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안의 스딸린". 

스딸린 테러와 러시아인들의 기억*1) 

김 남 섭 •• 

1998년 9월 초， 무럽 던 여 름이 끝나고 가을의 찬 바람이 불면서 북극의 밤 

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미국인 언론인 앤 애플봄은 러시아 최 

초의 강제 수용소2)의 하나가 설치되었던 솔로베쪼끼 (COJlOSeUKH다) 섭을 둘러 

보기 위해 백해를 가로 질러 아르한겔스끄(ApxaHreJlbCK)로부터 솔로베쓰끼 섬 

으로 가는 유람선에 폼을 실었다. 이 운항은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면서 얼음 

으로 가득 차게 될 바다가 더 이상의 항해를 불가능하게 하기 전에 있었던 

여름철의 마지막 운항이었고， 그런 까닭인지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들떠 보 

였다. 배는 러시아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흔치 않은 이방인의 출현은 당연히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즐거운 농담과 웃음이 오고 간 끝에 그 중 몇몇 사람 

들은 애플봄이 러시아에서 무얼 하는지， 특히 왜 솔로베쪼끼 섬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그녀가 강제수용소의 유적들을 살펴보기 위해 섬으로 가려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일순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좌중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AL2001). 

** 서올대학교 강사. 
1) 이 표현은 Adam Hochschild (1995) The Unquiet Ghost: Russians Remember 

Stalin, New York, NY: Penguin Books의 제8장 제 목， "The Stalin in Us"를 번 역 
한 것이다. 

2) 러시아 최초의 강제 수용소는 이미 1918년 여름에 뺀자(TIeH3a)시 외곽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전승에서는 많은 경우 1923년에 설치된 솔로 

베쓰끼가 “최초의 굴라그 수용소”로 언급되곤 한다. 소비에뜨 정권 하에서의 강제 

수용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r. M. HBaHoBa(1997) rYJJAr B CHCTeMe TOTaJ1HTllpHOrO ro

cynllpcTBll, M.: MOHφ ， 1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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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하였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솔로베쓰끼에서 테러의 흔적들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섬의 멋진 광경과 15세기에 지어진 오랜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한 러시아인 부부는 다음과 같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왜 당신네 외국인들은 우리 역사의 추한 모 

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왜 굴라그(rY지Ar ， 강제수용소)에 대해서 쓰죠? 우리 

가 이룩한 엽적들에 대해서는 왜 쓰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우주로 사람을 

보낸 최초의 국가라고요 I 굴라그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문 

제들도 많아요. 설업이 넘쳐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 말고 우리의 진짜 문제들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거 
죠?"3) 

소련 강제수용소의 역사를 기술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미국인이 

겪은 이 일화는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서 오늘날 보통의 

러시아인들이 소련 시대의 잔혹한 국가 테러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잘 드 

러내고 있다. 그리고 테러를 둘러싼 객관적인 러시아 상황은 유람선에 탄 이 

들 러시아인들의 반응이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임을 보여준 

다. 우선 애플봄이 지적하듯이 일반 러시아인들은 테러에 거의 관심이 없다. 

고르바효프의 빼 레 스뜨로이 까(nepeCTpoAKa) 및 글라스노스찌 (rJIaCHOC Tb)와 더 

불어 시작되었던 스딸린 테러， 나아가 스딸린주의라는 소련 과거에 대한 광범 

한 논의는 1991년의 갑작스런 소련 붕괴만큼이나 재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어 

느 신문도， 어느 잡지도， 그리고 어느 방송도 1980년대 말에 보여주었던 은폐 

된 진실 탐색에 대한 그와 같은 열정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4) 체계적인 

역사 교육을 통해 테러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집단의 하나인 

학생들에 대한 한 여론 조사는 과거의 비극에 대한 집단 망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를 웅변한다. 1995년 모스크바의 몇몇 명문 학교를 대상으로 수 

행된 한 교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의 34%만이 굴라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뜻을 알고 있었다. 1992년에 그 비율은 82%에 이르렀었다.5) 

3) Anne Applebaum(2003) CULAC: A History, New York, NY Doubl벼ay， pp. 564 닮5. 

4) Nanci Adler(200l) "In Search of Identit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creation of Russia," in A. B. de Brito, C. González-Enríquez and P. 

Aguilar, eds., The Politics 01 Memory: Transitional ]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7-298. 

5) R. W. Davies(1997)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London: Macmillan,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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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테러의 주범이자 오늘날의 소련이 안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 

으로 비난받았던 스딸린은 소련 인민에 대해 무자비한 철권을 휘둘렀던 독재 

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포위 속에서도 공업화를 이룩하 

고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훌륭하게 방어한 국가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되살아나기까지 하고 있다. 스딸린 사망 

45주년을 맞아 1998년 2월말에 러시아의 한 유력 잡지가 수행한 여론 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 연방 전역에 거주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딸린의 활동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응답자의 34%에 달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역시 똑 

같이 34%였다.10년 전인 1988년의 여론조사 때，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 

은 1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동 여론 조사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대 

통령이던 옐씬보다 스딸린을 더 신뢰함을 보여주었다.6) 같은 해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스딸린 테러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결국 그 자신 테러의 제물들이 

되었던 야고다(r. 71rOlla)와 예조프(H. ElI<OB) 등의 범죄 사실 - 스파이 행위， 

반역， 뜨로츠끼주의， 사보타지 등의 “반소 활동 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의 복권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스딸린 테러 체제의 정 

당화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나아가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 초기 비밀 

경찰 기구로서 KGB(KrE, 지금의 φCE)의 전신인 체까(4eKa)의 창설자 펠릭스 

제르쥔스끼 (φeAHKC n3eplI<HHCKH꺼)의 동상을 다시 세우기로 압도적으로 찬성 표 

결하였다.7) 잘 알려진 대로 모스끄바 루반까(JlYô.5l HKa)의 KGB 본부 맞은편에 

위치했던 제르쥔스끼 동상은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끝 

난 후 스딸린 테러의 상징적인 표적이 되어 성난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 

되었었다. 

스딸린 테러에 대한 무관심과 스딸린 체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 

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시민 단체의 

하나인 “메모리알(MeMopHaA)"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테러 희생자들을 기릴 

“기념비” 사업도 이렇다 할만한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다.8) 1980년대 말 동안 

6) ApryMeHTbl H rþaKT야 MapT, 1998, No.lO, C. 3. 
7) Nanci Adler(2001), pp. 294-295. 
8) “메모리알”의 역사 및 활동에 대해서는 Nanci Adler(1993) Víctíms of Sovíet 

Terror: The Story of the Memoríal Movement London: Praeger; Kathleen E. 

