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영화 r 한 병사의 발라드」를 통해 본

대조국전쟁과 소련 영화의 ‘해뱅’*
류 한 수**

영화 제목. r 한 병사의 발라드」

시간: 84분

제작년도: 1959년

총감독; 그리고리 추흐라이

제작사: 모스필름

시나리오. 그리고리 추흐라이， 발렌틴 예조프

촬영: 에라 사벨레바， 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
음악: 미하일 지프

제작기획: 다닐란츠

배역: 알료샤 - 블라디미르 이바쇼프
어머니

슈라

- 잔나 프로호로렌코

안토니나 막시모바

1. 머리말
그 때 1 학년 학생이 두 반 있었는데， 이웃마을에 두 반， 가예보 (raeBO) 에

한 반이 더 있었습니다. (…)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냈죠. ( ... ) 그래서 나는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한 100명쯤 됐는데， 전선에서 죽
은 사람이 분명히 아흔 두 명이에요. 대여섯은 다쳐서 불구자가 되어 고향으
로 돌아왔고요. 제가 어떻게든 봄 성히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1)

위와 같은 ‘대조국전쟁’ (BenHKa~ OTeqeCTBeHHa~ BO~Ha) 참전군인의 증언은 전쟁

에서

붉은 군대가 입은 인적

손실의 규모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고르바효프

(M. fop6aqeB) 정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1941 년 6월 22 일과 1945년 5월 9 일 사

*

러시아사 연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 이인호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글

을 씁니다. 또한 이 글을 쓰는 데 꼭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상대학
교 러 시 아학과의 홍상우 교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 다.

**

아주대 학교 사학과 강사.
1) 키예프에 사는 그리고리
년 5월 23 일자 인터뷰. C.

in Russia, London , p. 273.

바썰레비치 (rpHro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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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두 29，574，900명이 군인으로 동원되었고， 이 가운데 8，668，400명이 목숨
을 잃었다.2) 여기에
천문학적

수치에

민간인 사망자까지

이르러서

전쟁

직전에

합치면 소련의

인명피해는 그야말로

1 억 9.670만 명이었던 소련

13% 가 전쟁 기간에 사망했다)) 그 무정한 스탈린 (CTaJIHH) 마저

상념에

젖어

게오르기

인구의

1945년 3월에

쥬코프 (reoprHH Jl<YKOB) 장군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전쟁이지. 전쟁이 우리나라 사람들 목숨을 얼마나 많이 앗아갔는가. 우리나라
에는 일가친척이 죽지 않은 가정이 십중팔구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걸세”라고
말했다 .4)

소련 사회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을 준 대조국전쟁은 러시아인의 머리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겼다. 그러나 전쟁에는 극히 다양한 측면

이 있으며， 따라서 그 기 억은 결코 단일할 수 없었다. 권력을 쥔 자들은 대조
국전쟁에 관한 여러 기억 가운데 유리한 부분은 북돋고 불리한 부분은 지우
면서

전쟁의

기억을 지배하려고 애썼다. 예술을 효과적인 선전 매체로 여긴

정권은 각종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단일한 기억을 심으려고 노력했다. 당시에
소련 시민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대중 예술·오락 매체는 단연 영
화였다 .5) 따라서

영화는 전쟁의 기억을 독점하려는 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세

2) 싸용터에서 즉사하거나 부상으로 죽은 군인븐 총 6，885， 100 명이다. r. KpHBOmeeB
(995) "06 HTorax CTa THCTHqeCKHX HCCJIenOBaHHl! noTepb Boopy:l< eHHblx CHJI CCCP B
BeJIHKo l! OTeqeCTBeHHol! BO l!He , ’ B KH.: π~OCKHe nOTepH CCCP B nepHOO BTOpoR MHpOBOR
BoRHl,[: C60pHHK cTaTeR, Cn6. , c. 74, 75, 76.
3)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각각 0.9% 와 0.3% 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소련의 인명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C. 뻐xaJIeB(995) "BeJIH((a~
OTeqeCTBeHHa~: neMorpaiþHqeCKHe H BoeHHoe-onepaTBHH bI e nOTepH ," B KH.: JllOocKHe
nOTepH cCCP B nepHOO BTOpoR MHpOBOR BoRHμ: C60PHHK cTaTeR, cn6. , c. 85. 소련 민
간인 사망자 수는 군인 사망자 수의 세 배에 가깝다. 민간인 피해 규모에 관해서
는 리처드 오버리 (2003)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류한수 옮김， 지식의

풍경，

384, 385쪽을 참조할 것 .
4) r. lI<YKOB(2002) Bo cnOMHHaHHJI H pa3 MblDl.πeHHJI， TOM 2, M. , c. 285.
5) 1950-60년대에 평균적인 소련 시민은 한 달에 적어도 두 차례 영화관에 갔고 정기
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한 해에 35번 영화를 보았으며 신문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만큼을 영화를 보며 지냈다. ]osephine Woll은 “텔레비전이 주요 오락·정보 매
체로서

영화를 대체하는 1960년대 말까지 영화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추론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
다. ]. Woll(2000) Real lmages: Cinema and the Thaw , London

& New York, p.

xii; ]. Wo!](2003) The Cranes Are Flying, London & New York ,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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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벌이는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스탈린주의에 균열이 생

기던 이른바 ‘해빙’(解永 OTTeneJJb) 기 6) 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영화 「한 병사의 발라드 J(5a)J)Jana 0 COnnaTe) 의 내용과 제

작 과정을 분석해서 전후 소련 사회에서 대조국전쟁의 기억을 둘러싸고 벌어
지는 갈둥과 충돌의 한 단연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미 국내에 이 영화를 분
석한 뛰어난 논문 두 편이 있다기 이 선행연구에서는 이 영화가 소련 영화사
에서 지니는 의미와 비중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지만 아쉽게도 대조국전쟁의

실제 경험들을 영화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영화감독의 시도와 그 동기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은 영화에
들어있는 의미와 상징은 그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해석될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은 실제 대조국전쟁의 경험과
「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의 연관성을 상세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 영화에 담긴 인습타파적 시도를 둘러싼 영화계 안팎의 반발
에 감독이 어떻게 대웅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감독이 이 영화

의 제작에 나서게 된 동기와 의도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2.

봄， 해빙， 꽃샘추위， 그리고 ...

