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하노프운동가’ 만들기 : 

국가권력과 민중의 상호작용을 중섬으로 

박 원 용. 

1. 소비에트의 생산영웅 스타하노프 

급격한 사회 ·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을 필요로 한다. 신 지배권력은 이들 신 인간형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 

이 수립하고자 하는 사회의 기초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 구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정책방향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 인간형 창출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새 

로운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원군을 창출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청사진에 부합하는 사회관계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신 정권의 지원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혁명정부가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선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록 볼셰비키의 지도자들이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 

의 국가를 출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10월 혁명의 이데올로기에 

적대적인 세력들과의 투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 권력의 생존이 위태로 

운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노동자 · 농민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노동자 · 농민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정 

권의 출발을 가능케 한 핵심적 지지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우선적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면 정권의 공고함은 유지될 수 

도 있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노동자를 과거와 같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노동자관리 운동’1)도 이러한 맥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노동자관리에는 복잡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생산 

과정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하에 이루어지며 노동규율도 직접 생산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확립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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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둥장한 것이었다. 

노동계급을 우대하는 정책을 볼셰비키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이 

것이 사회주의 정권의 공고화를 확실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 공식 이데올 

로기상으로 ‘혁명의 전위대’로 규정되었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사회주의 건 

설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 

다 하더라도 혁명정권에 적대적인 세력들의 활동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성숙한 노동계급의 출현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었다. 볼셰비키 정권 

은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식 있는 노 

동자의 형성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의식 있는 노동자를 만들 

어 내기 위해 국가권력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소비에트 국가의 영웅’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함으로써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삶을 새로운 소비에트적 인간형의 전형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논문은 소비에트 국가권력에 의해 규정된 영웅형성과 관련하여 그것의 

창출과정과 일반 민중들의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볼셰비키 

정부는 그 출범 초기부터 사회주의적 영웅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소비에트 

민중이 모방하고 그들 삶의 지침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적 영웅을 만들어 내려는 열정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시기는 스탈린의 일 

인 지배자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진 1930년대였다. 부언하자면 스탈린 체제는 

러시아 역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 체제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비에 

트 영웅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 시기 영웅의 다양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작업 할당량을 초과 달성한 생산부문의 영웅 스타하노프 

운동가들; 극 지방의 탐험과 개척의 영웅인 쉬미트와 츠칼로프; 자신의 아버 

지일지라도 소비에트 권력에 해가 된다면 그에 대한 고발을 마다하지 않는 

파블릭 모로조프와 같은 신세대 영웅; 미추린이나 뢰센쿄와 같이 식물교배나 

동면기간 축소를 통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을 개발한 과학부문의 영 

웅. 이러한 다양한 소비에트 영웅을 만들어 내는 볼셰비키의 전략에서 일관성 

은 존재하였는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영웅 만들기 전략에서 만약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차이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소비에트의 영웅 만들기 

과정은 그것이 애초에 의도하였던 대로 국가의 웅집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이 글에서 모색해 보려고 한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자는 앞서 언급된바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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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유형의 영웅상을 살펴보는 대신에 생산부문의 영웅으로 부각된 스타하노 

프 운동가들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1935년 광부 알렉세 

이 스타하노프가 작업과정의 재조정 둥을 통해 하루 노동일 동안 정상적 채 

굴량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채굴량을 기록한 것에 자극받아 생산성 확대를 

경제 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스탈린 체제의 적극적인 생산 배가운동이었다. 

필자가 이와 같이 주제를 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스타 

하노프 운동가들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서가 미국의 역사학자 루이스 시겔봄 

에 의해 출판된 바 있지만 2) 그의 책에서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이 스탈린 체 

제의 영웅 만들기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필 

자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부각요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 

있어서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걸쳐 달라진 영웅의 이미지가 거론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에트의 노동영웅 형성과 관련하여 스타하노프 운동이 

무엇에 기여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중접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전반적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둘째， 극지방의 탐험이나 과학 분야의 업적으로 영웅 대접을 받은 사람 

들과는 달리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은 다수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에 보다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스타하노프 운동가라는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 

에 그들은 다른 보통의 노동자나 농민과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장이나 집단농 

장에서 어깨를 맞대며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스타하노프 운동가라는 

지위를 획득하면 스탈린 체제아래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는 존재였다. 즉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모험가나 과학자로 

서의 영웅 지위에 반해서 스타하노프 운동가라는 지위는 일반 노동자에게 상 

대적인 의미에서 훨씬 도달하기 쉬워 보였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스타하노프 운동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당시 

러시아의 민중들은 국가권력에 때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스타하노 

프 운동가 형성과정은 우리에게 1930년대 러시아에서 국가권력과 민중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스탈린 

의 독재체제가 단순히 강제와 테러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미 국내에서도 서 양의 과거 독재체제를 대중에 대한 무조건적 탄압이나 독재 

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서 분석하지 말 것을 제안 

2) Lewis H. Siegelbaum(1988)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01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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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출판된 바 었다.3)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성과의 기본함의를 구체 

적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본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다. 즉 스타하노프 운동가들 

의 형성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가와 민중의 이해관계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 

는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스탈린 독재체제가 내부에 

서 아무런 잡음 없이 획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인 것이다. 