Smith (1996) Remembering Stalín's Víctims: Popular Memorγ and the 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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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관심을 일으키며 진행되었던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한 디자인 공모 운 

동은 스딸린 테러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가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위협할 것 

을 우려한 정부내 지배 엘리뜨들의 방해 속에 솔로베쪼끼 섬에서 바위 하나 

를 가져와 KGB 본부 맞은편에 위치한 제르쥔스끼 광장 중앙에 세우는 것으 

로 결말이 났다. 그 외에도 메모리알은 모스끄바에 박물관과 도서관 등을 갖 

춘 인권 센터를 설립하고 테러에 관한 증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 

작하였으나， 이 또한 러시아 국민이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기억하 

고 슬퍼할 제대로 된 전국민적인 공식적 장소로 역할하기에는 그 성격과 규 

모 변에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9)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 

다. 1989년 고르바효프 정부 산하에 구성된 스딸린 테러 희생자에 대한 복권 

위원회 10)는 옐젠과 뿌씬 정부 하에서도 그 활동을 계속하여 2001년말까지 약 

450만 명의 정치범들을 복권시켰지만，11) 그 복권자들에 대한 보상은 약간의 

돈과 무료 의 약품 및 버스표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12) 게다가， 1998년 2월에 

는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이 불충분한 재정적 지원마저 러시아 의회에 의해 

반으로 삭감되었다 13) 한편 정부 당국이든 민간 당국이든 어떤 책임 있는 조 

the USSR , Ithaca and London: ComeJl University Press를 참조. 또 이 조직의 공 
식 웹 사이트 www.memo.ru도 스딸린 테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여러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9) 그 외에도 러시아 전역에 걸쳐 이런저런 공적 사적 조직들에 의해 건립된 테러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기념물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동북부 오호쪼끄 

해 연안에 위치한 마가단(MaranaH)시에는 악명 높은 꼴뢰마(K。뻐Ma) 수용소에서 죽 

은 자들을 기념하는 조형물， “비탄의 가변”이 1996년에 세워졌고， 시의 박물관에는 

수용소의 잔해들과 수감자들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Anne Applebaum(2003), 
pp. 닮6-567. 

10) 테러 희생자들의 복권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공식 문서들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H. 

φ. 5yral! I! np.(2000), Pea6RJ1RTaIÆRJI Hap0l10B POCCRR. C60pHRK l1oKyMeHToB, M.: I1HCAH; 
A. ApTI!30B I! np.(2004), Pea6RJ1RTaIÆRJI: KaK 3TO 6hlJ10. Cepl1RHa 80-x r0l10B - 1991, 
M.: 113n-Bo MaTep l!l<. 

11) The Times, March 2, 2002. 
12) 1992년 3월 러시아 정부는 복권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그들에게 몰수된 재산 

을 돌려주는 것 외에도， 당시 법적 월 최저 임금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인 월 

180루블을 수감 기 간만큼 지 불하되， 최 고 25，000루블을 넘 지 않게 하는 법 령 을 공 

표하였다. 법 령 전문은 H. φ 5yral! I! np.(2000), CC. 108-111에 실 려 있다 

13) Nanci Adler(200ll,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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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테러를 행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 

러났다. 1988년 레닌그라드에서 있었던 수천 명 규모의 한 시민 집회는 다가 

올 제 19차 소련 공산당 협의회에 스딸린을 재판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결의 

를 채택하였지만，l4) 지금까지 정부는 스딸린은 물론이고 테러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스딸린 테러에 대한 공공적 관심의 

실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역사가 메리데일이 이 

야기하듯이，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인들이라면 비단 테러가 아니더라도 2차 

세계대전이나 되풀이되는 기근 등과 같은 러시아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번쯤은 겪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로 인한 희생은 그들에게는 많고 많은 비극 속에서 

새 로울 것 이 없는 또 하나의 비 극에 불과하다 15) 

두 번째로， 그것은 소련의 붕괴가 러시아 국민의 자존섬에 심각한 상처를 

준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유명한 작가이자 정치범이었던 레프 라즈곤(JleB 

Pa3fOH)의 통찰대로 “사람들은 정신적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하며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온 국민의 깊은 상처인 테러라는 과거의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시시콜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완전히 덮어버릴 새로운 국민적 자존심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16) 

또 현재 복권 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야꼬블레프(AneKcaHnp HKOBneB) 

가 얼갈하였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범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는 이것에 무관심하기도 할 것이다. 거의 30년에 이르는 스딸린 

통치 기간 동안 아마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리고 이런 저런 

형태로 비밀경찰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협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쓰라린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 

14) Nanci Adler(1993), p. 55. 
15) Catherine Merridale(2000a) Night of Stone: Death and Memorγ in Russia, New 

York, NY: Penguin Books, pp. 307-308. 다른 논문에 서 그녀 는 스딸린 시 기 동안 

소련인들의 생활 형태가 집에서는 공동 아파트 등 집단 거주를 통해， 일터에서는 

작업대 등 집단 작업을 통해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적인 비극의 

슬픔과 고통은 상대적으로 억눌려 공적으로 표출되기 힘들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Catherine Merridale(2000b) "The Collective Mind: Trauma and Shell-Shock in 

Twentieth-Century Russia," Joumal of ContemporaTγ History, vol. 잃， no. 1, p. 46. 
16) Nanci Adler(2001),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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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상처가 아니라 조국을 방어하기 위 

한 필수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수한 사람들에는 현 러 

시아 대통령도 포함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블라지미르 뿌씬은 KGB 출신이 

고， 그 자신 “체끼스뜨(니eKHCT )"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7) 

이와 같은 지적들이 스딸린 테러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기억 -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서 기억에 대한 회피 - 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틀을 제 

공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펼자는 그것을 좀더 다른 각도 

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즉， 과연 러시아인들의 대다수는 스딸린 테러， 나아 

가 스딸린 체제를 그 희생자들을 온 국민이 추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인류 

적 비극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가? 다시 말해 러시아인들은 스딸린 테러 

를 나치 체제의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 

고 강제 수용소로 내몬 국가 폭력의 전형을 보여준 한 바탕의 악몽으로 기억 

하는가? 아니면 소위 “인민의 적”이나 “계급의 적” 혹은 “파시스트들”로부터 

신생 사회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의 영웅적 투쟁으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이 양 극단 사이의 평가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사건으로 기억 

하는가? 이것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연구도 필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고 추산되는 스딸린 테러에 대한 러시아 

인들의 무관심은 그들이 반드시 테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 

음을 가정하는 데는 충분하다. 나아가 펼자는 이러한 현 러시아인들의 인식의 

뿌리가 테러가 행해지던 당대， 즉 1930년대에 이미 광범하게 형성되었다고 본 

다. 말하자변， 나치즘을 연구한 한 독일 학자 식대로 표현하자변， 억압적 스딸 

린 체제에 대한 “유보적 수용”이 당대의 러시아인들 사이에 상당 정도 퍼져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18) 아래에서는 최끈 스딸린 체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그 성격을 둘러싼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미학계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 성 

과에 주로 의존하여 스딸린 범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과 그 인식을 형성 

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러시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스딸린 테러에 

대한 무관섬과 집단 망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 

다. 