리처드 스타이티스(Richard Stites) 는 “전쟁은 신화와 기억을 창출하며， 때
로는 위대한 예술로 구현된다”고 말했다，8) 그러나 대조국전쟁은 숱한 신화와

역시 “이 시대에 영화는 사람들의 의식과 감성， 세계를 보는 시각， 이데올로기 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역사의식의 형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에도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경철 (2004) r 해빙기 초기 소련의 영

화와 역사 인식의 변화 J ，러시아 연구~， 제 14권 2호， 366쪽.

6)

‘해빙기 소련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관해서는 A. n없HI<OB(2002) ψ'YlII.eBCK8.JI

TeneJ1b', M.; D. Filtzer(1993) The Khrushchev Era:
Reform in the USSR , 1잃'3-1964， London을 볼 것.

7)

S따!inisation

'OTand the Limits of

홍상우 (2003) r50-60년대 소비에트 전쟁영화의 새로운 경향 연구: “병사에 대한 발
라드”를 중심으로 J ，슬라브 학보~， 제 18권 1 호， 267-281 쪽; 주경철 (2004) r 해빙기
초기 소련의 영화와 역사 인식의 변화 J ， 365-387쪽.

8) R. Stites(1992) Russian Popu!ar C.띠ture: Entertainment and Society si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 98.

19l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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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창출했으면서도 위대한 예술로 구현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

렸고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소련 정권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기에 느
슨해졌던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9) 이런 노력은 예술·문화계에서

는 쥬다노프쉬 나(lKllaHOBm，HHa) 로 나타났다. 모든 예 술 장르가 숨 막히 는 이 데

올로기 통제에 신음했고， 영화도 예외가 아니었다.1 0 ) 특히 대조국전쟁이 주제

일 경우 천편일률적인 전쟁영웅담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는 영화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주경철은 1950년대 중반까지 만들어진 전쟁영화의 도식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2차 대전기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는 (". ) 신화화된 소비에트형 영웅이 바

람직한 이데올로기를 관객들에게 전파하였다. 대조국전쟁은 지혜로운 지도자
의 지휘 아래 영웅적인 전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얻은 승리의 역사여야

했고， 후방의 시민들 역시 굳건히 뭉쳐서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고난을 이겨낸 역사로 묘사되어야 했다. (…) 실제의 전쟁에서 있을 법한 참

혹하고 지저분한 군인들， 혹은 전선에 나간 사람들을 배신하는 여인들은 결코
둥장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영화 속에서 전시 소련사회는 완전히 소독된 채
재현되었다. 전쟁의 추악한 측면들， “실제적인” 전시 모습은 금지되었다l!)

전후 소련사회를 뒤덮은 얼음은 니키타 흐루시효프 (HH때Ta Xpym，eB) 의 이른

9)

이 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E. Zubkova(1998) Russia after the War: Hopes,

Illusions, αld Disappointments, 1945-1957, New York을 볼 것 .
10) 쥬다노프쉬나는 1946년에 이데올로기 담당자로서 예술 창작 활동에 엄격한 통제를
가한 당내 제 2 인자인 안드레이 쥬다노프 (AH，llpell )((，llaHos) 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
였다. 쥬다노프쉬나는 전쟁기에
흙아매면서
S따lin，

1956년까지

New York, pp.

나타난 상대적인 자유를 짓누르고 창작의 자유를

지속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M.

Brown(199 1) Art under

204-207를 볼 것. 당의 이 데올로기

통제가 문화계를 옥흰

결과 창작 의욕이 크게 떨어져 1없6년과 1953년 사이에 제작된 특작영화는 124편에
지 나지 않았다. P. Kenez(2oo1) Cinema and Soviet Society from the Revolution
to the Death 01 Stalin , London, p. 205. 대조국전쟁 직후부터 스탈린이 죽기까지의
전쟁영화에 관해서는 앞글， pp. 187-221 를 볼 것. 참고로， 전쟁기에 만들어진 전쟁
영 화에 관해 서 는 앞글， pp. 165-182; D. GillespÌ e( 2oo3) Russian Cinema , London &
New York , pp. 128-135를 볼 것.
11) 주경철 (2α)4) r 해벙기 초기 소련의 영화와 역사 인식의 변화J ， 373쪽. 홍상우는 1950
년대 중반까지 나온 소련의 전쟁영화를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장교나 지휘관이 주인

공으로 설정된 영화와 장대한 규모의 전투 장면이 강조되는 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홍상우 (2003) r5Q-60년대 소비에트 전쟁영화의 새로운 경향 연구 J ， 267-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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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밀연설’ 을 기점으로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1956년 2월 25 일에 열린 제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비공개 회의에서 흐루시효프 당중앙위원회 제 1 간사가
스탈린을 비난하는 「개인숭배와 그 유산에 관하여」 연설 1/2 지점에서 대조국
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굳어있던 대의원 사이에서

처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흐루시효프는 전쟁 승리가 오로지 스탈린 한 사람의 공이었
다는 신화를 퍼뜨리는 예로서 영화 「베를린 함락 J (nalleHHe

BepJIHHa) 12) 을 들어

비판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젊어졌던 우리 군인들은 대체 어디
그들은 영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 ... ) 스탈린이 아니라， 당 전체， 소련 정

부， 우리의 영웅적인 군대， 재능 있는 군사령관과 용맹한 군인， 모든 소련 인
민， 바로 이들이

대조국전쟁의 승리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길게

우레 같은 박수) ( ... ) 노동계급， 우리 집단농장 농민， 소련의

이어지는

인텔리겐치야

등이 당 조직의 지도를 받으며 엄청난 고난과 전시의 곤궁을 이겨내면서 조

국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바쳤습니다. (…)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데에
주된 역할과 주된 기여는 우리 공산당， 소련의 군대， 당이 키운 수백만， 수천
만의 소련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우레 같은 박수 )13)

이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해빙’기에

드디어

대조국전쟁을 진정한 예술로

구현하는 영화가 배출되었다. 종전과는 사뭇 다른 전쟁영화가 나타나기 시작
하면서

카메라의

초점이

웅장한 작전에서

작은 전투로， 지휘관에서

영웅적 행위에서 사실적 감정으로， 전선에서 후방으로

옮아갔다.1 4 )

병사로，

이런 영화

가운데 하나인 r 한 병사의 발라드」는 미하일 칼라토조프(뻐xaHJI KaJIaT03oB) 의 「학
은 날아가고 J (JJeuT lI<)'P aBJIH , 1957) 와 안드레 이 타르코프스키 (뻐llPeR

12)

r 베를린 함락」은 1949-50년에

TapKoBcKHR)

미하일 차우렐리 (MHxaH.n 4 J1 ype .nH) 감독이

는 획기적인 물량 지원을 받아 만든 영화였다. 이 작품에 관해서는

당시로서

H. 30pKaJl (2005)

HCTOpHJI COBeTCKoro KHHO ,

cn6. , c. 286-88; R. Taylor (1 998)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 London, pp. 99-122; Gillespi e( 2003) Russian
Cinema, pp. 133-35를 볼 것 .
13) A. Cepe6peHHHKoB pell.(1989) XPYDleB 0 CT8.J1HHe, New York , c. 33-4, 34. 흐루시효
프의 ‘비밀연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상철 (2004) r 흐루시초프의 ‘비밀 연셜’: 동

기와 배경을 중심으로 J ，러시아 연구~， 제 14권， 211-240쪽을 볼 것.

