일하 

기를 두려워할"34)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위 관료들 

29) A. H. RKosJIes (l991), C. 30. 1937-38년에 내무부는 공산당， 소비 예트， 콤소몰， 군， 경 

제 분야의 일꾼 수천명의 이름이 적힌 383개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목록들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체포와 처형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같은 책， 39쪽 

30) B. n. HaYMos(l997), cc. 22-23 
31) H. C. Xpy띠es (l 997) ， c. 252. 
32) A. H. RKosJIes(1991), c. 39. 
33) H. C. Xpymes(1997), CC. 254-255. 
34) 같은 책， c.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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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스탈린의 최측근들도 “일시적인 인간들”로서 스 

탈린이 신임하는 동안에만 살아서 일할 수 있었다.35) 따라서 이미 상당한 규 

모로 팽창되었던 공산당 행정부 군부 경제계 등의 관료계층은 신분 안전과 

업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이 죽자 스탈린의 측근들은 자신들끼리 권력을 나누 

기로 합의한 후36) “집단 지도 체제”와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천명하였다. 물 

론 그들은 분파주의적 행위를 금지한 당의 결의안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단합 

을 표방하였지만 스탈린이 죽자마자 곧바로 최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전개 

하였고， 그들의 권력 투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와 결부되면서 치열 

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37) 하지만 이들은 다른 누군가가 당과 국가 기구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탄압을 정치 수단으로 사 

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게다가 말렌코 

프와 베리야 등 일부 지도자들은 억압적인 스탈린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과 소비재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련 체제의 ‘경직된’ 측면 

을 완화하려고 생각했다. 따라서 크레블린의 새 지도자들은 스탈린주의를 암 

묵적으로 비판하면서 ‘집단지도 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강조하였고， 이 

는 곧바로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브다 지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1953년 4월 6 

일 프라브다 지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법률은 불가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그 사설에 따르면， “소련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35) H. C. XPYlI(eB(l999), T. 2, c. 77. 
36)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소련 국무회의， 소련 최고회의 의장단 등의 1953년 3월 5 

일 연합회의， 3월 14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와 소련 최고회의 4차 회의 등을 

통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말렌코프， 베리야， 몰로토프， 보로쉴로프， 흐루 

시초프 등을 포함하는 10명의 위원과 4명의 후보위원으로 축소되었다- 그와 동시 

에 말렌코프는 소련 국무회의 의장에， 베리야는 내무장관에， 몰로토프는 외무장관 

에， 보로실로프는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 의장에 임명되었고， 흐루시초프는 중앙위 

원회 서기로서 서기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L. Gruliow(1953), pp. 

247-248, 255-258‘ 

37) 새로운 지도부 내의 입장 차이는 스탈린의 장례식이 거행된 3월 9일에 이미 드러 
났다 그날 말렌코프， 베리야， 볼로토프 등 세 사람이 연섣했는데， 말렌코프는 화해 

적인 외교정책을 시사하고 소비재 산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반면에， 몰로토프 

는 국내외의 적들에 대한 경계심과 투쟁을 강조하였다. L. Gruliow(1953), pp. 

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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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그런 권리들을 보호하며 ...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 그 누구도 사회주의적 법률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다. 모든 노동자， 모든 집단농장 농민， 모든 소련 지식인은 자신의 시민적 

권리가 소련의 사회주의적 법률로 제대로 보호되고 있음을 알고 평화롭게 그 

리고 확신에 차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38) 뒤이어 4월 16일에 실린 “집 

단성은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설은 이 원칙의 침범을 “당 조 

직들과 당원들의 창의성과 독자성을 구속하는 관료주의의 발현”이라고 비난 

하면서 “이 최고 원칙의 매우 엄격한 준수가 올바른 지도의 증거이며 당 작 

업 을 더 욱 향상시 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라고 주장했다.39) 

이렇듯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스탈린의 일인 독재와 자의적인 테러정 

책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쉽게 합의하였다. 하지만 스탈 

린에 대한 평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없었다. 우선 새로운 지도자 

들은 자신들이 스탈린의 범죄들을 비판하고 공개했을 때 그 부담이 곧바로 

스탈린의 최측근이었던 자신들에게 돌아올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은 스탈린 아래에서 출세했고 그의 선태을 받았 

던 ‘완벽한’ 스탈린주의자였기 때문에 스탈린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스탈린 문제에 대해 어색한 침묵을 지키면서 스 

탈린 체제의 병폐와 그 유산을 조금씩 정리하는 이른바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40) 예컨대 1953년 3월 27일에는 5년 이하의 실 

형을 선고받은 자， 업무 관련 범죄， 경제 범죄， 몇몇 군 관련 범죄 등으로 실 

형을 선고받은 자，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18세 이하의 미 

성년， 55세 이상의 남성， 50세 이상의 여성， 불치병 환자 등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법이 내무장관 베리야의 주도로 채택되었다.41) 또한 4월 4 

일의 프라브다 지에는 크레블린 의사들이 석방과 함께 복권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부 요원들은 크레블린 의사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법률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수사방 

38) L. Gruliow(1953), p. 260. 
39) 삐 B. AKCIO재H ， O. B. BOJlo6yes(l991l, c. 46 
40) W. Leonhard(l962)는 1953년 3월부터 1956년 2월까지의 시기를 “조용한 스탈린주 

의 청산”으로 특징지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pp. 62-119를 참조하라. 