17) Anne Applebaum(2003), pp. 570-571. 
18) 안병직 (2003) r과거청산과 역사서술 - 독일과 한국의 비교J ，역사학보~， 제 177 

집，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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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딸린 테러에 대해 적어도 소련의 일부 당대인들이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 자체는 서방학계의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 

다. 1950-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극한 대결이 펼쳐졌 

던 냉전 시대에 풍미하고 소련 체제 붕괴 이후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전체주의 시각을 표방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련인들은 체 

제의 일방적인 선전에 세뇌되어 명백한 범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찬양 

하기까지 하였다. 소련 체제가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태도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테러 국가인 볼셰비끼 국가가 폭력적으로 사회를 철 

저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가 권력 이외에는 어떤 독립적 행위자도 

존재할 수 없게 된 “전체주의” 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서 사회의 기본 구성 분자인 개인은 모래알처럼 “원자화”되고 그 자아는 말 

살되었다. “스딸린 체제의 영혼 없는 피조물”로서 소련인들은 주체적 개인으 

로서 독자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19) 혹은 일부 소련인들이 테러 국가 

로서의 스딸린 체제의 본질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침묵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발셜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한 자 

아”를 드러낼 수 있었을 뿐，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을 표현조차 할 수 없었 

19) Merle Fainsod(963)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441. 이 외에도 전체주의 관점에서 스딸린 테러를 해석하고 있는 서방 학 
자 및 망명 학자들의 연구서는 대단히 많다. 다음은 그 중 대표적인 일부다. H. 
Arendt(996)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d., New York, NY Harcourt 
Brace; ]. Armstrong(l96ll The Politics of To띠litarianism: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rom 1934 to the Present, New York, NY: Random 

House; H. Carrère d ’Encausse(1981)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1917-1953. 
Volume 2. Stalin: Order Through Terror, London: Longman; A. Orlov(1953) 

The Secret Historγ of Stalin's Crimes, New York, NY: Random House. 1980 1건 

대 말 달라스노스찌 정책의 도입 이후 언론 자유가 확보되면서 러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스딸린 테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그 대부분은 이와 같은 서방 

학계의 전체주의 시각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주의 

시각을 서방 학계의 유력한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는 A. K. COKOJloB(1999) "E lI<OBD\IIHa," 
B BπaCTb H o6m.ecTBo B CCCP: flo.刀'HTHKél pel1peCCH꺼20-40-e rr.}. C60PHHK CTar밟， 

M.: HPH PAH, CC. 265-26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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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1980년대 이후 서방학계에서 큰 흐름을 형성해 온 자유주의 계열의 수정주 

의 시각은 또 다른 관점에서 소련인들 사이에 스딸린 테러와 체제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일단의 사회사가들로부터 시작된 이 

시각은 전체주의 시각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접근법인 “위로부터의 관점” 대 

신에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 경향은 많은 갈래가 있지만， 

대체로 소련 인민들 사이에 체제에 대한 순응， 저항， 그리고 지지라는 요소가 

두루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스딸린 체제를 좀더 복합적으로 파악한 

다는 점에서 사회의 획일화를 강조하는 전체주의 관점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물론 당시의 소련인들 사이에서는 볼셰비끼 국가의 체제 선전에 “세뇌”된 “침 

묵”과 순응도 존재하였지만， 테러 국가에 대한 광범한 저항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저항은 드물게나마 소규모 반란이나 파업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일반 

적으로 집단적， 조직적 형태를 띤다기보다는 주로 소극적 저항의 형태를 띤 

다.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는 노동자들은 무단결근， 음주， 작업장에서의 취 

침， 작업 중 돌아다니기 등 일터에서 해이해진 노동 규율을 보이고，21) 강제적 

집단화와 탈꿀라끼화에 처한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의 가입이나 강제적 곡물 

징발에 대한 거부， 가축 도살，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저항한다.22) 

볼셰비끼 국가의 지지 세력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볼셰비끼 국가와의 

암묵적인 “대거래(Big DeaJ)"를 통해 물적 혜택을 받고 부르주아적 가치와 태 

도를 지니게 되는， 급속히 성장하는 경영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간계 

20) 따라서 전체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서방 연구자들이 망명자들의 회고록 등 사적 기 
록물들을 신빙성 있는 사료로 취급하여 연구의 중요 기반으로 삼은 까닭이 소련 

문서고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불가능이라는 점 말고 여기에도 있다. 대표적인 연 

구로 Robeπ Conquest(Hl68) The Great Terror: St，띠in's Purge of the Thirties, 
London: Macmillan을 보라. 게티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일화에 의한 역사 

(history-by-anecdote)"라고 경 멸 적 으로 비 판한다. J. Arch Getty(1987) Origins of 
the Great Purges; The Soviet Communist Party Reconsidered, 1933-193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5. 

21) Donald Filtzer(1986)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m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London: Pluto Press. 

22) Sheila Fitzpatrick(1994) S띠lin's Peasants: Resis따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Lynne 
Viola(1996)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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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사실은 소련 사회의 상층부 - 이거나，껑) 급속한 산업화에 반대하는 

“계급의 적”과 “인민의 적”을 일소하기 위한 “계급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고 그럼으로써 스딸린 산업 혁명의 첨병이 되는， 꼼소몰(KOMCOMOJI， 공산주의 

청년 동맹) 회원 등 공산주의적 이상주의에 물든 젊은이들，24) 혹은 스딸린 혁 

명 동안 신분 상승을 이룩한 노동자 출신이나 농민 출신의 일부 소련인들이 

다. 특히 신분 상승에 관한 한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의 제 1차 5개년 계 

획과 연이은 1936-38년의 “대테러” 기간은 결정적이었다. 즉 이 기간 동안 공 

장의 구 경영자 및 정부 관리， 그리고 당료들 중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제거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진급자틀(BbIllBH lI<eHU비)"로 

서 그들은 전형적으로 노동 계급 출신이나 생산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30대의 공산당원들이었다. 이들은 엔지니어링 학교를 갓 졸업하고 공장 엔지 

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사 학위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일부 

통계는 이들이 스딸린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주요 집단으로서 1930년대와 

1940대년의 이른바 “신계급”의 핵심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41 

년에 소련의 공업 및 건설 관련 장관직 을 차지 하고 있던 인사 21명 가운데 

15명이 평균 1931년에 엔지니어링 학교를 졸업하였고，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는 같은 부서의 신임장관들 전부가 평균 1932/33년에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이 부서 장관들의 평균 졸업년도는 1935년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진급”되어 학교를 다닌 다음 졸업 후 테러 때 

문에 비게 된 산엽계의 고위직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볼셰비끼 체제가 내세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전면적 

으로 받은 만큼 소련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체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이 “진급자들”은 비단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자녀들도 체제의 가치들을 수용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 

들이 자기보다 나은 생활， 즉 문화나 소비 영역에서 사치품들을 향유하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그것의 실현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이틀은 볼 

셰비끼 권력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진급뿐만 아니라 체제의 업적 

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졌다 25) 그러므로 진급자들이 체제에 보인 능동적 태 

23) Vera S. Dunham(990) !n Stalin's Time: Middleclass Values in Soviet Fi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초판은 1976년에 출간되었다. 

24) Hiroaki Kuromiya(988) Stalin's !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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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처럼 계층 상승과 연결된 “자기이해 (self-interest)"에 바탕을 둔 것이 

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태도는 전체주의 체제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허위 

의식”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체제에 대한 “진정한” 지지라 할 만한 것이다. 따 

라서 소련인들은 체제의 공포 정치로 자의식이 은폐되거나 말살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이들은 처음부터 능동적인 주체로서 뚜렷한 자의식 혹은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스딸린 테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다. 