2. 생산부문의 영웅 표상 방식의 변화 

볼셰비키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에트형 인 

간’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혁명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명확한 

것이었다. 갓 출범한 사회주의 정부의 취약성은 여러 방변에서 드러나고 있었 

던 것이다. 보수적인 군대의 장교들과 소수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혁 

명당(SR)의 일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무기를 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정부를 지지하며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기여할 사회주의적 핵심일꾼 

들은 여전히 형성단계에 있을 뿐이었다. 볼셰비키 정부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구시대의 전문 관리자들과 기술인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적자원은 

필수 요소였다. 

볼셰비키 지도부의 시각에서 이러한 소비에트적 인간형의 핵심층은 노동계 

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가장 후진 

적인 유럽국가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5) 현 단계에서 

볼셰비키 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에게 고둥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자제에게 

속성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케 하는 교육제도의 개 

3) 임지현 편 (2004) w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4) Rex A. Wade(2001)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Russian αvil War London: 
Greenwood Press, pp. 63-64. 

5) Reginal Zelnik(winter 1972-73) "Essay Review: Russian Workers and the 
Revolutionary Movement," Joumal 0/ Social History, Vol. 6, pp. 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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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통해 사회주의 러시아에 충실한 ‘붉은 전문가’ 집단을 만들려고 하였다，6) 

노동계급에 대한 공식적 규정과는 달리 그들의 정체성과 특정적 모습은 실 

제 생활에서 불분명하였고 심지어 모호하였다. 도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여전 

히 높았고 그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동질성보다는 출신지역에 따른 유대를 

더 중시하였다. 즉 도시에 정착한 노동자들은 동향 출신의 신참 노동자에게는 

정착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 출 

신의 노동자에게 적극적 연대의식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도시 노동자 

로서의 생활보다는 농민의 생활습관에 더 익숙해 있는 러시아의 노동자가 공 

장의 기계적인 작업리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노동자들 

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레닌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이론의 도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러시 

아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7) 

러시아 노동자들의 정신상태를 개조하여 소비에트 국가의 이상에 부합하는 

노동자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볼셰비키 정부는 무엇이 소비에트의 노 

동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당 지도부는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러시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치교육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 

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그들이 떠나 

오기 전의 농촌에서와 같이 문맹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농촌에서의 문맹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문제는 다음의 예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1918년 12월 소비에트 정부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문서를 큰 

소리로 읽어줄 수 있는 농민들을 동원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촌락위원 

회는 문자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은 신문의 기사를 동료 농민에게 읽어 주어야 했고 이와 더불어 소 

비에트 정부의 법률과 규정틀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했 

다.8) 

6) 박원용(1999) r원칙과 현실의 긴장: 소비에트 권력 최초 10년간(1918-28) 고둥교육 

기관의 계급주의적 전환에 나타난 제 문제 J ，러시아연구~， 제9권 제 1호， 215-48쪽. 

7) Orlando Figes(1998) A People's Tragedy: The Russian Revolution 1891-1924, 
New York: Penguin B。이{S， p.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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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케네즈는 문맹의 비율이 모스크바나 페트로그라드와 같은 대도시에서 

는 높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18년 노동조합의 조사자료를 근거 로 하여 그는 

도시거주노동자의 대략 2/3에 달하는 숫자의 노동자가 읽고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러시아 전역에 걸친 높은 문맹률은 하나의 신화에 불 

과하다고 주장한다.9) 그러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그의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교육과 문화정책 

을 책임지는 국가기구였던 문교 인민위원부(Narkompros)의 학교 등록률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제 등록률은 높지 않았다. 혁명과 연이은 내전 

의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사회 전반은 심각한 물자부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수돗물 공급은 끊기기가 일 

쑤였고 동절기의 수엽은 난로가 없는 추운 교실에서 진행되기가 예사였다. 기 

본적 급식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가 아니 

라 오히려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는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10)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률과 출석률이 높기를 기대하기란 무리였다. 특히 농 

촌의 봄 파종기에 학생들의 결석률은 높았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은 학교교육 

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변치 못한 학교 

에 다니는 것보다 그들은 당장 집에서 생계를 돕는 것이 더 낫다고 농촌의 

부모틀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11) 문맹을 타파할 수 있는 기초교육의 여건 

이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맹률이 줄어들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 

는 것이다. 