14) Gillespie( 2003) Russ때1 Cinema , pp. 135-136와 B. Beumers(2003) "Soviet and
Russian Blockbusters: A Question of Genre?" , Slavic Review , vol. 62, no. 3, p.
450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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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 이반의 어린 시절 J (HBaHOBO lleTCTBO. 1962) 과 더불어 ‘해벙’기에 나온 3 대
영화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15)

「한 병사의

발라드」는 그리고리 추흐라이 (rpHropHìf 4yxpaìf) 감독의 작품이

다.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 (MeJIHTOnOJIb) 에서 1921 년 5월 23 일에 태어난 추흐라
이는 열성 공산당원인 어머니를 따라 15세에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영화감독
을 지망한 그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 국립영화연구소 (Brrn<) 감독양성과에 들어
갔고， 스탈린이 죽은 해인 1953년에 과정을 마쳤다 16) 그의 데뷔작은 스탈린주

의식 영웅 숭배를 거리낌 없이 비판하면서 내전의 신화를 깨는 r 마혼 한 번째」

(COpOK nepB뼈， 1956) 였다. 이 영화는 “ 1950년대 중반에 나온 가장 눈에 띄는
영화”였다.17) 1959년에 나온 「한 병사의 발라드」는 그의 두 번째 작품이었다.

「한 병사의 발라드」는 대조국전쟁에 관한 영화이다. 시간 배경은 매우 구체
적이어서， 영화는 1942년 7월 25 일 무렵부터 시작한다 18) “소련에 남은 방어
잠재력을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히틀러(Hitler) 의
기

위해 6월 28 일에

개시된 청색(Blau) 작전에

영도자 지령 41 호를 이행하
따라 도이치군은 파죽지세로

소련 남부를 파고들어갔다. 붉은 군대는 무너지고 있었다 .7월 23 일에 로스토
프 (POCTOB) 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영화가 시작하는 날짜인 7월 25 일에 도이치

군 기갑부대가 돈강 하류 지대를 휘젓기 시작했고

15)

영화 중간 부분인 28일에

드니스 영블러드는 이 세 영화를 예로 들면서， “흐루시효프가 1956년에 ‘비밀연설’
을 한 뒤 물꼬가 트였다. 이

때 소련의

영화제작자들은

( ... )

일련의 ‘조용한’ 전쟁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들은 전쟁이 개인에게 준 심리적 충격을 강조했다. 그 개
인의 행동은 전쟁기와 전쟁 이후의 프로파간다에 나오는 불굴의 영웅의 행동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 했다. Denise Youngblood(1994) "Post-Stalinist Cinema and
the Myth of World War II: Tarkovskii’ s Ivan’ s Childhood(1962) and Klimov ’s
Come and See(1985) ," Hístorícal Journal o[ Fílm, Radío, & Televísíon, vo l. 14,
no. 4, p. 414.
16) H. mHe~epMaH(1965) rpHropHR !JyxpaR, JJ.-M. , CC. 9-10. 추흐라이는 2001 년 10월에
향년 80세로 숨을 거두었다.

보리스 라브레네프 (BOpHC JJaspeHes) 의

17) Wol](2000) Real lmages , p. xi.
저본으로 야코프 프로타자노프 (HKOS

npO Ta 3aHos)

다시

붉은 군대

각색한 이

영화에는 내전기에

감독이

1927년에

소설을

제작한 영화를

일급사수 마류트카 (MapIOTKa) 가 계

급의 적인 백위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1957년에 칸 영화제
에서 배심원상을 받았다.

18)

영화의 지리적 배경도 적잖이 구체적이다. 알료샤가 찾아가는 고향인 소스노프차

(COCHOSKa)

마을은 카프카즈 산맥

북쪽 기 숨에

있는 스타브로폴 (C TaSpOnOJIb) 에 서

북동쪽으로 210킬로미터 떨어진 게오르기예프 지역 (reoprHeSCK때 PaIb H)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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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227호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HlI IIIary Ha3aLl!)"를 내리고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Friedrich Faulus) 장군의 도이치 국방군 제 6군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
전이

벌어질 스탈린그라드로 돌진하고 있었다 19) 이른바 ‘그 암담한 여름’이

「한 병사의 발라드」의 시간 배경이었다.
이 영화는 검은 옷을 입은 초로의 여인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아들

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전투 장면으로 이어진
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세

통신병

알료샤 (AJl ema) 는 적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엉겁결에

탱크

두 대를 대 전차총으로 격파한다. 사단장이 알료샤의 전공을 칭 찬하며 훈장을
주겠다고 하지만， 알료샤는 지붕 이영을 갈 때가 되었으니 훈장 대신 휴가를

얻어 고향에 가서 홀어머니가 돕겠다고 말한다. 6 일 휴가를 얻은 알료샤는
고향으로 향한다. 후방으로 간다는 알료샤의

말을 들은 파블로프 (naBJlOB) 란

병사가 가는 길에 아내에게 들러서 안부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집
주소와 아내에게 보내는 선묻로 소대에 보급된 비누를 건네준다. 시간이 빠

듯하지만 알료샤는 부탁을 들어준다. 전투에서 한 쪽 다리를 잃고 소집 해제
되어 아내를 만나러 가는 장교와 동행하게 된다 장교는 불구자가 된 자기가

젊은 아내의 앞날을 막으면 안 된다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한다. 얄료샤
는 장교를 설득해 아내를 만나도록 만들지만 그러는 사이에 타야 할 기차를

놓친다. 다른 군용 열차에 올라탄 알료샤는 전쟁 통에 외툴이가 된 소녀 슈
라 (illypa) 를 만나 길동무가 된다， 알료샤는 허 락 없이 승차한 슈라 때문에 못
된 열차 보초에게 곤욕을 치르지만 공정한 장교가 나타나 보초를 흔내준다.