한편， 좀더 최근에는 볼셰비끼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체주의 시 

각과 개인의 주체의 능동성을 확인한 수정주의 시각을 종합하는 가운데 스딸 

린 체제에 대한 지지 세력의 형성을 해명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수정주의 이후의 시각으로 불리게 된 

이 연구 경향은 미셀 푸코(Michel Foucault)가 피력한 권력과 주체에 관한 해 

석에 기대어 언어가 개인의 주체 형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 

구한다. 이 연구 경향의 진정한 선구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코트킨은 우랄 산 

맥의 첼랴빈스크(lJemlõHHCK)주에 소재한 철강도시 마그니또고르스끄(MarHHTO

ropCK)가 1930년대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묘사한 자신의 대작에서 스딸린 체 

제가 국가 기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세밀하 

고도 지극히 평범한 - 그러나 훨씬 더 효과적인 - 기제들에 의해서도 유지 

되었음을 보여준다. 스딸린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행동 양태는 작업장， 

기술 습득 프로그램， 문맹 퇴치 강좌 등 노동자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 스며든다. 이 과정을 

통해 철강 종합 단지 건설 현장에 쏟아져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농민으로 

서의 자신들의 이전 정체성을 버리고 전형적인 소비에뜨 노동자로 다시 태어 

난다. 이제 도시의 노동자들 - 노동자틀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 은 그들 

이 새로 획득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볼셰비끼처럼 말하기 (speaking Bolshevik)" 

시작하고， “사회주의라 불리는 새로운 문명”에 “능동적으로 통합된다 여기서 

그틀이 볼셰비끼의 담론을 채택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 

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뜨 체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는 아니 적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볼셰비끼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으 

25) Sheila Fitzpatrick(1979)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193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특히 pp. 239-25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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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본 논문의 맥락에서는 숙청과 테러를 체제의 

적틀을 제거하는 일로 당연시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일 - 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계량화는 사 

실상 불가능하지만， 코트킨은 “볼셰비끼처럼 말하기”가 사실상 전체 주민에게 

제2의 천성이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마그니또고르스끄에 

거주한 모든 주민들은 고용과 서비스와 안전 등 모든 것을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셰비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 

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그니또고르스끄의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아 

니었다. 자발적 반체제 감정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체제 전체에 

도전할 만큼 광범하고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지만， 미세하고 국지적인 저항들 

은 항시 존재하였고， 이것들은 스딸린 치하 러시아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장과 마그니또고르스끄의 막사에서 수행되는 체제의 

지시에 대한 불복과 회피는 너무나 많아서 노동자들은 소련 당국이 상상하였 

던 새로운 소비에뜨형 인간이라는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코트킨은 반복해서 이러한 유형의 일상적 저항이 볼 

셰비끼 체제의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소련 정부의 근본적인 

혁명적 목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대체로 마그니또고르스끄 

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이라는 체제의 기본 전제를 수용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시민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 

은 소련 국가의 억압적 기구와 파시즘 및 자본주의 국가가 소련 체제를 위협 

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고유한 매력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적 틀이었다. 따라서 코트킨이 공식 

담론의 담지자로서 소비에뜨 개인의 주체에 능동성을 부여할 때의 의미는 볼 

셰비끼 체제에 대한 저항의 실행자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은 볼 

셰비끼 체제의 적극적 수용자라는 의미에서였다，26) 

26) Stephen Kotkin (1995)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또 마그니또고르스끄 노동자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1994년 논문 "Coercion and Identity; Workers' Lives 
in Stalin ’ s Showcase City," in Lewis H, Siegelbaum and Ronald Grigor Suny 
(eds.l Making Workers Soviet: Power, Class, and Identity,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도 참조. 코트킨의 저작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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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끼 공식 담론의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소비에뜨 주체는 독일인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한 요헨 헬벡이라는 신진 연구자에 의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 

다. 코트킨의 방법론에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토로한 - 그러나 코트킨조차 

결국 개인의 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체주의 계열의 역사가나 수정주의 

계열의 사회사가들과 마찬가지로， 선험적 자아의 존재를 미리 상정하고 있다 

고 비판하는 그는 당대인들이 쓴 일기를 분석 자료로 삼아 코트킨이 연구 

의 대상으로 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소련인들이 국가 

권력이 유포하는 공식 담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주체를 형성 

해 나가고 있음을 훌륭하게 입증하였다. 꿀라끄(KYJlaK ， 부농)의 아들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우끄라이나에서 모스끄바로 이주한 스쩨뻔 뽀드루브늬이 (CTenaH 

nOllJly6Hb때)라는， 한 일기 27)의 주인공은 “후진적 환경”을 벗어나 볼셰비끼 국 

가가 선전하는 “새로운 소비에뜨형 인간”이 되기 위해 공장 작업장에서는 훌 

륭한 “돌격 노동자(YllapHHK)"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실한 대학생이자 꼼 

소몰 대원으로서 활동한다. 이 활동 과정은 거꾸로 말하면， 일기의 주인공이 

작업장에서，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공식 정치적 · 사회적 모임에서， 그리 

고 학교의 수엽 과정에서 끊임없이 유포되는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 결 

과， 볼셰비끼 국가의 담론과 행동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1935년에 꿀라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선분이 작업장의 한 동료에 의해 탄로 

난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그는 체제로부터 숙청당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마침내 체제의 정식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해 

방감마저 느낀다. 그는 일기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오늘은 역 

사적 순간이다. 아마 여기서부터 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 

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이라는 공동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이 짓을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두려워하는 적들과 더 이상 함께 하 

지 않논다. 나는 더 이상 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a1 Halfin and Jochen Hellbeck(996) "Rethinking the Stalinist Subject: Stephen 

Kotkin ’s ’Magnetic Mountain' and the State of Soviet Historical Studies,"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Bd. 44, H. 3을 참조. 
27) 이 일기는 헬벡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Stepan Podlubniyjs(996) Tagebuch 

aus M oskau, 1931-1939,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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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37년 자신의 어머니가 뜨로쪼끼주의자로 체포되었을 때도 뽀드루브 

늬이는 큰 충격을 받지만， 그는 체포를 “돌대가리” 관료들의 실수라고 생각할 

뿐 숙청과 테러 자체는 국가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 행위로 여전히 

인식한다. 그 후 그가 스딸린을 “우리의 러시아 네로”라고 부르면서 비난할 

때도 그것은 스딸린의 테러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개인숭배 때문이었으며， 뽀드 

루브늬이는 언제나 볼셰비끼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헌신적인 “의식적” 시민 

으로 남아 소련 사회의 낙관적인 미래를 확신한다. 

헬벡이 몇몇 일기를 이용하여 드러내는 데 성공한 소련인들의 능동적 공식 

담론 수용은 당시 얼마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가? 코트킨과 마찬가지로 헬벡 

은 자신이 분석한 일기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나 용어 등을 볼 때 스딸린 체 

제에 대한 뽀드루브늬이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예외적이 아니며 소련인들 사 

이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추론한다. 특히 테러가 많은 사람들을 위 

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인들은 테러를 합리적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볼셰비끼 국가가 사회의 온갖 수준에 

서 적극 장려한 자서전 쓰기를 통해 일반 소련인들은 공식 담론을 대규모로 

계속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소련인들은 혁명 이후， 특히 스딸린 체제 

성립 이후 일정한 정도로 공식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바로 헬벡 

이 이용한 일기는 개인의 사적 기록들로서 전체주의나 자유주의 계열의 수정 

주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소비 

에뜨의 공식 담론이 소련인 개개인의 내면에 적극 흡수되면서 그 주체 형성 

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잃) 

28) Jochen Hellbeck(1996) "Fashioning the Stalinist Soul: The Diary of Stepan 
Podlubnyi, 1931-9,"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Bd. 44, H. 3; 
"Working, Struggling, Becoming: Stalin-Era Autobiographical Texts," Russian 
Review, vol. 60, no. 3, 2001. 한편 러시아인들이 1930년대 동안 체제의 공식 담론 
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틀어서 저항의 한 수단으 