문맹의 상태가 완전히 극복되지 봇했음을 고려할 때 볼셰비키 정부가 바람 

직한 노동자 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인쇄매체만 의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 

였다. 문맹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형상을 통해 그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시각매체， 즉 정치 포스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정치 포스터의 매체로서의 중요성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펼자가 

이 글에서 정치 포스터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8) B. A. KYMaHeB(1973l PeBOJ1JOl!HJI H npOBellleHHe Macζ MOCKBa: HayKa, cc. 304-305. 
9) Peter Kenez(1985) The Birth of the Propaganda State: Soviet Methods of Mass 

Mobilization, 1917-19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2-3. 
10) rAPφ(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l ， iþOHJl 1닮5， OnJ.lCb 12, JleJIO 4, JIJ.lCT 6-7. 
11) Laπy E. Holmes(1991) The Kremlin and the Schoolhouse: Rξforming Education 

in Soviet Russia, 1917-1.931,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p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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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빅토리아 보넬이 이미 그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 

이다.12)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소비에트 정치 포스터에 노동 영웅의 

모습은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영웅적 형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스타하노프 운 

동가들이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소 

비에트 권력이 제시하고자 하였던 소비에트 노동자의 영웅적 형상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f애n‘。PY>K씨 EM Mbl A05J1^씨 BPArA ;l;、 ，
TP닝AOM MblA06낭AEM XAE6 
BCE 3A PA50T녕 . TOBA Pt1UJ.H I 

(그림1) 신경제 정책기 (NEP) 영웅적 노동자상 

혁명 이후의 초기 정치 포스터에서 나타나는 특정 가운데 하나는 영웅적 

12) Victoria E. Bonnell(1997) !conography of Power: Soviet Political Posters under 
Lenin and Stal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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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상의 이미지를 특정 노동자 집단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기 포 

스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 집단 즉 광부 재단사와 목수 등의 숙련 노 

동자 집단이 동둥한 비중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당대에 유명한 정치 포스터 

화가 중의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르 아프섯은 심지어 창문을 가운데 두고 서 

있는 농민과 노동자를 형상화함으로써 이 두 집단을 동둥하게 취급하는 경향 

까지 보였다.13)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노동자 집단이 정치 포스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망치를 옆에 세우고 있거나 모루를 이용하여 작업 

을 하고 있는 대장장이의 모습이 다른 유형의 노동자보다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장이로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노동자 유형을 대표하려는 경 

향은 “사회민주당과 그 밖의 좌익 집단들의 정치 선전에서 대장장이의 이미 

지는 이미 1917년부터 빈번”하게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혁명 성공 이후에 

도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서 부가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는 이유와 “망치와 모루라는 육체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대장장이 

의 작업과정에 펼수 요소로서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14) 또한 대장장이와 같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을 통해 노동계급의 역할을 찬양함으 

로써 혁명을 가능케 한 주된 원군 중의 하나인 노동계급의 지지를 지속적으 

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장장이의 모 

습은 하루하루의 일상적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보통의 노동자 모습뿐만 아니 

라 볼셰비즘의 승리를 위해 붉은 깃발을 앞세우며 전진하는 의식이 충만한 

노동자의 모습도 대표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될 시점에 오면 대장장이로서 대표되던 

노동계급의 영웅적 이미지는 심각한 재고를 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스탈린 

의 혁명， 즉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정책은 급속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의 사 

회 ·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여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가능한 다수의 지원군을 확보할 

필요가 강력히 대두되었던 것이다.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13) Bonnel1(994) "The Iconography of the Worker in Soviet Political Art," in 
Making Workers Soviet: Power, Class and Identiη， eds. by Siegelbaum and R 
G. Suny, New York: Comell University Press, pp. 잃0-51. 

14) Richard Stites(1984) "Adoming the Revolution: The Primary Symbols of 
Bolshevism, 1917-1918," in Sbomik: Study Group of the Russian Revolution, 
No. 10, Bonnell, "The Iconography of the Worker," p. 347에 서 재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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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소비에트의 모든 노동자가 사회라는 거대한 기차를 구성하는 하나 

의 부품과도 같이 정확하게 맡은 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총체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과 공고 

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1931년 2월 소비에트 권력에 

우호적인 ‘붉은 관리자’들과의 회합에서 사회 전체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 

았을 경우의 불안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인 국가 

들에 비해 50년 내지 100년 가량 뒤쳐져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격차를 10년 안 

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하 

고 말 것이다 "15) 