41) 이 법 에 의 해 1953년 8월 10일까지 1 ，032 ，000명 이 석 방되 었다. L. Gruliow(1953) , 

pp. 정8-259; B. HaYMos ,.IO. CHra'les(1999) , CC. 19-21 , 398. 



흐루시초프의 ‘비밀 연설’ 223 

법”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아냈다고 비난받았고 이 사건 관련자는 이제 처벌 

을 받게 될 것이었다.42) 뒤이어 내무장관 베리야는 그 때까지 관행이었던 고 

문 등의 수사방법을 금지하변서 무고한 시민을 체포，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하 

는 경우 관련자와 함께 지휘책임자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무 

부 요원들에게 경고하였다.43)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 

산” 움직임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 가혹한 사법체제 

의 완화 등의 문제뿐만44) 아니라， 문화，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 

고， 크고 작은 기복을 겪으면서도 1956년 2월의 공산당 20차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되었다. 

3.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는 1956년 2월 14일에서 25일까지 모스크바의 

크레블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6，795，896명의 공산당원과 419，609명의 공산 

당 후보당원을 대표하는， 표결권을 지닌 대의원 1 ，349명과 심의권을 지닌 대 

의원 81명， 그리고 557~국의 외국 공산당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전당대 

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방향의 설정이었는데， 

이는 대회장에 스탈린의 동상이나 사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상징 

적으로 표현되었다.45) 이 전당대회의 연단에서 여러 당 지도자들은 직접 스탈 

린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집단적 지도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코얀은 스탈린의 대표적인 

저작인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와 “소련공산당사， 단기과정”에 여러 

잘못된 사실과 이론적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에 

게 그런 분야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올바른 

교과서를 저술하도록 요청하였다.46) 하지만 20차 전당대회를 소련 역사의 중 

42) B. Ha}'MOB , 애. CllraQeB(1999), cc.23-25, 398. 
43) B. Ha}'MOB , 10. CllraQeB(1999), cc.28-29 
44) 이와 관련해서는 사료모음집인 A. ApTII30B 11 LlP.(2000)을 참조하라. 
45) 에 B. AKCIOTIIH, o. B. BOJ\o6yeB(1991l, c.102; W. Leonhard(1962) , p.l20. 표결권을 지 

난 대의원은 원래 1 ，355명이 선출되었지만 6명은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46) 이에 대해서는 L. Gruliow(1957) , pp.80-89, 특히 pp.87-8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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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분기점으로 만든 사건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의 ‘비공개 

회의’에서 행해진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보고연설이었다. 

흐루시초프의 이른바 ‘비밀연설’은 구체적인 문서， 숫자， 희생자들의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관련된 여러 범죄행위들을 폭로함으로써 

참석한 대의원들을 당황과 충격 속에 빠뜨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소련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스탈린 문제는 격렬한 토론과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47) 

그 결과 ‘비밀연설’은 스탈린주의의 역사에서 나아가 소련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비밀연설’의 준비과정은 주로 흐루시초프 시대에 소 

련 공산당이 유포했던 선전 내용과 나중에 발간된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에 근 

거하여 설명되어왔다. 그 설명에 따르면 1955년 가을에야 소련공산당 중앙위 

원회 간부회는 스탈린 시대에 행해진 당 기간요원에 대한 탄압이 대규모였다 

는 점， 그리고 처형의 근거는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사후 처음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공 

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에서 다가올 전당대회의 대의원들에게 스탈린의 범죄 

행위들을 알리자고 제안했다. 흐루시초프의 이런 제안에 대해 몰로토프， 말렌 

코프， 카가노비치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간부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그 

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 

를 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의 개인숭 

배’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갈 무렵에야 즉 2월 24일에야 최종적으로 결정되 

었고， 간부회의 요구에 따라 흐루시초프는 서둘러 준비한 연설문으로 자신이 

직접 전당대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흐루시초 

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었는데 특히 흐루시초프는 자신의 회고록 

에서 마치 자기 혼자서 비밀연설을 20차 전당대회 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 

47) 에렌부르그(11. 3peHõypr)의 회고에 따르면， “2월 25일 비공개회의에서 흐루시초프 

가 보고할 때， 몇몇 대의원들은 실신했다 . 그 보고문을 읽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 
았다. 정말 이것을 복권된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제 1 서기가 전당대회에서 말했단 말인가 1956년 2월 25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 되었다 .... 어디에서나 스탈린에 대해 이야기했 