로 이용하거나， 혹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그들만의 담론을 계속 유지하면서 체제 

비판 혹은 옹호에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aren Petrone(2000) Life Has 

Become More joyous, Comrades: Celebrations in the Time of Stali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Sarah Davies(1997) "’Us against 
Them ’ Social Identity in Soviet Russia, 1934-41," Russian Review, vol. 56, no. 
1; 그리 고 이 논문을 포함하고 있는 그녀 의 1997년 저 작 Popular Opinion in 
Stalin's Russia: Terror, Propaganda and Dissent, 1934-1941,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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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헬벡은 다른 글들에서 뽀드루브늬이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소비에 

뜨 국가에 저항적인 목소리를 낸 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련 사회의 기본 

가치 - 사회주의 건설 - 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을 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0월 혁명의 자기 해방적 성격 속에서 적극적인 소비에뜨 주체 형성 

과정을 거친 이들은， 볼셰비끼 국가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언제나 혁명의 이상을 자신의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볼 

셰비끼 체제 자체에 대한 신념은 결코 굽히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회주의 혁 

명은 자신들의 주체가 확고히 정립된 결정적 계기였고 또 그 주체가 표출하 

는 강력한 힘의 근원인 만큼 자기 인생의 전부이며 따라서 혁명에 반대하는 

주체는 자아의 상실과 완전한 무력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들은 자 

신과 혁명， 그리고 혁명이 낳은 체제 자체를 동일시하며 체제로부터 분리되어 

주변화되고 원자화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틀은 집단 속에서만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으며 따라서 공적인 정치 생활에의 참여를 항상 열망 

하고 그것을 하나의 의무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잃) 그러므로 이러한 심 

적 상태 하에서 테러에 대한 비판은 테러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기는 

정녕 힘들 것이며， 하물며 체제 자체의 거부로까지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대 

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때) 

헬벡이 이야기하듯이， 사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테러를 합리 

29) Jochen Hel1beck(2003) "Speaking Out: Languages of Affirrnation and Dissent in 
Stalinist Russia," in Michael David-Fox, Peter Holoquist and Marshall Poe, eds., 
The Resistance Debate in Russian and Soviet Historγ， Bloomington, IN: 
Slavica, pp. 119-137. 

30) 테러의 대상이 되어 재판에 회부된 공산주의자들의 자서전들을 분석한 헬핀 역시， 
이들 공산주의자들도 볼셰비끼 국가를 지탱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생산자이자 소 

비자로서 테러행위 자체를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Igal Halfin(2003) Terror in My Soul: Communist Autobiographies on Tri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그에 따르면 심 지 어 공산주의 자들은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 - 남편이나 형제 등 이 체포되어 테러의 희생자가 

되어도 완전히 침묵하거나， 혹은 테러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인민의 적， 계 

급 적이 아니라 당이 표방하는 공산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고한 시민임을 입 

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Igal Halfin(2002) "Intimacy in an Ideological 
Key: The Communist Case of the 1920s and 1930s," in Igal Halfin, ed. , 
ωnguage and Revolution: Making Modern Political Identities , London: Frank 
Cass,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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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스딸린 체제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테러 행위를 분석한 어떤 연구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대테러” 기 

간을 포함하여 테러 행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1930년대 후반 당대인들이 

국가 테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홀륭한 연구는 갖고 있 

다)]) 오랫동안 스딸린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인 역사가 로버트 서스턴에 따르 

면， 테러에 대한 일반 소련인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다.(1) 체제의 적을 사냥하기 위한 일환; (2) 사냥 자체는 정당하지 

만， 실수; (3)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고의적인 공격. 서스턴은 이 시기 

직후 발간되거나 서구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증언된 많은 회고록과 인터뷰 

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l)과 (2) 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1934년 12월에 발생한 레닌그라드 지역 공산당 당수였던 끼로프(c. M. 

KHpOB) 암살 사건 이후 벌어진 일련의 체포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레 

프 꼬뺑레프(JleB KOrreJIeB)라는 사람의 다음 반응이 전형적이었다. “이제 새로 

운 반혁명 지하 조직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우리 지 

도자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였다. 이는 테러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국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들 

에 대해서였다 그러므로 체포는 기본적으로 정당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압도적으로 계급 적들과 반혁명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섬지어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도 많은 경우 테러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자신 

이나 가족이 체포되었을 경우， 그것을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착오나 실수 

때문이라고 여겼으며，32)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대지도자” 스딸린은 체포와 

관계없다고 간주하였다 게다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테러 자체에 대해서 별 

31) 이 하는 다음을 주로 요약하였다. Robert W. Thurston(996) Life αzd Terror in 
Stalin's Russia, 1934-1941,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5장. 

이 글의 모태가 된 논문이 Slavic Revieω， Vol. 45, no. 2, Summer, 1986에 “Fear 
and Belief in the USSR ’s ’Great Terror’: Respond to Arrest, 1935-1939"라는 제 
목으로 발표되었다. 

32) 심지어 가족의 체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의 “반소 활동”을 감시하고 고발하기로 상정되었고 많은 경우 이 

들은 그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여겼다. 그 예들을 위해서는 19a1 Halfin(2002) , pp. 
19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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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특히 1936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위 당 

지도자들의 전시 재판(show trial)에 관해서는 “새 지도자들 사이의 가족 분 

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완전히 무관한 일로 여겼다. 

특히 1937년 이후 대규모 체포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많은 일반인들은 그것이 

특정 그룹만 겨냥하고 있으며， 그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은 체포의 가능성이 없다 

고 생각하였다. 즉 내무인민위원부(HKBll)가 지목한 테러의 대상은 평범한 사람 

들이 아니라 중 · 상급 공산당원， 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등， 교육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고 “소비에뜨 사회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평범한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오랜 공장이나 농 

장 생활을 한， 간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33) 그리고 인종적으로 

보면 유태인들이 체포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당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반 소련인들에게는 1934년 끼로프 암살 직후 벌어 

진 체포의 물결 때와 마찬가지로 숙청은 이러한 고위층에 침투한 스파이와 체 

제 파괴자를 비롯한 인민의 적과 계급 적들을 겨냥한 국가의 정당한 행동으로 

서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체포를 두려워하여 직장 내 고위직으로 승진되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 

들은 체제의 주장대로 1932-33년 우끄라이나를 비롯한 소련의 곡창 지대를 강 

타한 대기근도 적들의 탓이라고 여겼으며， 따라서 사태에 책임 있는 고위직에 

침투한 적들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체제 비판은 국가 안보를 위 

태롭게 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회고자들은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작 

다고 생각했으며， 섬지어 일부 사람들은 체포나 숙청 자체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이 상정하듯이 스딸린 

체제 하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무차별적 테러로 인해 공포에 빠져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34)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의 

33) 1930년대 우랄 지역의 노동자 집단을 연구한 펠드만에 의하면， 1937-38년 스베르 

들로프스크(CsepIlJlOSCK) 주에서 숙청을 당한 전체 주민 중 대공업 노동자가 차지 

하는 비율은 24.3%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나이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숙청”이 평범한 일반인들을 겨냥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그가 명백히 인정하고 있듯이， 이 지역의 숙련 기간 노동자들 역시 그들 

못지않게 대규모로 숙청된 것도 사실이었다. M. A. φeJlbMaH(2002) "COSeTCKOe pemeHHe 
pa6o 'lero sorrpoca Ha YpaJle," BOl1POCbl HCTOpHH, No. 12, CC. 128-129를 보라. 