(그림 2) 스탈린 문화혁명기의 영웅적 노동자상 

정치 · 경제의 전반적 조건이 이와 같이 변함에 따라 1920년대 말까지 유지 

되었던 영웅적 노동자의 이미지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장이로 대표되 

는 영웅상은 단지 ‘쁘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 

판도 둥장하였다.16) 노동자 전체의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특정 집단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산업화를 위한 대대적 동원이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 

15) Stalin(1955) Works, vol. 13, Moscow: Progress, p. 41. 
16) Bonnell, [conography 01 Power,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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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정치 포스터에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1920년대와 같이 형상이 뚜렷한 모습으로 노동자들은 묘사되지 않고 얼굴의 

표정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실루엣의 형태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림 2) 비 
록 1930년대 초기의 정치 포스터에도 전형적으로 대장장이를 대표하는 망치 

와 같은 도구의 제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와 같이 노동 

자 개개인의 이미지가 뚜렷한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개별 노동자의 

헌신적 기·여보다는 다수 노동자의 내부 적들을 분쇄하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다.17) 

생산현장에서도 집단적 노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작업의 형태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9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된 집단 전체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산업 

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완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돌격대라고 불린 이들 노 

동자 집단은 혁명과 내전이 끝나고 난 후 10대의 시점에 공장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노동자 집단 전체의 구성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신 

진 세력이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달성의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던 1930년에 소비에트 노동조합은 이들을 당의 새로운 구성성분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 물론 40대 이상의 구세대 노동자들 중에서도 돌격대에 가 

입한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29세 이하 노동자 비율이 톨격대 구성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세대 노동계급을 이들은 대표하고 있었다. 

1931년 1월에 이르면 전체 노동자의 65.4%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18) 돌 

격 노동자 집단을 양성할 펼요성을 역설하였던 당 간부의 시각에서 구세대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막 아래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 

에 소극적인 참여의지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으므로 이들을 대체할 수 있 

는 새로운 세력의 양성은 더욱 필요하였다. 더구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의 작업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신참 노동자들에 비해 이들은 소매를 걷어 

붙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망치질에 여념이 없는 노동자로 묘사되었다 19) 

17) BonnelI(1994), pp. 360-61. 
18) Hiroaki Kuromiya (1988) Stalin's l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갱 193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20-21. 
19) ]ohn RusselI(1992) ’'The Demise of the Shock-Worker Brigades in Soviet 

lndustη， 1931-1936," New Directions in Soviet Histoηed. by Stephen Whi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1-53. 



러시아연구 채 15권 쩨 1 호 325 

돌격대에 속한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부각하는 노동자 집단이 

었으므로 그들은 스탈린의 급격한 정책전환으로 기존 노동자 집단보다 상대 

적으로 잃을 것이 적었다. 스탈린을 위시한 지도부 측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노동자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책에 대한 지원 

을 확보할 펼요가 있었다. 

볼셰비키 정부는 1928년과 1932년까지의 정책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기 위해서라도 카테리나 클락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익명의 영웅들Oittle 

heroes)’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들 익명의 영웅들은 독자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단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사회주의의 

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였다.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동안 특정 개인의 엽적을 강조하기 보 

다는 집단적 대중의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20) 집단화와 산업화라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탈 

린은 다수의 노동대중을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영웅적 전사로서 부각시 

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 다수의 영웅적 전사들은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스탈린의 정적을 물리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스탈린 체제 

가 바라는 ‘소비에트형 인간’의 모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었다. 그렇지만 스탈 

린 체제가 이러한 유형의 노동자상에만 의존하여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마감하고 체제를 안정적 토대위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웅적 이미지의 노동자가 펼요하였던 것이다. 

3. 스탈린 채제의 수혜자로서의 스타하노프 운동가 

1931년 말에 이르면 문화혁명기의 전투적 분위기가 퇴조하였음을 암시하는 

여러 징후가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1930년 3월 1 일 

에 스탈린은 집단화의 속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프라브다』지에 발표한 

“성공에 도취하여”라는 기사를 통해 강조한 바 있었다. 스탈린은 또한 앞선 

시기의 계급에 따른 우대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즉 

20) Katerina Clark(1984) "Little Heroes and big Deeds: Literature Responds to the 
First Five-Year Plan," Cultural Revolution in Russ띠:， 1928-1931, ed. by Sheila 
Fitzpatrick,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pp. 1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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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1931년 6월 23일 ‘6개조’ 연설을 통해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연설에서 스탈린은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쁘띠 부르주아적 평등주의”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가장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차등정책을 

적용함과 동시에 구시대의 부르주아 전문가들에게도 물질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21) 이러한 변화는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의 비정상적 조처들을 펼요하지 않는다라는 스탈린의 자신감을 어느 정 

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문화혁명기의 노동계급 우대정책으로 인해 스탈린은 

그의 체제에 충실한 신(新)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고등교육의 개혁을 통해 스탈린 체제의 신엘리트층의 형성은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22)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신엘리트 