다. 모든 집에서， 작업장에서，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C. B. KYJlemOB H llP.(1991), C 

c.452,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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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처럼 서술했다쩌)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일부 비공개 사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 

고 몇몇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이 발표됨에 따라 이런 설명을 뒤엎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49) 비밀연설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주요 사 

실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다른 사람이， 예컨대 미코얀이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범죄에 대해 알리자고 흐루시초프에게 제안했고 흐루시초프는 그 

제안을 1955년 가을에 중앙위원회 간부회에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 

스탈린 문제를 몇 차례 논의했던 간부회는 1955년 12월 31일의 회의에서 

1930년대 후반의 정치적 탄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50) 중앙위 

원회 서기인 포스펠로프(n. H. nOCneJIOB)를 수반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 

기로 결정했다. 1956년 2월 1일 회의에서는 이미 밝혀진 스탈린의 범죄행위를 

당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월 9일의 회의에서는 포스펠로프 

위원회의 충격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후 간부회 위원들이 두 그룹으로 대립되 

었다. 우선 몰로토프， 보로쉴로프， 카가노비치 등 원로위원들은 보고 자체에 

반대했던 반면에 다수의 나머지 위원들은 전당대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 

을 지지했다. 따라서 이날 간부회는 포스펠로프 위원회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보고 내용을 전당대회에 알리기 위해 그것을 연설문 형태로 

바꾸도록 포스펠로프에게 지시했다. 전당대회 전날인 2월 13일의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전당대회 비공개회의에서 개인숭배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올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밝히고 “흐루시 

초프를 보고자로 승인하기로"51) 결정하였다.2월 19일에 흐루시초프는 포스펠 

로프 등이 마련한 연설문 초안과 다른 몇 가지 자료들을 참조하여 자신의 연 

설문을 구술하였고， 그 연설문은 간부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검토와 승인 

을 거쳐 2월 23일에 최종본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1955년 가을부터 중앙위원 

회 간부회는 스탈린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계속했고， 흐루시초프의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파에 불과했으며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흐루 

48) B. n. Ha앤OB(1996õ) ， cc .l54-155; H. C. XPYlI\eB(1997), cc .286-295. 예컨대 에 B. AI< CIOT 
HH, O. B. BOJloõyeB(1991), cc. 186-200은 이런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49)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B. n. HaYMoB(1996õ), cc. 155-165와 10. B. AI<CIOMTHH(1998), cc 
108-113을 보라. 

50) A. A. φypceHI<0(2003) ， C. 79. 
51) K. A꺼MepMaxep(2002) ， cc.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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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프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중앙위원회 간부회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여 

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비밀연설의 

배경과 동기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 예컨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범죄에 대 

해 언제 알았는지， 왜 흐루시초프는 그 문제를 1955년 가을에야 간부회에서 

제기했는지， 그리고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들은 흐루시초프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흐루시초프는 어떻게 이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범죄 행위들， 즉 비밀경찰에 의한 반혁명 및 

반소(反蘇) 사건 조작，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스탈린의 명확한 또는 

암묵적인 지시 등등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 

만， 1955년 가을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1953년까지 여 

러 측면에서 “골수 스탈린주의자”였던52)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시대에 모스크 

바와 우크라이나의 당 조직 책임자로서 대규모 숙청을 주도하는 등 직접 정 

치적 테러에 관여했으며，잃) 또한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의 위협을 경험했 

고 당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베리야로부터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자랑과 

불평을 여러 차례 들었다.54) 이런 개인적 경험과 결합하여 이른바 ‘베리야 사 

건’은 흐루시초프가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닮) 스탈린의 사망 직후 가장 위협적인 권력기관을 

장악했던 내무부 장관 베리야는 ‘의사들의 음모’ 사건 관련자들을 석방， 복권 

하고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자신의 권력 강화와 함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베리야는 이런 조 

치들을 통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스탈린이 직접 모든 정별 행위들을 통제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스탈린의 의지를 실행했을” 뿐이었다는 점을 

52) T. H. Rigby(1984), p.53. 
53) B. n. HaYMos(1997), cc.22-24. 
54) 예컨대 H. C. Xpymes(997), cc.64-67, 187을 보라 베리야는 누군가가 굳건한 사람 

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보게， 그 사람을 하루 저녁만 나에게 보내게， 그러연 

그는 내게 자신이 영국 왕임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H. C. Xpy띠es 

(997) , c.187. 
55) ‘베리야 사건’에 대해서는 B. n. HaYMos(1998) , c c.l7-39를 참조하라 저자는 베리야 

의 체포， 재판， 처형이 “20차 전당대회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한다. 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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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즉 “대규모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스탈린 개인에 