알료샤는 파블로프의 아내가 사는 집 에 갔지 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서 슈라와 헤어진

알료샤는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자기가 슈라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적군의

공습으로 열차가 파괴되자 알료샤는 멧목으로 강을 건너고 트럭을

얻어 탄 끝에 고향에 도착한다. 어머니와 만난 알료샤는 이미 부대에 복귀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머니를 껴안고는 “돌아올게요， 어머니 1" 라는 말을 남기
고 곧바로 전선으로 돌아간다.

19)

도이치군의 진격과 소련군의 패주， 뒤이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안토니 비버 (2004) r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 안종설 옮
김， 서해문집; 오버리 (2003) ， 제 6장 A.

CaMCOHOB H Dp. peD.(1985) COBeTcKHtI COlO3 B

B

eJIHKotl OTetfeCTBeHHO앙 BotlHe, M. , cc. 188-212, 307-320; A. Clark(2000) Barbarossa:
The Russian-German Co.때ict 1941-1945, London, 저1111-13 장]. Erickson (l 975)
The Road to Stalingrad, London , 제 9-10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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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알료샤가 그 뒤 전선에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나레이션이 나오며
끝이 난다.때)

「한 병사의
월에

발라드」는 추흐라이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1960년 5

열린 제 13차 칸 (Cannes) 국제

영화제에 출품된 「한 병사의

발라드」는

페데리코 펠리니 (Federico Fellinil 의 「달콤한 인생 J (La DoIc e Vita) , 미켈란첼
로 안토니오니 (Michelangelo Antonionil 의

「모험 J(L’avventura) ， 잉마르 베리

만(Ingmar Bergman) 의 「처녀의 샘 J (Jungfrukällan) 과 같은 쟁쟁한 작품과 겨
뤘다달콤한 인생」에 근소한 차이로 패해서 최우수 작품상을 놓치기는 했
지만한 병사의 발라드」는 “칸의 신사숙녀들이 아들을 잃은 러시아의 어머

니에게 신경이나 쓰겠나?"하는 추흐라이의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감독
상을 비롯한 3 개 주요상을 휩쓸었다.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둬 소련 안팎에
서 3，000 만 명이

「한 병사의 발라드」를 관람했다 .21) 추흐라이의 영광은 1961

년에 당시 소련에서 으뜸가는 상인 레닌상을 받으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
뒤 「한 병사의 발라드」는 소련 영화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며 극찬을 받는 영
화가 되었다. 소련의 ‘해빙’기

영화사 개설서는 「한 병사의 발라드」를 “영화

예술에서 우리 시대를 선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며 “새로운 영웅과 새로운 언

어를 찾는 도정에 서있는 중요한 표지판”으로 추켜세운다.껑) 외국의 영화 평
론가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60년에

“러시아 영화는 정부나 당의

이 영화를 본 미국의

한 비평가는

규제를 받으므로 진정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믿을 까닭이 더 는 없다”고 찬탄했다 .23)

그러나 이런 평가는 「한 병사의 발라드」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야 받는 상

찬일 뿐， 제작 과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시

20)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사정이 추흐라이에

M. , cc. 221-284 에 실려 있으며， 또한
1959, no. 4에 도 수록되 어 있다. 영 어 번 역 본으로는 1. Thompson ,
W. Konick & V. Gross ed s.( l966) Scenario of Ballad of a Soldier, New York가
r.

lJ yxpall(2002) Moe KHHO ,

HCKyCCTBO KHHO ,

있다. 시나리오 대사와 영화 대사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DVD를 준거로 대화를
인용한다.

21) Beumers(2oo3) "Soviet and Russian Blockbusters ," p. 450. 세계적인 여배우 마를
렌 디트리히 (Marlene Dietrich) 도 「한 병사의

발라드」를 본 3，0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디트리히는 「한 병사의 발라드」를 “친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격찬하면
서 이

영화만람 “나의 감동을 자아낸 영화는 있을 수 없다.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극장에 여 넓 차례나 갔다”고 말했다. COBeTCKoe KHHO: φ'0 T0 l1J1b6oM, M. , 1979, c. 97.
22) HCTOPHJ/ COBeTCKoro KHHO, 1917-196η1978) ， TOM 4: 1952-1967, M. , cc. 57-58, 446.
23) A. ]ohnson (1 960) "Ballad of a Soldier," Film Quarterly , vol. 14, no. 2, p. 46.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105

게 매우 불리했음이 드러난다. 스탈린이 살아있을 동안 소련 영화계에서

조국전쟁 승리의

대

영광이 아닌 전쟁의 상흔을 건드리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

다. 피해와 고통에

관한 기억이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전시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영화

계의 분위기는 금세 바뀌지 않았다. 주경철의 표현을 벌자면， “영화계는 워낙
많은 자본과 인력이 동원되는 덩치가 큰 움직임이었기
관성대로 웅직일 수밖에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없었고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24) 더 근

본적인 이유는 스탈린은 죽었지만 작은 스탈린들이 영화계 곳곳에 포진한 채
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대의

영화 제작자들이

스탈린이

죽은

1953년 3월 6 일 다음날 모두 다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일처
리 방식도 마찬가지였다.똥)

문화계 전반에서 해빙과 결빙이 교차했다. 흐루시효프의 ‘비밀연셜’ 즈음해
서

변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ópeCT-}]IHOBCK) 요

새 방어부대의 장렬한 최후를 소재 삼아 전쟁의 피해와 고통을 솔직하게 그
린 영화 「불멸의 수비대 J(óeCCMepTH뼈 rapHH30H)26) 가 1956년에

물꼬를 렀고， 이듬해에는 전쟁 초반의
최초의

영화일

나와 변화의

패배가 소련 지도부 탓임을 암시하는

「군인들 J(COJIJlaTbI)이 둥장했다. 드디어 1957년 8월에「학은 날

아가고/n>가 나오면서

얼음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봄바람이 부는 듯했다. 그

러나， 풀리던 얼음은 꽃샘추위로 다시 얼어붙었다. 1957 년 11 월에 『의사 지바
고~ (nOKTOp )i(HBarO) 가 외국에서 출판되고 이듬해 10월에 작자인 보리스 파스
테르낙 (ÓOpHC naCTepHaK)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그는 국내에

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수상을 포기해야만 했다. 문화계의 창조적인 에너지
는 도그마와 씨름하면서 힘에 부쳐 허덕였다. 뛰어난 감독이었으며 외압으로
부터 젊은 영화인들의 창조성을 지켜주면서 소련 최대의

영화제작소인 모스

필름 (MOC빼JIbM) 을 이끌어온 이반 픽레프 (HBaH 따peB) 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24)

주경철 (2004) ， 372쪽.