층의 이해를 확대하고 증대시켜 체제를 지탱할 확실한 원군으로 만드는 것이 

었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 임금 차등화의 필요성까지도 스탈린 체제가 이미 역설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집단이 필 

요하였다. 문화혁명기에 강조되었던 “익명의 영웅들”을 대신하여 생산성 증가 

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인물들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물질적 혜택을 보장한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에 기 

여할 구체적 집단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즉 소비에트 체제 

의 “신 인간”들은 깨끗한 커튼과 식탁보， 최신 유행의 전등을 갖춘 집에서 물 

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혜택의 기회가 사회주의 국 

가의 모든 인민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장의 작업 과정에 막 편입된 

농촌 출신의 노동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작업규율을 준수하여 생산력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 체제가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된 

물질적 풍요는 “준 엘리트들의 소비가치 체계에 하층민들을 통합함으로써 불 

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잃) 모든 노동 

21) Stalin, Works , Vol. 16, pp. 57-62. 
22) Sheila Fitzpatrick(1979)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1934,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 Vladim Volkov(2000) "The Concept of Kul'tumost': Notes on the Stalinist 

Civilizing Process," Stalinism: New Directions, ed. by Fitzpatrick, London: 
Routledge,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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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적 가치 

를 내재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스타하노프와 같이 소비에트적 가치를 실 

현한 인물을 칭송하고 그에게 국민적 노동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스탈린 정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적 지위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그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체제에 통합하려는 인민들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평등과 밝은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전 시대의 이상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신분상승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1930년 

대의 러시아 사회에서 점차 주도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작업 할당량을 놀랄 정도로 초과 달성한 스타하노프와 같은 소비에트적 가치 

의 구현 인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를 즐길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 

지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스타하 

노프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소비에트 

적 인간형’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스타하노프 스스로도 관료주 

의적 생산관리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소비에트 전 

체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임을 역설하고 있었다.24) 

산업 노동자들만이 스타하노프주의의 이념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 

었다. 소프호즈(sovkhoz， 국영 농장)과 콜호즈(kolkhoz ， 집 단농장)의 농민들 중 

에서도 스타하노프 운동가로서 그 이념의 성취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이 

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가 그들이 정부기관에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35년 9월 13일 소프호즈의 낙농 노동자 쇠초프 

가 지역 당간부에게 보낸 펀지에 따르면 그는 “젖소의 증식과 국가의 모든 

계획의 완수를 위해 분투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가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당 중앙위원회가 그에게 수여한 상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엉) 소프호즈의 부 책임관 라스스베타에프는 

쇠초프와 같은 소프호즈의 뛰어난 일꾼들이 젖소의 수를 늘리고 우유 비축량 

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소프호즈는 그들에게 아 

파트를 할당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쇠초프의 아파트에는 옷장， 식탁， 4개의 

의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침대가 구비될 것이었다.26) 쇠초프는 이러한 물 

24) CTaxaHOBl(bI 0 ce6e H 0 cBoeRpa6oTe. Pe'lH Ha nepBOM BceCOf03HOM COBem.aHHH 

pa60 'lHx H pa6oTHHl(-cTaXaHoBl(eB, BopoHe*, 1935, CC. 5-13. 
25) rAPφ， φ 7689, Oll. 11, LI. 50, ]J.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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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재차 감사를 표시하면서 보다 고양된 자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11월에 우유 생산량을 계획량의 103%까지 초과 달성할 것 

이며 가까운 시일 안에 소프호즈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도 “알렉셰이 스타하 

노프 동지처럼 일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1) 

스타하노프 주의에 대한 열정은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강 

렬하였다.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압연공장 노동자였던 드미트리 보가퇴렌코는 

자신과 동료 노동자들의 주괴(醫塊) 절단의 엄청난 실적을 보고하면서 “이것 

이 바로 열정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였다. 같은 공장의 또 다른 노동자 오고로드니쿄프는 작업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터에 

먼저 나간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활태도는 “새로이 둥장하는 소비에트 

노동계급”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생산부문에서 그와 다른 노 

동자들은 뛰어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최신형 오토바이를 하사 

받았다.잃) 그렇다고 스타하노프 운동가가 되려는 열정을 체제에 통합되어 있 

는 노동자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벨로루시 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 

터 카자흐스탄 자치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추방되어 건설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노동자는 스타하노프 운동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작업 할당량을 3 
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그 지위를 획득한 다음 그는 신 소비에트 노동자로 

서의 그의 권리를 복원시켜 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었다.29)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은 이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작업 성취도 변에 

서 본받아야 될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방식도 노동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 