게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백정， 자유의 억압자， 고문자， 잔 

인한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했다 56) 하지만 베리야의 이런 일방 

적인 행동은 스탈린의 측근으로서 그의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던 중앙위원회 

간부회 동료들의 두려움을 낳았고 그것은 베리야의 독주에 대한 질시와 결합 

되어 ‘베리야에 대한 음모’로 발전하였다. 결국 베리야는 1953년 6월 26일에 

중앙위원회 간부회 동료들에게 체포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비공개 

로 진행되었지만 적어도 흐루시초프와 그의 간부회 동료들에게는 스탈린 시 

대에 자행된 정치적 탄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57) 특히 흐 

루시초프는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경로， 예컨대 베리야의 비밀 서류틀을 검토 

했던 그의 측근이자 국가안전위원회 (Kr5) 책임자인 세로프(11. A. CepOB) , 베리 

야 재판 직후 복권되어 수용소 관리 부처의 요직에 있으면서 스탈린의 범죄 

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흐루시초프에게 직접 보고했던 스네고프(A. B. CHer。

B) , 또는 그의 측근으로서 1953년 8월부터 소련 검 찰총장으로 근무했던 루덴 

코(P. A. PYlleHKO)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55년 

가을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략적인 윤 

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끊)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루시초프와 간부회 위원들은 베리야 사건 이후 스탈 

린을 직접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탈린을 계속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스탈린 시대의 여러 관행과 정책들을 폐지하고 비판하는 ‘조용한 스탈린주의 

청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흐루시초프 등은， 소련공산당 중 

앙위원회의 1953년 7월 9일자 결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적 탄압뿐만 아니 

라 스탈린 말기의 여러 실책들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제 제국주의의 첩 

자”로서 스탈린을 “교활하게 속이면서 출세를 위해 여러 술책으로 스탈린의 

신임을 얻었던” 베리야와 그의 영향 아래 “내무부에 들어온 여러 출세주의자， 

모험주의자， 당의 적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새 지도부는 “레닌 

56) Vladimir Naumov(2000), pp. 96-98. 
57) 베리야 재판은 1953년 12월 18-23일에 진행되었고， 베리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곧바로 처형되었다. 베리야의 처형 후 그에 대한 기소장이 지방의 당 조직들에게 

유포되었다. B. n. HaYMoB(l996õ), c. 150. 
58) 예 컨 대 B. n. HaYMoB(1997) , cc.30-31; Roy A. & Zhores A. Medvedevs(1978) , p 

11; A. n없〈씨<OB(2002) ， CC. 220-221; H. C. XpYD\eB(1997), c. 287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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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자이자 계승자인 위대한 스탈린”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도의 집단성”이 

“당 지도의 최고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대중들의 “물질적 복지 개선”을 강조 

하며 “농업의 급격한 발전”을 “미룰 수 없는 경제적 과제”로 제시할 수 있었 

던 것이다.59) 그리고 흐루시초프를 포함한 새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1954년 

봄 베 리 야의 측근인 아바쿠모프(B. C. AðaKYMOB)의 재 판에 서 도 그리 고 1955년 

5월의 유고 방문 때에도 반복되었다.60) 

하지만 새 지도부의 이런 태도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사실 스탈린주의의 

‘조용한’ 청산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소련 공산당은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역사과정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해석에 입각하여 소련 체제 

의 역사적 정당성， 나아가 진보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공산당이 스탈린 체제 

를 재편하면서 모든 잘못을 베리야 등에게 덮어씌운 채， 20년 이상 소련 사회 

를 지배했던 지도자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도 없이 필요할 때에만 일과성으로 

언급하는 짓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스탈린에 대한 평가는 소련 사회에서， 특히 체제 재편을 둘러싼 여 

러 정치세력들 사이의 투쟁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스탈 

린에 대한 새 지도부의 애매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옛 체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저 

항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소련의 새 지도부는 스탈린의 이론 틀에서 

벗어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권위를 

계속 인정할 경우 반대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반박할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었다.60 예컨대 소련의 새 지도부는 집단지도 체제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당국들에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사연， 복권 

시키는 작업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사소한 범죄에 대한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 

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의 여러 사법기관은 자기 조직의 명예 실추와 책 

임 문제 때문에 정치적 탄압 사건들의 재조사를 지연시켰고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피의자 구타， 자백 강요， 증거 조작， 함정 수사 등을 계속하였으며， 지 

방 법원들은 구두 한 컬레를 훔친 사람에게 17-18년 형을 선고하는 등 스탈 

린 시대의 판례를 반복하였고 일부 당 관료들과 시민들은 스탈린 시대의 용 

59) B. HaYMOB, 10. CHra'les (I999), CC. 368, 370-373 
60) B. O. HaYMos(l998), CC. 37-38; H. C. XPYlI\es(1997), CC. 296-297. 
61) S. F. Cohen(1985), p. 100; B. O. Ha써os(1996a) ， CC. 13-14; A. nμ:l<HKOS(2002) ， 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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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논리를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자유주의적” 또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비 