34) 예를 들어 로버트 콘퀘스트는 1937년경까지는 일반사람들도 체포된 사람들이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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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에서 드러나듯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체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니고 있었다. 만일 1930년대 후반에 소련인들이 무언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테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하락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테러가 평범한 일반 소련인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 

들을 겨냥하였다는 주장은 테러의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계량적 분석이 전혀 

없는 지금의 연구 상태에서 그 진실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일부 연 

구는 대테러 기간 중 1937년 8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내무인민위원부의 비 

밀 지시로 소련 국민 중 특정 그룹들을 겨냥한 “대규모작전(MaccoOnepa I.\HH)" 

이라는 테러가 이루어졌고， 이 테러는 소련내 엘리뜨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테러는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해지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해졌다.3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이 새로운 테러 물결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체제에 

곧바로 등을 돌린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테러는 무차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이 테러를 지시한 비멸 명령이 확인하고 있듯 꿀라끄층과 

범죄자， 전 멘셰비끼， 전 사회주의 혁명당원， 전직 백군， 짜르 관리 등 특정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36)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변화 

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Robeπ Conquest(1990) The Great 
Terror: A Reassess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 270. 한편 
게티도 서스턴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숙청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테러로 인한 

공포심 이 없 었 다고 역 설 한다. ]. Arch Getty (1993) ’'The Politics of Stalinism," in 

Alec Nove(ed.l The Stalin Phenomenon, London: Weidenfeld & Nicolson, pp. 

134-135. 
35) Barry McLoughlin(2003) "Mass Operations of the NKVD, 1937-8: A Survey," in 

Barry McLoughlin and Kevin McDermott, eds., S따lin's Terror: High Politics 
and Mass Repression in the Soviet Union , New York, NY: Palgrave; Oleg 

Khlevnyuk (1995) "The Objectives of the Great Terror, 1937-1938," in ]. Cooper, 

M. Perrie and E. A. Rees , eds. , Soviet History, 1917-53: Ess따IS in H onour o[ 
R. W. Davies, London: St. Martin ’s Press. 또 이 새로운 테러 물결을 가져온 내 

무인민위원부의 비밀 명령 No. 00447을 분석한 윤게 (Mapl< 때Hre)와 빈네르(POJl때 

BHHHep)의 2003년 연구서 K8K Teppop CT8.1I "60.1Ib DlHM": CeKpeTHblft npHK83 Mι 00447 
H TeXHO.1IOrHJI ero Hcno지HeHHJI， M. : AHPQ-XX와 이 책의 축약 논문인 ’깨CTOpH$I. Ka l< 

Teppop CTaJl ’ 60Jlb뻐M ’ " CBo600H8J1 MblC.1Ib , No‘ 9와 No‘ 10도 참조하라. 

36) 특히 이 점 을 지 적 하고 있는 ]. Arch Getty(2002) "’Excesses Are Not Permitted': 

Mass Terror and Stalinist Govemance in the Late 1930s," Russian Review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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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그룹들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테러의 정당성을 

확선하고 있었을 것이다.37) 

한편 이 시기 외의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들이 테러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은 공장 내의 숙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숙청이 노동자 경영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한 미국인 역사가 쉴라 피츠패트릭의 연구에 의해 또 한번 옳음이 입 

증된다.잃) 그녀 에 따르면 공장의 노동자들은 숙청 의 대상은커 녕 오히 려 숙청 

과정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대규모로 가담하였다.39) 내무인민위원부에 의 

61 , p. 114. 
37) 로버트 서스턴은 앞의 글에서 이 “대규모작전” 기간 동안 테러의 확대로 국민들은 

테러에 대해 공포심을 일반적으로 가졌을 거라고 암시함으로써 1930년대 말에 테 

러로 인한 공포섬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정 정도 유보하고 있지 

만， 이 기간 동안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그 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38) 이 하는 Sheila Fitzpatrick(1994) "Workers against Bosses: The Impact of the 
Great Purge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 in Lewis H. Siegelbaum and 
Ronald Grigor Suny, eds., Making Workers Soviet: Power, Class, and Identity 
을 주로 요약하였다. 노동규율 해이를 비롯한 숙청이 공장 내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David L. Hoffmann (1993) "The Great Teπor on the Local Level: 
Purges in Moscow Factories," in ]. Arch Getty and Roberta 1'. Manning, eds., 
Stalinist Terror: New Perspectiv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도 참조. 톤바스 지역의 테러를 연구한 구로미야도 1936-38년의 스딸린 테러 

의 주된 희생자는 당 지도층과 광산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일부 처형자 명단에서 

확인한다. Hiroaki Kuromiya(993) "Stalinsit Terror in the Donbass: A Note," in 
ibid., pp. 215-222. 모스끄바와 레년그라드의 전화번호부를 사료로 하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테러의 희생자가 되기 쉬웠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같은 책에 실린 피츠패트릭의 또 다른 논문 "The 
Impact of the Great Purges on Soviet Elites: A Case Study from Moscow and 
Leningrad Telephone Directories of the 1930s," pp. 247-274도 보라. 

39) 피츠패트릭은 다른 글에서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지방의 평범한 농민들 
이 농촌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테러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Sheila 
Fitzpatrick(1993) "How the Mice Buried the Cat: Scenes from the Great Purges 
of 1937 in the Russian Provinces," Russian Review, vol. 52, pp. 299-320. 이 글 
을 비판한 엘만은 농민들이 아니라 스딸린의 지시가 결정적이었고， 농민들은 수동 

적으로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Michael Ellman(200l) "The Soviet 
1937 Provincial Show Trials: Camival or Terror?," Europe-Asia Studies , vol. 
53, no. 8, pp. 1221-1233. 러시아인 역사가 빠블로바도 피츠패트릭이 일반 대중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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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적인 공장 경영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은 “대테러”와 함께 1937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주로 공장 책임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 생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한다든지，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든지 

등등 - “파괴자”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공장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영자들을 인민의 적， 계급 적으로 비난하는 데 동원되었다. 특히 우수 노동 

자들인 스따하노프(CTaxaHOB) 대원들이 일반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익을 대변 

하면서 앞장서기로 상정되었는데，40) 이들은 최고의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 

는 노동자들로서 경영진의 “나태함”을 고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 중 공산당원들은 자신들의 보스를 비난하 

는 데 좀더 적극적이었다. 평범한 현장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분명히 과도한 숙 

청 절차에 혐오감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들도 적으로 낙인찍힌 경영자들을 

비판하는 데 빠짐없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을 동원한 경영자 숙청은 당국이 기대한 것과는 반 

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자들은 경영자들과 엔지니어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틀에게 적대감을 보이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작업규율을 보였던 것이다. 경영자들은 노 

동규율 해이에 대해 노동자들을 처벌하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보복으로 자신들을 인민의 적으로 비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피츠패트 

릭이 보여주고 있는 테러를 둘러싼 공장 내의 이러한 상황은 숙청이 공장 내 

고위칙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 

들은 현설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회피 

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스딸린 테러의 규모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자. 이상의 논의에서 밝 

혀진 바대로 당대 소련인들은 스딸린 테러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볼셰비끼 국가의 공식 담론들을 적극적으 

의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함으로써 결국 스딸린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그 

녀 를 비 롯한 서 방의 수정 주의 자들을 비 판한다. 11. B. TIaBJlOBa (1998) "COBpeMeHHble 

3arraaHhle HCTOpHKH 0 CTaJlHHCKO때 POCCHH 30-x lonoB(KpHTHKa ’ peBH3HOHHC l1KOl。’

rronxona)," OTe 'leCTBeHHaJl HCTOpHJl, No ‘ 6, CC. 112-113. 