25) Woll(2때) Real lmages ,

26)

p. xi , 3, 4.

콘스탄틴 시모노프가 대본을 쓰고 자하르 아그라넨코 (3axapb ArpaHeHKo) 가 감독한
이 영화는 소련 군인이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장면이 담긴 최초의 영화
일 것이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요새 수비대의 항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A.

Axel1( 2002) RussÍa ’'s Heroes , New York, pp. 21-42를 볼 것.
'2:7) 이 영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경철 (2004) ， 372쪽
Woll(2003)을 볼 것.

30pKa~(2005) ，

cc. 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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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들어섰다. 폼을 사리고 뒷걸음치는 분위기가 완연했

다.잃) 추흐라이가·자기의 두 번째 작품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서였다.

「한 병사의 발라드」는 경계

비판 펌하의 대상이었다. 추흐라이는 자기 영

화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영화를 처음 구상하
고 제작해서 개봉할 때까지 숱한 비난을 들었다는 고백을 했다.웠) 고난은 일

찍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 예술위원회가 정치적인 통제
를 받았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가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30 )

당시 당은 영화계에 영화 소재를 역사가 아닌 현재에서 찾으라는 권고를 하
고 있었다. 모스펼름은 추흐라이의 영화가 현대물이 아니라 역사물이라며 난

색을 보였다. 모나호프 (MOHaXOB) 라는 촬영기사는 10년도 넘은 옛날에 일어난

일을 왜 영화로 만드느냐는 입장을 보이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추흐라이
감독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미망인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눈물
을 흘리고 전선에서 싸운 사람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를 벌써 지난 일에 관한 영화로 치고 있으니 !"30 영화촬영 위원회의
렉산드므 표도로프(A.neKcaHIlP φellopOB) 제작부장은 추흐라이를 불러내

알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자네는 지붕이나 고치는 병사， 엄마， 아빠， 계집애， 머슴애
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시시한 주제라고 "32)

실제 제작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다. 추흐라이는 영화 제작 허가

는 얻어냈지만 충분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촬영에 군대가 동원되는 혜돼은
기대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기술진의 반발에 부딪치기까지 했다. 촬영기사 에
라 사벨레바 (3pa CaBeJlbeBa) 가 제작진을 불러 모아 토론회를 열고는 일을 하

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원 전체가 추흐라이에게 r 한 병사의 발라드」는

사회주의 리열리즘에 어긋나므로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선반 위에서 묵어
갈 운명에

있다고 말했다. 추흐라이가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작진 절반이

28) Woll(2000), p. 64.
29) WHenuepMaH(1965) , c. 108.
30) Chukhrai( 1995) "A Soldier’ s Tale from Khrushchev ’s USSR," Histoη Toφ~Y，
vo l. 45, no. 11 , p. 48.
31) l.I yxpali(2002) , c. 133.
32) Chukhrai(1 995) , p. 48. 말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추흐라이는 당시 고위인사들이
r 한 병사의 발라드」의 소재를 “머슴얘， 계집애， 지붕 고치기 같은 시시한 이야기”로
표현했다고 증언한다.

"BocnOMHHaHIUI pell<H ccepa

rpHrop깨 l.IyxpaR"(DVD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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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버렸다.염) 이런 총체적인 난관을 뚫고 나온 영화가 바로 r 한 병사의 발라

드」였다. 이 영화는 영화인을 흙아매는 갖가지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자유로
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런 규제를 이겨내고 만든 작품이었던 것이다.

3.

기억이 충돌하는 지점들

해빙기의

예술가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지양이

스탈린주의

청산이라는

사회문화적 의제에 들어맞는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그 방안으로 진정한 리얼
리즘의 회복을 내세웠다.34 ) 추흐라이도 있었던 그대로의 대조국전쟁의 기억을
재현하려고 애썼다. 이런 노력은 ‘소독처리’된 무해한 기억만을 대중에게 심으
려는 기존 전쟁영화의

진부한 도식에

직간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고， 인습

에 안주하는 다른 영화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기억

을 둘러싸고 기억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한 병사의 발라드」가 어떤 지점
에서 전쟁영화의 기존 공식과 충돌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영
화의 인습타파적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3. 1.

영웅이 아닌 주인공

알료샤는 전통적인

다. 추흐라이는 일부러

영웅의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주인공을 아직 스무 살이

원래 주인공은 「마흔 한 번째 J 에서

백위군 중위

않는 나이

어린 주인공이

안 된 소년으로 설정했다.
역을 맡았던 올레그 스트리

쉐노프 (OJler CTp써<eHOB) 였으나， 그가 아무리 젊게 분장을 해도 20 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생각한 추흐라이는 촬영이

꽤 진행된 단계였는데도 주연배우를 신

인인 블라디미르 이바쇼프 (BJlaaHMHp HBaWOB) 로 교체했다 .35) 이 모험은 전쟁영

33)

니yxpall(2002) ，

c. 130; Chukhrai( 1995) , p. 49.

추흐라이 는 영 화 촬영 중에 장티 푸스

에 걸리고 사고로 발목이 부러져 두 차례나 입원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적잖은 고
초를 겪었다.

34)
35)

이혜승 (2002) r ‘해빙기’ 예술관의 변화 J ，슬라브 연구~， 제 18 권 2호， 243쪽.
남주인공이

바뀌면서

여주인공도 릴랴 올레시니코바(J1HJUI OJl emHHKoBa) 에서

영화

출연 경험이 없는 연기학원 1 학년생인 잔나 프로호렌코 (~aHHa npOxopeHKo) 로 교체되

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니yxpall (2002) ,

cc. 126-129;

"Bocn。싸HaHH$I

pe ll< HC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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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주인공은 반드시 유명한 장군이거나 적어도 장교여야 한다는 틀에 익숙
한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었다. 평론가들에게서

주인공을 지휘관이

아니라

병사로 설정했다는 힐난이 나왔다. 추흐라이에게 “도대체 당신 영화의 주인공
은 왜 한낱 병사인가요 7" 라고 물으면서 주인공을 장군으로 설정하라고 권하
는 영 화인까지 있었다 .36)

그러나한 병사의 발라드」의

진정한 파격은 주인공이

19세 병사라는 데

있기보다는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하는 영웅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유럽의 언어
가 대개 그렇지만， 러시아어 낱말 ‘게로이’ (rep。α) 는 영웅과 주인공이라는 뜻

을 함께 가지고 있다. 기존의
러나한 병사의

전쟁영화에서 주인공은 영웅이어야만 했다. 그

발라드」의 주인공은 전통적인 의미의

영웅과는 거리가 멀

다. 알료샤는 적의 포화를 피해 최대한 몸을 웅크린 자세로 등장한다. 저거노
트(j uggemaut) 같은 적군은 다가오는데 그나마 곁에 있던 전우는 전사하고 지

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혼자 남은 알료
샤는 뒤쫓아 오는 적 탱크를 피해 도망친다. 다급한 나머지 포탄공에 옴을 숨

긴 주인공은 엉겁결에 손에

잡힌 대전차총으로 적

탱크를 부수고는 자기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 눈을 껑빽거린다. 전통적인 영웅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주인공이다. 적 탱크를 혼자서 쳐부순 “영웅”을 호출한 사단장은 알
료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말한다.