판하였다.62) 이런 상황에서 흐루시초프 등 새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들의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탈린 시 

대의 논리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가와 당의 많은 관료들에게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의 새 지도부는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사면， 복권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탈린 사망 직후에는 베리 

야의 주도 아래 100만 명 이상의 형사범들이 석방되었고 ‘의사들의 음모’ 사 

건 등 스탈린 말기의 조작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관련자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옥과 수용소 등에는 여전히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고 새 지도부는 우선 기존 체제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친척과 옛 동료들부터 사면하거나 복권시켰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면복권은 베리야의 체포 및 처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63) 

그 결과 1953년에는 약 4，000명 정도의 정치범이 석방되었고， 그 수는 

1954-55년에 12，000명까지 증대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복귀로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 작했다.64) 이 런 상황은 수용소에 남아있거 나 정 치 적 탄압의 희 생자들을 친 

척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이들은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여 무고 

한 사람들을 사면복권해달라는 진정서를 계속 국가 및 공산당의 관계 기관들 

에 제출했다.65) 

62) 예컨대 A. n비뼈KOB(2002) ， CC. 221 , 233, 235-245 등을 보라 저자에 따르면， 20차 전 
당대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3) 가장 먼저 복권된 사람은 몰로토프의 부인인 챔추쥐나(n. C )!(eM'IY){(HHa) 였고， 뒤이 

어 베리야의 옛 동료들， 카가로비치의 친형， 그리고 군 장성들이 사면， 복권되었다. 

예 컨 대 A. ApTH30B H LlP.(2000), CC. 15, 18, 24, 38-9, 40 등을 보라. 흐루시 초프의 
연설에 따르면， 1954년부터 20차 전당대회 직전까지 최고법원 군사협의회는 7,679 
명을 복권시켰는데， 그 중 다수는 사후에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A. H . .5IKOBJ1eB 

(1991), c. 39. 
64) Roy A. & Zhores A. Medvedevs(1978), pp. 19-20. 저자들에 따르면， 비밀연설 
직후인 1956-7년에는 7-8백만 명이 석방되었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 

었고， 5-6백만 명은 사후 복권이 되었다 

65) 정치적 희생자의 친척들은 국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소련 사회 
에서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힌 채 오랫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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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련의 새 지도부는 점차 강제적인 수용소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은 일종의 값싼 

‘노예노동’으로서 소련의 산업화와 전쟁 수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특히 막대한 경비(警備) 비용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게 되었다. 특히 2차 대전을 거치 

면서 전쟁 포로 출신들과 우크라이나 등 서부 지역 민족주의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족별 비밀조직이 결성되는 등 수용소의 분위기는 변하였고 스 

탈린 사후에 석방을 기대했던 대다수 정치범들은 자신들의 석방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하였다. 이들의 분노는 여러 수용소에서 비밀 조직을 기반으로 수용 

소 상황개선， 사면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조직된 파업과 봉기 등으로 표출 

되었고 당국은 때로는 양보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탱크와 비행기까지 동원 

한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하였지만， 수용소의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66) 

따라서 새 지도부는 수많은 수용소에 갇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이 머지않 

아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침묵을 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들 

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것이며， 한때 ‘인민의 적’으로 비판받았던 사람 

들이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 

는 이런 현상이， 나아가 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어긋난 이들의 이야기가 

소련 사회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5년 4월초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1956년 2월 

14일에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67) 흐루시초프는 이 

를 준비하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를 거론하자는 입장 

을 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권력 투쟁과 관련한 그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자에게 찍힌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제거할 펼요가 있었다， 게다가 이들 친지들 

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그들을 외변해야 했던 기억 

때문에 커다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Roy A. & Zhores A. Medvedevs 
(1978) , p.14; S. F. Cohen(1985), pp. 97-98. 이런 진정서는 스탈린이 죽기 전부터 
국가 및 당의 주요 기관에 쇄도하였다， 예컨대 소련 최고법원은 1953년 3월 이전 

에 이미 이런 진정서를 매달 3만 통 이상 받았다고 한다. A. nbl:l<HKOB(2002), c. 217 
66) 흐루시초프 시기의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는 A. Applebaum(2003), pp. 476-526을 

참조하라 주요한 수용소 폭동틀에 대해서는 G. Hosking(993) , pp. 326-32 [김영 
석 옮김 (988), 321-27쪽 ]; A. Applebaum(2003) , pp. 484-505를 보라. 