40) 스따하노프 대원들이 그들의 직장 내 상사에 대한 공격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주장 

은 돈바스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Hiroaki Kuromiya(1998) Freedom and Terror in 

the Donbas: A Ukranian- Rus5ian Borderland, 18705-1.9905,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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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하면서 테러를 인민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로 인식하고 

있든지， 적어도 그것이 자기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이러한 결론은 일부 연구자들이나 증언자들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테러 

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일반 소련인들은 직접적이든 간 

접적이든 이를 주위에서 경험할 기회가 적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것을 반박 불가능한 사실로서 확정하기는 힘들다. 테러의 정의에 따라 그 규 

모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설사 정의에 합의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테러의 전모를 밝혀주는 완벽한 신빙성을 가진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 경향은 예상 외로 테러의 희생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추정한다. 

테러의 규모에 대한 서방학자들 사이의 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문서고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전까지는 주로 망명자들의 증언 

이나 정부의 생산 계획 혹은 공식 발표된 센서스나 고용 통계 등 간접적인 데 

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후의 강제 수용 

소 수감자의 수논 전직 소련 정부 관리의 증언을 토대로 최고 2，000만 명으로까 

지 추산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적어도 성인 남성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체포되 

어 격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직관 

적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스딸린 테러에 대해 고전적 연구서를 쓴 

콘퀘스트(Robert Conquest)는 1943년에 발굴된 우끄라이나의 빈니짜(BHHHHua)의 

시신 9，000명에 눈을 돌렸다. 이 시선들은 1938년에 처형된 수용소 죄수들의 시 

신들로서 콘퀘스트는 이 처형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모든 주에서 이루어졌으 

며， 또 빈니짜가 예외적으로 높은 처형 숫자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약 100만 

명이 소련 전역에서 처형되었다고 추산하였다， 그리고 망명자들의 증언에 따르 

면 모든 판결의 10-11%가 사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고 950만 명의 소련인들 

이 1938년 현재 자유가 박탈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로즈필드(S. Rosefie!de)는 또 다른 상황 증거들에 근거하여 콘퀘스트보다 조금 

높은 1 ，060만 명이 1941년 현재 굴라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인 역사가 스티븐 횟크로프트(Strephen Wheatcroft)를 중심으 

로 한 일련의 역사가들은 일찍부터 콘퀘스트와 로즈펼드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것으로 비판하여왔다. 문서고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전 이미 횟크로프트는 당대의 

센서스 통계에 입각하여 1939년 현재 강제수용소 수감자의 수가 400만 500만 정도 

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그리고는 콘퀘스트가 좀더 신빙성 있는 이전의 추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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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말 현재 수감자의 수를 230만 명으로 계산한 티마셰프(N. S. Tirnasheff)나 

1941년 현재 450만 명을 제시한 야스니(Naum Jasny)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계산 

들 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1980년대 말 이후 챔스꼬프 

(B. 3eMCKOB), 빨랴소프(A. H. nH.IIJICOB) , 바짜예프(H. ll. 5al\aeB) 같은 러시아 연구자들 

의 정력적 활동으로 발굴된 테러에 관한 비밀 통계들은 콘퀘스트나 로즈펼드의 수 

치가 아니라 횟크로프트의 수치가 좀더 정확함을 확인시켜 주었다.41) 

횟크로프트는 또한 이들 문서고들의 비밀 보고서들이 사태를 축소하고 있 

다고 그 신빙성을 완전히 의심한 콘퀘스트의 비판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굴라그 관리들이 가능한 한 더 많은 물품을 신청해야 할 

때 죄수들의 수를 과소평가해서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또 굴라그 관리들이 

죄수들을 이용한 실제 생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들이 진짜 몇 명이나 되는지 

알 필요가 있었다. 내무부 관리들이 굴라그 죄수들의 현황을 보고한 극비의 

“특별 파일들”을 스딸린에게 브리핑할 때 그를 속였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까지 일부러 숫자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흐루시효프에게 보고 

된 죄수 현황의 극비 보고서에 관해서도， 그 작성자는 숫자를 날조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42) 

한편 굴라그 수감자들이 모두 정치범들인 것도 아니었다. 그 비율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정하기는 힘틀지만， 당시에는 보통의 일상적 범죄도 “사보타 

지”나 “파괴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매 

우 많았다.43) 따라서 송제니친 (A. 11. COm<eHlIl1bIH)의 묘사와는 달리， 1930년대까 

지는 굴라그 수감자의 상당수는 정치범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자들이었다. 만 

일 수감자 모두가 정치범들이었다면 그 대다수가 지식인이었을 그들은 과중 

41) 예를 들어 챔스꼬프는 새로 발굴된 문서고의 자료에 근거하여 1939년 현재 강제 

수용소와 감옥 등 이런저런 형태의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감되어 있 

던 사람들의 수는 200만 명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B. H. 3eMcKoB(1996) "3aKJlIO

tteHHble B 30-e rO IlbI," COL(HaJIHCTHtfeCKHe HCCJIeI!OBaHHJ/, No. 7, c. 12, 표 9. 
42) Edwin Bacon(1994) The Gulag at War: Stalin's Forced Labour System in the 

Light 01 the Archive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1 장과 6장; 
Stephen G. Wheatcroft(999) "Victims of Stalinism and the Soviet Secret Police: 
The Compar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Archival Data. Not the Last Word," 

Europe-Asia Studies, vol. 51 , no. 2. 
43) H. B rOBOpOB(2003) "COBeTCl< Oe rOCYllapCTBO I! npecTynH뻐 뻐p (1920-e -- 1940-e 

rr .l," Borrpoc/J HCTOpHH, No. 11 , c. 146. 



328 러시아연구 채 14권 재2호 

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강제 노동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수용소는 그 

들의 생산 할당량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μ) 

최근의 연구는 이른바 “과잉 사망자(excess deaths)"45)의 수도 일부 연구자 

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밝히고 있다. 콘퀘스트와 더불어 강제수용 

소 수감자 수에 대해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바 있는 로즈필드는 일찍이 

1929-39년의 십 년 동안 2，080만 명의 과잉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 

다. 하지만， 글라스노스찌 이후 공개된 문서고의 자료는 이 수치가 상당히 축 

소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영국의 경제사가 알렉 노브는 1930년대 동안 최고 

1 ，000만 1 ， 100만 명의 “비자연적인” 죽음이 있었다고 조섬스럽게 제시하였다. 