알료샤: 장군 동무， 솔직히 말해서 ..... 겁이 났습니다 ....... 탱크 여러 대가 아
주 가까이 다가왔고 ...... 그래서 ...... 무서웠습니다.
사단장: 그렇다면 자네는 무서워서 탱크 두 대를 때려잡았단 말인가?37)

“무서워서

탱크 두 대를 때려잡은” 영웅의

일화는 반드시 허구는 아니었다.

전쟁 기간에 무공을 세운 한 전우가 사실은 싸울 때 ‘무서웠다’고 추흐라이에
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추흐라이는 전선에서 들은 이 솔직한 고백을 바탕

삼아 장군과 알료샤의 대화를 구성했던 것이다.잃) 알료샤는 살아남으려고 폼

rpllrop lIJI 4yxpaJl "(DVD 부록)을 볼 것
36) WHe lÐepMaH (1 965) , p. 109 신인 배우들을 주인공로 둥용한 모험이 영화의 성공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끼. Ky따HOBa(2000) "Ba JlJl alla 0 COJl)] aTe ," B
KH.: D1epeBp.퍼 p.o ccHit: Koro KHHO , M. , c. 405.
37) 4yxpalt(2002) , c. 226. 말줄임표는 원문.
38) 앞의 책， CC.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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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렇듯， 영화에 나오는 단 하

나뿐인 전투 장면은 “굳어진 전선 영웅주의

전통에

한 공격”이며， 이 영화는 “소련 영화에서 영웅성의

가하는 명백히

아이러니

개엽을 바꾸었다”는 평가

를 받는다 .39)

3.2.

무기대여법

타야 할 열차를 놓친 알료샤는 군수품을 수송하는 군용 열차에 오르려 한다.

알료샤는 열차 차량을 지키는 보초가 제지하자 눈 감아 달라며 배낭에서 고기
통조림을 꺼내 보초에게 건네주고， 열차에 몰래 올라탄 슈라를 못 본 체 해달라
며 보초에게 통조림을 두 개 더 건네준다. 보초가 혼자서 느긋하게 통조림을 먹
는 장변에서 통조림 통 옆구리에 붙어있는 MEAT이라는 큼직한 로마 알파뱃 네

글자가 선명히 나온다. 이 통조림은 무기대여볍 (1εnd Lease) 을 통해 들어와 붉은
군대에 보급된 미국제 통조림 수백만 개 가운데 세 개인 것이다. 히틀러라는 공
동의

적을 앞에

두고 스탈린과 동맹

관계를 맺은 프랭클린 로스벨트 (Franklin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전쟁 물자를 소련에 지원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알료샤가 얻어 탄 지프와 그가 올라탄 열차를 끄는 기관차도 십중팔구 태
평양이나 북빙양을 건너와 소련 항구에 하역된 무수한 미제 차량 가운데 하나였

을 것이다. 전쟁기에 무기대여법을 통해 동맹국에서 소련으로 흘러 들어간 고기
통조림은 782，973톤， 지프는 77，900 대， 기관차는 1 ，900 대였다 .40)
냉전기에 소련 사회에서 무기대여법에 관한 언급은 금기였다. 소련은 어쩔

수 없이 무기대여법을 언급하더라도 그 의의를 최대한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41)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는 냉전기에 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자기나라
가 오로지 자력으로 승리했다는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심어주고 싶어 했다. 소

련의 독소전쟁사 서술을 분석한 갤러퍼 (M. Gal1agher) 에 따르면， 소련은 전시
에 자국이

다른 나라의

했으며， “연합국이

원조 덕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싫어

보급물자를 제공한 문제는 소련의

전후 전쟁사 서술에서

39) Woll(2000), p. 65, 97.
40) 오버 리 (2003) , 269, 270쪽

41)

소련의

공식

대조국전쟁사에

나오는

무기대여법

OTe 'leCTBeHHOH Bo.깨HU COBeTCKoro CO~3a TOM

(965) , 1>1., c. 48 ,

291 을 볼 것

6:

관련

설명은

HCTOpHJ/

BeJIHKOη

HTorH BeJIHKOH OTe 'l eCTBeHHOH BOH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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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물게

언급되었다 "42)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소련에

보급해

준 통조립을 먹는 붉은 군대 병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에는 대

조국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려는 추흐라이의 노력이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노력은 “소독처리”된 전쟁 기억에 대한 또다른 도전이었다.

3.3.

상이군인의 존쩨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얄료샤는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은 장교와 만난

다. 그 장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면서도 고민에 빠져있다. 불
구의 몽이 된 자기가 젊고 어여쁜 아내의

앞날에 짐이 될 바에는 아내 몰래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 곁으로 가라는 주위 사

람의 권고를 받아들인 외발 장교는 결국 아내를 찾아가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는 눈물을 쏟으며 서 로의 사랑을 확인 한다 .43)
얼핏 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이 외발 장교의 일화는 소련 정권에 가하는 매

서운 비판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뒤 팔이나 다리를 잃은 군인은 무려 45 만
명에

이르렀다 .44) 참전용사인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처우였다. 스탈린 체제는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을
대중의 시야에서 없애는 일련의 작업을 벌였고，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불구가
된

참전 군인들을 모아 들여

극북 지방의

오지에

따로 수용했다쩌) 따라서，

다리를 잃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는 군인의 모습을

은막에 담은 추흐라이의 의도는 전쟁에서 생기기 마련인 수많은 상이군인의

42) M. Gallagher(963) The Soviet History 01 World War II: Myths , Memories ,
and Realities , London & New York , pp. 26-27. 무기대여법이 소련의 전쟁 수행노
력에 이바지한 정도에 과거 소련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본 러시아측 최근 연구

B. Sokolov(1994) "The Role of Lend Lease in Soviet Military Efforts , 19411945," Journal 01 Slavic Military Studies , vol. 7, pp. 567-586을 볼 것 .