다”라는 주장을 증명하는 존재로서 칭송되었다. 스타하노프 운동가가 되었다 

는 것은 소비에트의 노동영웅이라는 칭호를 획득하였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 

라 사회주의 국가의 물질적 풍요를 즐길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예는 스타하노프 운동가로서의 삶이 보통 노동자 

26) rAPφ， iþ.7689, on. 11 , .0. 50. 11. 32. 
27) rAPφ， φ. 7689, on. 11, .0. 50, 11. 39-40. 
28) Stephen Kotkin (1995) Magnetic Moun따in: 5따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pp. 208-09. 
29) Golf Alexopoulos(2003) Stalin's Outαzsts: Aliens, Citizens, and the Soviet 

State, 1926-1936,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 pp. 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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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콤바인 기사이자 스타하노프 운동 

가였던 코즈바리는 스타하노프 운동가로서 자신이 갖게 된 자전거， 축음기， 

사진기， 시계 둥을 자랑하였다. 또 다른 노동자 포노마레프는 자전거， 새 옷， 

책 등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만 

이 남아있다”고 결론지었다.30) 그러나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해 이와 같은 우 

호적 대응만이 전체의 모습일 수는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스타하노프 운동가 

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스타하노프 운동가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 여건도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스타 

하노프 운동이 만들어 낸 구체적 불만의 원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반 

감들을 소비에트 정부가 어떻게 체제내로 통합시키면서 스타하노프 운동을 

발전시키려 했는지를 살펴보자. 

4. 스타하노프운동에 대한 반감과 그 부정적 측면의 합리화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혁명 후의 러시아 사회를 분석했던 서구 역사가들이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해 가졌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즉 그들에 의하면 

스타하노프 운동은 “인기 없는” 정책이었고 스타하노프 운동가 또한 일반 노 

동자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3D 강압과 테러를 수단으로 스 

탈린의 정책은 실시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전체주의적 시각의 역 

사가들에게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 

나 필자가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스타하노프 운동의 확산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다수의 노동자들도 존재하였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스타하 

노프 주의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였다면 그것을 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 

입견으로부터 끌어 낼 것이 아니라 운동을 둘러싼 구체적 문제점과 상황적 

한계로부터 설명하는 것이다. 

스타하노프 운동가로서 가질 수 있는 영예와 물질적 혜택은 사실 노동자 

30) David L. Hoffman(2003) Stalinist Values: The Cultural Norms of Soviet 
Modemity 1917-1941,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 pp. 137-38. 

31) Leonard Shapiro(1970)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London: 
Methuen, p. 466; Merle Fainsod(1965)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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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릴 수는 없었다. 스타하노프 운동가의 지위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불평등과 부당함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중반의 “삶은 점차 즐길 만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구호는 정 

부의 정책에 의해 혜택을 입었던 당의 엘리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1930년대의 러시아 사회는 평등 사회가 아니라 ‘소 

비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다. 엘레나 오소키나는 러시아 사회의 

이러한 소·비 유형의 기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즉 1930년대 러시아 

사회에는 비밀경찰과 군대의 장교들뿐만 아니라 당 엘리트들을 위한 특별 공 

급망이 존재하여 그들은 최고 품질의 음식， 의복 그리고 공산품을 갖춘 상점 

이나 식당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2)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한 불만은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래의 스타하노프 운동가를 지향하는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지원의 부재가 보다 많은 운동가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는 불만을 표출하였다. 스탈린 시대의 돌격 노동대원이었던 막시모프스카야는 

노동조합 중앙위원회로부터 파견된 돌격대장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위원회 의 

장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의장은 돌격대와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이 신바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 그녀는 또한 돌격 노동자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 

했다는 불만도 털어 놓았다. 그녀는 상점이나 구내식당에서 다른 보통의 주부 

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잃)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이나 돌 

격 노동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형편없는 대우와 행정부 측에서의 지원 부재 

는 그들을 종종 지치게 만들고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스타하노프 운동이 가져온 결과 또한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였다. 스타하노프 운동이 가능케 한 생산력 증가는 결국 인민의 삶을 

점점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생필 

품 부족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35년 11월 레닌그라드 소재 

사모일로프 공장의 어느 노동자는 “인근의 스코로호드에서 스메타닌이라는 

32) EneHa OcoKHHa(1999) 3a φacallOM fI CTaJ1HHCKOro H306HJ1HJ1깐 PaCnpelleJ1eHHe H pHHOK 

B cHa6J1<eHHH HaCeJ1eHHJ1 B rOI1bl H，κaycTpHaπ'H3al(HH， 1927-1941, MOCKBa: pQCcn배， CC. 
193-94. 