그중 기근과 관련되어 죽은 사람은 700만 명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300만 명 

은 주로 추방이나 구금 혹은 총살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리고 300만 명 

중 몇 명인지 알 도리는 없지만， 일부는 급속한 산업화가 펼연적으로 몰고 온 

산업 환경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것이다.얘) 

총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일부 러시아인 학자들과 서방학자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47) 최근 공개된 소련 내무부(MBZl)의 비밀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30년부터 1938년까지 정권에 의해 체포된 사 

람은 총 3，830，981명이고， 그 중 반혁명 혐의자는 피체자의 약 72%에 해당하 

는 2，748，843명이다. 체포된 사람 중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체자의 약 

71%를 이 루는 2，736，016명 이 었다. 그리 고 그 중 총살당한 사람의 수는 항간에 

알려진 대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아니라 총 721 ，829명이었다갱) 

44) Michael Ellman(2002l "Soviet Repression Statistics: Some Comments," Europe
Asia Studies, vol. 54, no. 7, 

45) 정상적인 사망자를 넘어선 사망자， 소련의 경우는 내전， 기근， 테러， 소수 민족 추 

방，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가리킨다. 

46) Alec Nove(1990) "How Many Victims in the 1930s?," Soviet Studies, vol. 42, 

no. 2와 no. 4. 동저 자의 1993년 논문 "Victims of Stalinism: How Many? ," in 

Getty and Manning, eds., Stalinist Terror: New Perspectives도 참조. 
47) ]. A. Getty, G. T. Ritterspom, and V. N. Zemskov (1993) "Victims of the Soviet 

Penal System in the Pre-W ar Years: A First Approach on the Basis of 

Archival Evidence," The Ameriαzn Historical Review , vol. 98, no. 4, pp 
1022-1023; B. H. 3eMcKoB (1 995) "K Bonpocy MacmTa5ax penpecc lIlI B CCCP ," COL(HB.JIHC

Tyr.æCKHe HCCJIepOBB.HHJI, No. 9, C. 123; ]. Arch Getty(2002), p. 113; Robert W. 

Thurston(1996), p. 139 
48) A. 11. KOKYPIIH 11 H. B. neTpoB(2000) rY-깨'Ar: 1917-1960. l1oKyMeHTbl, M.: Mφn， c.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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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자는 앞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스딸린 테러에 대해 현 러시아인들이 가 

진 기억 -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표출되는 - 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연구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테 

러가 횡행하던 1930년대 당대에 대부분의 소련인들이 체제의 공식 담론들을 

적극 흡수하면서 사설상 그것을 내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대규모의 스딸린 테러로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잡은 일부 사람들이나 인류 최 

초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유토피아적 사고에 불든 젊은 이상주의자들에 해 

당되는 것만 아니었다 보통 노동자들을 비롯한 소련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테러가 정당하다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테러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본 

적으로 테러가 인민의 적， 계급 적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의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다. 그틀은 설사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친지 등 무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장작 

을 패면， 나무 조각이 튀기 마련”이라는 러시아의 속담처럼 그것은 “실수”에 

불과하고， 당을 비롯한 당국에 무고함을 호소하면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 

다. 노동자와 농민 등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테러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테러의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서 비롯하는 것 

이었다. 

또한 테러는 대체로 평범한 민초들이 아니라 공산당원， 경영자， 엔지니어， 

지식인 등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고 여겨졌고， 실제로 테러가 절정에 오르던 1937년 중반부터 1938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테러의 주된 대상은 소련 당국에 의해 반혁명 분자로 낙인찍 

이 수치는 최근의 일부 증언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전직 소련 

KGB 의장이었던 끄류츄꼬프(B. KpIOQI<OB)는 1930년부터 1953년까지 총 378만 여명 

이 탄압을 받았으며 (perrpeCCllpOBaHH뻐)， 그 증 786，000명 이 총살당했다고 증언하였 

다. 또 1991년에는 러시아 보안부 육군 소장 끄라유슈낀 (A. KpaIOID I<IIH)은 1917-1990 

년 동안 385만 여명이 탄압을 받았으며 그 중 827.955명이 총살되었다고 공식적으 

로 확인하였다. 11. B. naBJloBa(2001) MeXaHH3M Bπ'aCTH H CTpOHTeJ1bCTBO CTaJ1HHCKOrO 

COUHaJ1H3Ma, HOBOCII5I1pC I<: 11311-BO CO PAH, 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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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던 사회의 특정 주변 그룹들에 한정되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그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비춰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부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이 통설처럼 퍼트려 놓은 신화 테러는 온 국민에게 무 

차별적으로 가해졌으며 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로 적어도 소련인 10-15명 중 

의 한 명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 

다. 실제로 비밀문서에 바탕을 둔 최근의 연구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 

은 숫자들이 테러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스딸린 당대에 생산된 테러를 정당화하는 기억과， 그 후 흐루시효프 

통치 하의 짧은 부분적 탈스딸린 시기를 거쳐 다시 한번 도래한 장기의 스딸 

린 체제에서 재생산된 동일한 기억 속에 전반적으로 양육되고 교육 받은 사 

람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 테러를 정당화하는 

인식이 끈질기게 남아 있는 한 테러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희생자들을 기리 

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 언론인 애플봄이 복권 위원회 위원장 야꼬 

블레프에게 전국민적인 테러 희생자 기념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기념비는 세워질 겁니다. 

우리들 구세대 - 이 모두 다 죽어 없어지고 난 뒤에 말입니다 "49) 

49) Anne Applebaum(2003), p. 571. 작가 라즈곤도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오랜 정치적 
전통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개인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의 성장과 함께 가능할 거라고 1998년 나 

이 아흔에 결론지었다. “나의 희망은 지금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 

니다 실제로 1998년에 학교에 입학하는 6살이나 7살인 아이들은 구소련이 아니라 

신생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Nanci Adler(200D. p. 3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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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lin in Us": 

Stalinist Terror and Russians' Memory 

Kim , Nam-Sub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Russians are generally indifferent to the 

issue of Stalinist teπor by examining the contemporary Soviets' perception 

of the repression. Regarding th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considered is that most people in the late 1930s intemalized the values 

propagated by the Soviet authorities. This is true not only of some people 

who were able to move upward into administrative and white-collar 

positions as a social result of the teπor or the young Communists who 

were strongly inf1uenced by a Bolshevik utopian idea of the building of the 

first socialist societ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oviet people 

including the ordinary workers thought the repression just for this and 

that reason. 

In fact, the ordinary Soviet people in the late 1930s showed the positive 

reactions to the Stalinist teπor. They not only accepted the Soviet 

propaganda that it was necessary to repress the so-called "enemies of the 

people" to defend the Soviet socialism, but als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process, for example, denunciating their colleagues and neighbors. 

In addition, the Soviet people believed that the purges aimed at Soviet 

elites such as the Communist cadres, factory managers, leaders of 

collective farms, engineers and intellectuals. In their view, humble workers 

and peasants were much less likely to fall victim to the repression. The 

terror, therefore, mattered little to them. 

These facts are enough to make us doubt the generally accepted myth 

that the teπor was inf1icted on a11 of the Soviet people indiscrimi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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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 of 10-15 Soviet people was confined in a labor camp by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 orld War. The recent studies suggest that 

much less people were victims of the purges. 

In this context, naturally, there is a general absence of public interest in 

Stalinist terror today,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socialist regime 

whose foundations were laid under Stalin ’ s rule. As long as the perception 

of contemporary Soviet people that the Stalinist repression was basically 

right maintains in many Russians' minds, it is hard to change their old 

belief all at once. Probably, it would take a much longer time for Russian 

people to dismiss this old thought entirely and to grasp the truth of 

Stalinist teπ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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