67) K. AlfMepMaxep(2002), cc.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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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실 스탈린 사망 직후부터 전개된 권력 투쟁에서 “굳건한 의지와 넘 

치는 재치， 신속하면서도 용의주도한 머리회전 능력”을68) 지닌 흐루시초프는 

점차 부상하여 1955년말에는 “집단지도체제 내의 제 1인자”가 되었다. 흐루시 

초프는 이미 1953년 6월말에 모두 두려워하던 강력한 내무장관 베리야를 체 

포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에 그는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기 

구를 중심으로 소비재 중심의 경제정책 등 ‘급진적인’ 체제 개혁을 추진하려 

던 말렌코프에 맞서기 위해 보수파들과 협력하였으며 1955년 2월에는 결국 

말렌코프를 실각시키고 자신과 가까운 불가닌 (H.A. 5YJIraHHH)을 정부수반에 임 

명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흐루시초프는 베리야를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 

과 관련하여 비난했고， 말렌코프를 베리야와 가까웠고 레닌그라드 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난하는 등 정치적 탄압에 대한 책임 문제를 권력 투 

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베리야-말렌코프 세력을 무너뜨린 후 흐루시초프는 외교 정책 등에 

서 여전히 스탈린주의적 노선을 고집하는 몰로토프 등 보수파들의 세력을 약 

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비 

판은 1930년대부터 스탈린의 측근이자 소련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었으며 당시 

소련공산당 내에서 커다란 권위를 누리고 있던 몰로토프 등 고참 스탈린주의 

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흐루시초 

프는 1955년 내내 정치범의 사면복권 문제와 함께，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 

압에 많은 관섬을 기울였고，69) 1955년 6월 3일에는 불가리아 공산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스탈린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70) 그 

런 반면에 그는 베리야가 스탈린 및 그 측근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 

해 놓은 가마니 11개 분량의 서류들을 폐기하는 등 그 누구도 스탈린 시대의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71)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미코얀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으며 1955년 7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스탈 

린 시대의 정치적 범죄와 비교적 무관한 좀더 젊은 세대이자 자신의 측근들 

인 키리첸코와 수슬로프를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프， 

68) 세르게이 흐루시초프， 213쪽 
69) B. n. HaYMoB(1996õ), cc. 151-152 
70) W. Leonhard(1962), pp. 105-106. 이런 사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이 즈음 스탈린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1) B. n. HaYMOB(1996a),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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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랴에프， 쉐필로프 등을 중앙위원회 서기로 임명함으로써 당 지도부 내의 세 

력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였다.72) 이렇게 나름의 준비가 끝나자 흐 

루시초프는 1955년 10월에 중앙위원회 간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문제’ 

를 제기하였던73) 것이다. 

물론 흐루시초프의 이런 문제 제기에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이 되풀 

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자유와 명예를 되돌 

려줘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 또는 의무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다.74) 하지만 이런 도덕적 사명감은 정치적 탄압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결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흐루시초프 등은 상황에 밀려 스 

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그런 사실들 

을 전당대회 직전에 알았던 것으로 아니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공개하고 해명한다면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미코얀의 회고록이 잘 보여준다. 

나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고， 나중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스탈린이 참여 

하지 않는， 그의 사망 이후의 첫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 언젠가 당원 전체에게는 아닐지라도 스탈린 사후 첫 전당대회의 대표 

들에게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다음 전당대회를 기다리지 않 

72) T. H. Rigby(1984), p‘ 62; W. Leonhard(962), pp. 110-11 1. 1955년 7월 이후 중앙 

위원회 간부회와 서기국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간부회 위원. 불가닌(1895 

년생/1948년부터 정치국[간부회] 위원)， 보로쉴로프(1881/1926) ， 카가노비치 (1893/ 

1930), 말렌코프(1901/1946) ， 미코얀0895/1935) ， 볼로토프0890/1926) ， 페르부힌 (M. r 
nepBYXHH, 1904/1952), 사부로프(M. 3. CaGYPoB, 1900/1952), 흐루시 초프(1894/1939) ， 

키 리 첸코(A. H KHpH'IeH I<O, 1908/1955), 수슬로프(M. A. CYCJlOB , 1902/1952). 간부회 
후보위원: 포노마렌코(1902/1952년부터 간부회 후보위원)， 쉬베르니크(1888/1952) 

서기국: 흐루시초프(1949년부터 서기， 1953년 9월부터는 제 1서기)， 수슬로프(1946년 

부터 서기)， 포스펠로프0898년생/1953년부터 서기)， 아리스토프(A. 5. ApHCTOB, 

1903/1952), 벨랴에프(H. H. 5eJlJleB, 1903/1955), 쉐필로프(ll. T. WenHJlOB , 1905/1955). 
http://www.ibmh.msk.sulvivovocoNV;PAPERS쩌ISTORY!KPSS/KPSS.HTM 

73) H‘ KOBaJleBa H LIP.(1998), CC. 69-70. 
74) H. C. XPYlIleB(997), CC. 288-292; 세르게이 흐루시초프， 337쪽; B. n. HaYMoB(997), 

CC.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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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젠가 이것을 할 것이며， 모두들 당연하게도 과거의 범죄들에 대한 책임 

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즉 전당대회 대표들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말 