33) rAPφ， Iþ. 7689, on. 11, ll. 129, n. 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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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혼자 2,000 컬레의 신발을 만들었다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제 그곳으 

로 가서 신발을 찾아보려고 하면 한 컬레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 

다.싫) 게다가 스타하노프 운동은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가능케 

하는 기만적 형태로서 보이기도 하였다. 스타하노프 운동가에 의해 성취된 작 

업량은 그가 일하는 공장의 다른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작업량으 

로 정해지면서 전체 노동자의 기준 노동량이 상승하는 결과를 종종 초래하였 

기 때문이다. 기준 노동량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정 정도의 제한 

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이 제 

공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돈바스 

지역의 공장 관리인은 중공업 인민위원 오르드조니키드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지역의 작업 분 

위 기 는 악화되 고 있다고 썼다. 그 소문이 란 “스타하노프 운동가의 적 들에 의 

해 유포된 것으로서 스타하노프 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노동자들의 기준 노 

동량을 재차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었다.35) 노동자들의 스타하노프 운동가들 

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의 표시도 흔한 일이었다. 돈 지역의 한 공장에서 스타 

하노프 운동가의 지위를 차지한 노동자에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작업 기계 

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더러운 비를 걸어 둠으로써 자신들의 적대감 

을 표시하였다: “벨로이 동지가 기준 노동량을 3배나 초과 달성한 것을 치하 

하여 여 기 에 꽃다발을 선사하노라 "36) 

노동자들은 스타하노프 주의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반감을 드러내 

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그것은 남성에게나 적합한 체력 

을 요구하는 일을 여성에게도 강요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 

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윈) 그렇다면 이러한 비난에 직면한 스타 

하노프 주의를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스탈린 정권의 지도부 

는 어디서 찾고 있었는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물질적 혜택이 수혜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다면 

34) Sarah Davies(1997) Popular Opinion in S따lin's Russia: Terror, Propaganda 
and Dissent, 1934-19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3. 

35) Mary Buckley(1996) "Why Be a Shock Worker or a Stakhanovite?" Women in 
Russia and Ukraine, ed. b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05. 

36) Sigelbaum, S따khanovism， pp. 87-91. 
37) Buck!ey(1996),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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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지속성을 일정 정도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 방향의 전환에서 스타하노프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착수한 

지 3년이 지난 1931년에 스탈린은 사회주의 산업의 지도적 인사들에게 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38)라고 스탈린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35년 5월에 이 

르면 스탈펀의 이러한 기술 우위성에 대한 강조는 변화를 맞게 된다. 즉 스탈 

린은 “사람이 없고 기술만 있다면 그 기술은 죽은 것이다. 기적을 만들기 위 

해서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존재한다면 기적 

은 틀림없이 만들어진다"39)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관점에서 이 

시기에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기술과 같은 객 

관적 조건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었던 것이다. 높은 수준의 기술만으로 사회주 

의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스탈린은 생각하였다.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 새로운 인간 유형 

을 국가는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 스탈린이 대숙청을 시작하 

기 직전에 이렇듯 충성스러운 기간요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구호도 “기간요원이 모든 것을 결 

정한다”라는 구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다. 생산분야의 기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에게 일반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보다 많은 

물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따라서 당연하다. 

당 지도자들은 또한 소비에트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생활양식을 누리게 함 

으로써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지원군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공업 

의 육성은 여전히 우선적 고려사항이었지만 소비에트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생산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은 1934년 1월 17차 당 대회의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가 일반 시 

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가 가난과 결핍의 기초위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제한하고 생활수준 

을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기초위에서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 

38) Stalin, Works, Vol. 13 (Moscow, 1955), p. 43 
39) Siegelbaum(198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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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 휠 것입니다. 이들 가난한 사람들조차 더 이상 그러 

한 상태에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윤택한 삶으로의 상승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어느 누가 이런 종류의 사회주 

의를 원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닐 것이며 단지 사회주의의 외피 

를 쓴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력의 활기찬 성장에 기초하여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물과 상품의 풍요로움， 노동자들의 부유함， 문 

화의 활기찬 성장에 기초하여 건설될 수 있는 것입니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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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물품들을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였다. 그러한 가능성을 많은 노동자에게 확대시키면 시킬수록 소비에트 

체제의 안정성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은 바로 그러한 가 

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였다. 즉 소비에트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하노프 운동가와 같은 생산부문의 기간요원 

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들까지도 체제내로 편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삼으려는 의도 

를 스탈린 체제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 체제의 노동영웅으로 칭송받 

았던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은 따라서 단순히 작업장에서 부과된 기준 작업량 

을 초과달성했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소비에트 국가권력 

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인다면 소비에트의 새로운 시민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그럴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하였던 것이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그것이 야기한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소비에트형 인간’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스탈린 채제의 작돔기제를 보여주는 스타하노프 운동 