로는

43) 사실 이 일화는 추흐라이가 이반 픽레프에게 보내는 오마주 (homage) 였다. 픽레프
가 1944년에 만든 희극 영화인 「전쟁이 끝난 뒤 6시에 J (B meCTb 뼈COB Be4epa nocne
BOl!뻐)에는 사랑하는 이를 피하려는 외발 장교와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연인의 이

야기 가 들어 있다. Stites(992) , p. 113.
44) Zubkova(998) , p. 24.
45) N. Tumarkin (1 994) The Living and the Dead: The Rise and Fa l! 01 the Cult 01
World War II in Russia, New York, pp. 98-99; Woll(2000) ,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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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성을 촉구하

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사랑하는 이가 전선에서 불구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변함없는 사랑
으로 맞이하는 여인의 일화는 기존의 전쟁영화에 나오는 ‘정절 신화’46) 의 되풀

이로 보인다. 이 이미지는 대조국전쟁기의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까? 사랑하는
이를 전쟁터로 보내고 슬퍼하는 여인의 애절한 모습이 담겨있는 이사코프스키
(HcaKOBCKHH) 의 시

「둥불 J(OrOHeK) 은 곧 노래가 되어 널리 유행했다.깎) 대조국

전쟁기의 사회사 연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얼

마나 많은 여인이

전선에

있는 남편(연인)의 믿음을 지켰는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사의 여인은 정절을 지킨다는 묘사가 다소간에 현실과 동
떨어진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선의 군인들은 유명
한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불렀다. 카렐리야 (KapeJlHJI) 전선에

있던

세냐프스키

(C. CeHJlB CKHH) 란 소위는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낸 1944년 8월 12 일자 펀지
에서 중상을 당한 한 군인이

「둥불」에 다음과 같은 후속절을 달아 불렀다고

썼다.

그 젊은이가 편지를 쓴다.

“내 다리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어.
예전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등에 불을 밝혀줘.

와서 나를 잡아줘， 사랑스런 그대여
여인의 답장은 이랬어. “슬퍼하지 마， 친구야，
너는 지금 다리가 없지， 내게는 다른 남자가 있어생)

한 전투병은 전선에서 군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채록하던 민속학자 푸쉬카
료프 (JI. nymKapeB) 에게 「둥불」은 “좋은 노래긴 한데，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습

46) ‘정절 신화’의 전형적인 영화로는 1944년에 제작된 「나를 기다려줘 J (lK.aH MeHJI) 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군에 동원된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면서
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남편을 찾는 반면， 주인공의 친구는 정절을 썼다가 불행을
맞이 한다. Kenez (200 1) , p. 169.
47) R. Rothstein(1995) "Homeland, Home Town , and Batt1efield: The Popular Song ,"
in Culture and Entertainment in Wartime Russia 때ited by R. Stites, lndiana
University Press , p. 83.
48) E. CeHJl BCKaJl (1995) 1941-19쟁 φipoHTosoe nOKOJ1eHHe: HCTopHKO-nCHXOJ1OrH'IeCKOe HCCJ1e110SaHHe, M. , 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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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실은 이렇죠”라면서 세냐프스키 소위가 들은 것과 대동소이한 노래말로

「등불」을 불러주었다.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래에서 남자의 믿음
을 저버린 여자친구라는 소재는 계속 변해서 약혼녀나 아내로 대체되었다.49)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불구가 된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되돌아간 외발 장교는 얼마 안 되는 행운아일지도 모른다. 얼핏 보면， 추흐라
이도 남녀의 사량이라는 소재에서는 사회주의 리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r 한 병사의 발라드」에서도 정절 신화가 유지되는 듯 하다. 그러나 추흐라이는

다른 일화를 집어넣어 정절 신화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3.4.

군인 아내의 ‘정절 신화’ 깨기

전선으로 향해가던 파블로프란 병사가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전해 달라며

비누 두 덩이를 알료샤에게 건네준다. 아무리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그 비누는
전쟁으로 이별한 아내에게 보내는 애듯한 사랑의 표시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전선 병사에게 사랑하는 이는 한줄기 희망을 주는 소
중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다. 1942 년 1 월에 r 프라브다 ~(npaBlla) 에 실린 콘
스탄틴 시모노프 (KOHCTaTHH CHMOHOB) 의 「나를 기다려줘 J (lI<.llH MeHJI) 는 전쟁 기
간을 통틀어 군인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시였다. 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를 기다려줘， 죽지 않고

돌아갈 테니. (…)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포화(뼈火) 속에서
나를 구했다는 결 .50)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를 “신문에서 오려내 사랑하는 이에게 부쳐 보내는
전투병과 지휘관이 많았다 "51) r 나를 기다려줘」에 나타나는 미신과도 같은 믿

49)
5이

같은 책， cc.

170-171 , 172.

C. Hodgson(l996) Written with the Bayonet: Soviet Russ띠n Poetη of World
War Two , Liverpool University Press, pp. 182-183.
5 1) Rothstein (1 99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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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인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리

라는 전선 군인의 믿음은 1944년에 만들어 져 못지 않게 많은 사랑을 받은 아
가토프 (B. Ar aTOB) 의

발라드「캄캄한 밤 J (TeMHa $l HO%)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되풀이된다.

소중한 내 사랑， 그대를 믿는다오，
이 믿음이 캄캄한 밤으로 총알에게서 나를 지켜주었다오. ( ... )
당신은 나를 기다리며 아이 머리맡에서 잠 못 이루는구려，
그렇기에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오 !52)

이렇듯， 전선의 군인은 사랑하는 이를 하렬없이 믿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연，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빙’ 이전의

예술에서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후방의

아내는 열녀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다. 전쟁영화도 후방 여인의 ‘정조， 정절， 인내， 자기희생’
을 강조해왔다.잃) 그러나

여인이

이것은 당위였다. 연인과 남편의

없을 수는 없었다. 전선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사랑을 저버리는

험한 후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에게는 가까이서 자기를 돌봐줄 ‘든든한’ 남자가 필
요했다. 영화 중반부에서 추흐라이는 ‘정절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린다. 알료
샤와 슈라가 비 누54) 를 전하러 파블로프의 아내 가 지 내 는 아파트의 계 단을 올
라가는데， 비누거품 놀이를 하는 꼬마가 부는 비누방울이 떨어진다. 아내에게
보내는 전선 병사의

얘듯한 정이 깨지기 쉬운 환상임응 암시하는 것얼까? 파

블로프 아내가 지내는 집의 거실에는 고급 그릇이 즐비하고 피아노까지 놓여
있는 동 부티가 흐른다. 그런데 의자 등받이에
아니나 다를까， 모습을 보이지
존재가 드러난다. 파블로프의

않은 채

장교복 웃옷이

파블로프의

걸쳐져

있다.