한다변， 우리를 용서해줄 것이며， 우리가 이런저런 정도로 져야할 책임도 용 

서해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주도적으로 모 

든 것을 말했다고， 그런 더러운 일의 주모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지만，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명예는 훼손 
될 것이다，75) 

233 

흐루시초프와 그 측근들은 간부회의 토론에서 몰로토프 등 고참 스탈린주 

의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논리 

를 계속 전개하였다. 예컨대 2월 9일의 간부회 회의 초두에서 흐루시초프 등 

은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말해야 한다 ....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당대회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말렌코프는 “스탈린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동지들의 석방 

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스탈린주의의 조용한 청산이 부딪친 딜레 

마를 표현했으며， 쉬베트니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수용소나 감옥에서 돌아온 

정치적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지금 중앙위원 

회는 침묵할 수 없다. 침묵한다면 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 

다. 그리고 벨랴예프는 만약 스탈린의 명성을 옹호하는 데에만 집착한다면， 

“당의 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쉐펄로프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76) 마 

지막으로 흐루시초프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스탈린과 일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우리는 베리야를 체포했고， 그것으로 우리 

는 운신의 폭을 넓혔다. 

우리는 큰 목소리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꺼) 

75) B, n, HaYMoB(1996ð), CC , 150-152, 흐루시초프도 회고록에서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 

고 있다， H, C, Xpym.eB(1997), CC , 292-293, 
76) A , A , φypceHI<o(2003) ， CC , 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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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부회의 논의에서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완강하였 

다. 사실 포스펠로프 위원회가 밝힌 사실틀은 사부로프가 “만약 그 사실들이 

정확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공산주의인가? 이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78) 

말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고참 스탈린 

주의자들은 밝혀진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 

를 비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반감을 표시하였다. 예컨대 몰로 

토프는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와 

함께 스탈린을 “위대한 지도자”이자 “레닌의 위대한 계승자”로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스탈린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가 승리한 것도 진실”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한 레닌과 맑스에 대한 개인숭배를 거론하면서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입장은 보로쉴로프와 카 

가노비치도 마찬가지였다. 보로쉴로프는 “당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 

서도 “물과 함께 어린애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고， 카가노비치 

는 “역사를 속여서는 안 되지만” “대중의 무절제한 감정 (CTHXHjj)을 풀어놓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 30년의 세월을 더럽히지 않도록 냉정하게 접근할 것” 

을 요구했다，79) 

그런데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 탄압 문제를 제외하 

고는 여전히 스탈린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흐루시초프도80) 공감할 만한 것이 

었다. 또한 흐루시초프와 그 동료들은 여러 이유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 

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들 역시 스탈린 비판이 소련의 국가체제와 공산 

당，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지도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는 2월 1 일의 회의에서 스탈린 문 

제를 ‘진실’보다는 “당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81) 한다고 주장했고， 

2월 9일의 회의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말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뉘 

앙스가 달랐다 고려하겠다”고82) 말함으로써 보수 세력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 

77) 같은 책， c , 103 
78) φypceHKo ， A, A,(2oo3), cc , 96-7, 99-100 
79) φypceHKo ， A, A.(2oo3), c , 103 
80) 흐루시초프의 이런 입장은 퇴임 이후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H, C, XpYllles (1997), c , 

287, 

81) φypceHKo ， A, A,(2oo3), c , 97, 
82) φypceHKo ， A, A,(2oo3), c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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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혔다. 그리고 2월 13일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연설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의 ‘비공개회의’에서 

흐루시초프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연설을 하는 데에 합의하였고，잃) 흐루시초 

프는 2월 23일 이전에 자신의 연설문 초고를 동료들에게 보내 검토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데에 대한 

보수 세력의 동의를 끌어내면서 그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였고， 그에 따 

라 보수 세력의 견해는 ‘스탈린 격하연셜’의 형식과 내용에 반영되었던 것이 

다. 

4. 

우리는 이 논문에서 흐루시초프 비밀연설의 동기와 배경에 대해， 즉 흐루시 

초프의 비밀연설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그의 도덕적 의무감， 

정치적 계산， 그리고 여러 사회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흐루시 

초프의 비밀연설은 소련의 최고 실권자가 스탈린의 정치적 범죄 행위들이 남 

긴 부정적인 유산들을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과거청산은， 그것이 비록 집권세력의 

도덕적 의무감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체제 변화와 과거청 

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83) 원래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은 중앙위원회의 보고연설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 
지만 당 지도부는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 그리 

고 보고연설의 공개를 피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보고연설의 형식을 채 

택하였다 그리고 보고연설의 시간을 마지막 날로 잡은 것은 그 내용이 주요 당직 

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간부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 

고자로서는 흐루시초프 이외에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포스펠로프， 복권된 정치범， 

예컨대 스네고프 등이 거론되었다. H. C. Xpy~eB(1997) ， cc. 294; A. A φypceH l<O 

(2003), c. 103; B. TI. HaYMoB(1996õ), cc. 161-162. 프이쥐코프는 간부회가 보고연설 
문의 내용과 방향성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려는 흐루시초프의 입장， 스탈린의 정치 