스탈린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분야의 영 

웅으로 부각된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영웅 창조의 과 

정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힘 

40) Stalin, Works , Vol. 13,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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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에 맞서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일방 통행식의 단선적 과정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웅 창조의 과정에 노동자들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그 정책에 반대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반웅에 직면하여 국가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이 

는 집단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집단 

들은 체제외 적으로서 규정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이와 같이 스타하노프 주의 

의 구현을 위해 국가권력과 노동계급은 쌍방향의 영향력을 교환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계급 자체만으로 한정할 때에도 스타하노프 주의에 대한 반응은 단일 

하지 않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스타하노프 운동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력 증진에 펼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들에게 

스타하노프 운동가라는 지위는 소비에트의 새로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물질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면에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 

의 없는 노동자들에게 스타하노프 주의는 단지 사회주의 원칙의 배반이자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 착취였다.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을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 

변 그들은 노동계급의 유대를 파괴하고 불평동을 유포하는 노동자의 적과 같 

은 존재였다. 

당 지도부는 비판뿐만 아니라 강한 적대감마저도 드러내는 스타하노프 운 

동을 지속 · 발전시켜야 하는 내적 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그것은 

사회주의의 강화를 위해 충성스러운 기간요원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당 지도 

부의 시대적 요청과 부합하였다. 사회변혁을 위한 급격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보다 안정적 토대구축을 위해서는 

선진적 기술의 습득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해 그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진 충성스러운 엘리트들 

이 생산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스타하노프 운동은 당시의 이러 

한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은 

소비에트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현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 즉 그 

들에게 풍족하고 세련된 생활방식을 과시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지도부는 사회주의도 인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희망하였다. 물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변 인민들이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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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목표에 협력한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하였다.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렬하지 못한 반응을 미국의 역사가 

들이 대체로 강조하는 경향이었다면 과거 구소련의 역사가들은 운동에 동참 

하려는 노동자들의 영웅적 행동을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시겔보움 

에 의해 스타하노프 운동 전반에 대한 보다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려는 노력 

이 있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의도했던 것은 시겔보움 

이 수행한 바 있는 스타하노프 운동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을 

체제의 영웅 형성이라는 전략에 맞춰서 재구성해 보는 것과 아울러 스타하노 

프 운동가가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을 전반적 정책방향의 변화와도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타하노프 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있 

어서 일방통행적인 위로부터의 의지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아 

래로부터의 다양한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타하노프 운동과 관련한 

영웅 만들기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민중과의 쌍방향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스탈린 독재의 작동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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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lateral Re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in Making Stakhanovists 

Park, Won-Yong 

This paper exarnines the bilateral re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during the Stalin’ s regime by concentrating the attention on 

Stakhanovists, Soviet heroes in the production field. It could be hardly 

deniable that the state had a dominant position in this process of hero 

making, because it had controlled most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But the proces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one-way. The state and 

workers interacted each other in the procedure of creation of Soviet 

working heroes. 

Even arnong the workers themselves, the reaction was not unilateral as 

to the relation to the Stakhanovites. Some workers were very actively 

participating in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the Stakhanovites. As soon 

as they began to be called as Stakhanovites, it meant that they were 

rebom again as new Soviet workers and could have the possibility of 

enjoying the material benefit. On the contr따y， to those who had the least 

chance of reaching the status of Stakhanovites, the movement was simply 

a betrayal of the principle of socialism and another form of exploitation of 

workers. Stakhanovites were from their perspective the enemy of the 

workers who destroyed the solidarity of the people and contributed to the 

diffusion of inequality. 

The Party leadership had attempte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Stakhanovite movement confronting with criticism as well as 

with opposition. The movement began in the situation where the leadershi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oyal cadres f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ism. In order to consolidate the socialism it was not suffici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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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 technology. Loyal elites with the intention to use that technology 

for the benefit of socialism should be placed in the production field, and 

the Stakhanovite movement could be well-fitted to the requirement of the 

time. Furthermore, the Stakhanovites were the vivid example that proved 

the decent life style of Soviet citizen. By entrusting the Stakhanovites 

with the role of demonstrating affluent and cultured life style, the 

leadership hoped to show that the socialism could provide joyous and 

happy life to people if they collaborated with the aim of socialism. 

Rather than to emphasize the enthusiasm or unpopularity brought about 

by the movement, this paper seeks to show both its aspects. By doing so, 

it also tries to point out that in the process of making workers' heroes in 

the 1930s of Russia a bilateral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could be noticed. In the long run, this provides us with another clue in 

interpreting the working mechanism of Stalin ’s dictatorship. 

논문투고일 2005. 1. 18 

논문심사일 2005. 3. 21-2005. 4. 14 

심사완료일 2005. 4. 19. 

논문심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