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참 스탈린주의자들의 의도 때문에 흐루시초 

프는 자신의 명의로 보고연설을 했다고 주장한다. A. flmHl<OB(2002), c. 48. 하지만 
맑스 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스탈린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을 맑스-레닌주의의 권위자 

로 부각시키려는 흐루시초프의 정치적 계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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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련 지도부의 과거청산 시도가 진공 상태가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 

즉 과거의 여러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변화로 형성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는 데에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범죄 및 정책 실패들 

등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조국전쟁의 승리 등 스탈린 시대에 이루어 

진 여러 업적과 성과들도 또한 기여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스탈린 비판이 스 

탈린 사후 소련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을 보고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 

던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스탈린 체제의 모든 것을 부정하 

는 전면적인 과거청산이 아니라 소련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 

탈린의 “개인숭배와 그것의 결과들”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체제 내의 청산’을 

지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연설에는 스탈린 비판이 체제 비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논리들이 존재했다. 우선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주의를 계 

승해야 할 긍정적인 측면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스탈린이 사상투쟁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1934년 

이전과 자신의 개인숭배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던 1934년 이후를 분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스탈린 체제 아래 희생되었던 수백만의 소련 시 

민들에 대해 침묵했던 반면에， ‘결백한’ 공산주의자들의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공산당이 스탈린 범죄의 공범자 또는 방조자가 아니라 주된 피해자였던 것처 

럼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인숭배’의 원인을 스탈린의 성격적 결함과 소 

수 측근들의， 예컨대 베리야 패거리들의 출세욕에서 찾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없) 이렇듯 흐루시초프와 당시 소 

련 지도부는 스탈린의 정치적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당 

시 소련 체제와 공산당을 정당화하려고 그와 동시에 스탈린 시대에 출세한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또는 범죄들은 스탈린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엽적과 성취들과 손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 

서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체제 내의 청산’이 지녔던 한계와 함께， ‘과거를 

청산하기’가， 소련의 경우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 

84)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A. H. 51KosJJes(1991), CC. 19-67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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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그런 상황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소 

련 시민들은 소련 사회주의 건설과 ‘대조국전쟁’ 시절의 지도자(BO:l<，llb)였던 스 

탈린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오랜 신념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 자신들 

의 과거， 즉 사회주의 건설과 대조국전쟁에서 자신들이 감수했던 희생과 인 

내， 영웅적인 투쟁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스탈린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컨대 어떤 

시민은 스탈린 비판과 관련된 이 시기의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었다고， 심지어 2차 대전초의 군사적 패배보다도 힘들었다고 회고했으며， 다 

른 시민은 스탈린의 “엄청난” 범죄행위를 알고난 후에도 스탈린에 대한， “온 

몽에 그렇게 강하게 뿌리내려 있던 거대한 사랑을 가슴에서 지우는 것이 너 

무 힘들다”고 말했다.85) 이런 상황이 결국 비밀연설을 했던 흐루시초프의 개 

인적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말에 스탈린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을 낳았던 것이다. 

하지만 흐루시초프의 비밀연설은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을， 그것도 그 규모가 놀랄 정도였음을 인정하고 폭로했다는 점에서 스탈 

린주의 청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일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더욱 근본적인 스탈린주의 청산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85) c. B. KyJ1eWOB H llP.(1991l, cc. 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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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ives and Context of ’Secret Speech' by Khrushchev 

Park, Sang-Chul 

Khrushchev' s ’Secret Speech' attempted to overcome Stalin ’ s negative 

vestiges "from the above". But it represented not only Khrushchev' s 

personal resolution but also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necessity to transform the past Stalinist system spread out throughout the 

Soviet society. The strong demand for the societal transformation came 

from the positive aspect of the Stalinist past such as the victory in the 

Second World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its negative side 

including rampant political terror and unlawful dictatorship. 

At first, Khrushchev undertook a policy of "silent de-Stalinization" as 

the Soviet society requested. However, the policy did not last long because 

of the resistance from conservative Stalinists and contradictory symbol 

politics. Under these circumstances, Khrushchev ’s ’Secret Speech' was 

born with his mora1 motive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Khrushchev ’s ’Secret Speech,’ in effect, did not aim at wiping out the 

Stalinist system as a whole, but tried to reform its negative aspects 

within the system, especially "the Cult of Person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Therefore, Khrushchev ’s disclosure had many Iimits in 

overcoming the Stalinist past and indicates the difficulties Khrushchev and 

his fellows suffered in severing themselves from the Stalinist bondage. In 

spite of a11 restraints, Khrushchev ’s ’Secret Speech' constituted a crucial 

moment in the history of overcoming the Stalinist past and paved the way 

for a more radical negation of Stalinism in the lat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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