아내와 속삭이는 남자의

아내는 자기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52) 같은 책， p. 87; 최선 (1996) r1930년대와 전쟁 기간의 사랑노래 비교 J ，러시아 연
구~， 제 6권， 71 쪽캄캄한 밤」은， 한 역사가의 표현을 벌자면， “전선에서 집으로 보내

는 일종의 편지”였다. Rothstein (1 995) , p. 87.
53) P. Kenez(1995) "Black and White: The War on Film," in Culture and Entertainment in Wartime Russia edited by R. Stites , lndiana University Press , p. 169. 최
선에 따르면， “전선에서의 용감한 투쟁에는 고향에서의 정절이 선행되어야 했”고 이

것이 “규범적 사고”였다. 최선 (1996) r1930년대와 전쟁 기간의 사랑노래 비교 J ， p.

77.

54) 이 영화에서 비누가 상징하는 의미에 관한 분석으로는 홍상우 (2003) ， 277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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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에
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눈치 챈 알료샤가 치밀어
나오자， 파블로프의

아내는 알료샤와 슈라에게

“너희는 너무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며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애원한다.
전선에 있는 남편의 믿음을 저버린 아내의 일화는 영화 관계자들의 격분을

샀다.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수린 (B. H. CYPliH) 모스펼름 영화촬영소장이 추흐
라이를 자기 사무실에 불러들여서 부정한 아내를 묘사한 부분에 화를 내며
그 일화를 빼라고 요구했다. 수린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벗어났다고 분개
하면서 영화의 미학을 공격하고는 “소련에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할 리가 없
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라고 소리쳤다. 추흐라이는 “물론 소련의

남편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만

아내는

보통의 아내 일부는 배신을 했습니다. 물론

큰 잘못이지만， 그런 배신은 있기 마련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수린은 “그러면
우리는 일을 절반만 한 셈이 되요”라고 대꾸했다 .55) 여기서 관료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판적

예술가의

리얼리즘이

충돌한다. 영화계 관료는 진실이야

어떻든 대중에게 “올바른” 사상을 붙어넣는 것이

예술의

의무라고 고집하는

반면， 예술가는 전쟁의 기억을 가감 없이 영화에서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3.5.

후방， 또 하나의 전선

「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후방은 전선 못지않게 험하고 힘든 곳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을 잃은 슈라는 가진 재산이라곤 소지품을 싼
보따리 하나뿐인 소녀다. 파블로프가 준 주소로 찾아간 알료샤와 슈라는 적의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폐허와 마주친다. 아이는 쓸만한 물건을 건지려
고 폐허더미를 뒤진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학교 체육관에 수용되어

있다. 민

간인을 태우고 가던 열차는 적 비행기의 공습으로 파괴되고 갓난아이는 엄마

의 주검 곁에서 앙앙 울고 있다.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추흐라이는 후방을 전선과 다를 바 없
는 싸움터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후방의 민간인들은 전쟁의 짐을 꿋꿋

하게 걸머진다. 기차를 놓친 알료샤는 초로의 여인이 운전하는 집단농장 트럭

을 얻어 탄다. 생판 모르는 남인 알료샤에게 자기 아들을 전선에 본 적이 있

55) lIyxpall(2002) , c. 131; WHe ß!:I epMaH(1965) ,

CC.

109-110; Chukhrai( 1995) ,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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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

애태우는 어머니

이기도 한 이 여인은 이틀 동안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트럭을 계속 몰고 있
다. 기차역에 뒤늦게 도착한 아내와 감격의 포용을 한 뒤 외발 장교는 자기의
얼굴을 쓰다듬던 아내의 손가락에 붕대가 칭칭 감겨있음을 알아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한다. “이거 ...... 철판을 들다가 그랬어요. 저 지금 공장에
서 일하거든요. 쇠가 무척 무거워서 ."56) 실제로， “남자는 전선으로， 여자는 공
장으로!"라는 구호대로， 여성이 전쟁 수행노력에 투입되어 남자 몫을 했다. 중

노동이 필요한 공업 부문에서
광부의 1/4 이 여성이었고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테면， 1942 년에

발전소 터빈을 조작하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이 1/2을 넘었다 .57)

후방의 고난은 농촌에서 가장 심했다. 소련의 후방 사회에 관한 한 연구서
는 농민이 가장 심한 고초를 겪은 계층이었다고 단언한다.않) 곡물 공출량으로
보면， 소련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기에

정부보다 더 가혹하게 다뤘고

농민을 제 1 차 세계대전기

내전기 혁명 정부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게 곡

물을 징발했다. 농촌의 고초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떨어졌다. 1941 년에 소련

전체 인구 가운데 농민이 60% 를 차지 했다면

신 남성이었다. 따라서

차르 (Uapb)

신체건강한 청년이

또한 군인

농촌에서

농촌 노동인구 가운데 “가장 일을 잘 할 젊은 층”이

60%

대거

이상이 농촌 출

빠져나가게

군대에

동원된

된다.
결과，

1944 년까지 신체건강한 집단농장원 수가 1 ，900만 명 줄어들었다. 전체의 50%
가 넘는 수였다.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 불구자， 노인， 미성
년자였다. 어떤 집단농장에서는 이런 범주의 사람이 노동인구의 80% 를 차지
했다.59) 알렉 노브 (Alec Nove) 에 따르면

“남자는 동원되고 트랙터는 거의 없

고 말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주로 여자가 부담과 고통을 감수했다 ."60)

이런 건조한 경제학적 수치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농촌의 실상이

알료샤와

어머니의 상봉 장면에서 실감나게 묘사된다.

56) 4yxpall: (2002) , c. 24 1.
57) ]. Barber & M. HaITÍson(199 1) The Soviet Home Front, 1941-1945: A Social
αld Economic History 01 the USSR in World War I!, London, p. 98.
58) Barber & HaITÍson (1 99 l), p. 99.
59) 앞의 책， p. 100, 103; A. Nove(1993) "Soviet Peasantry in Wor1d War IT," in η1e
Impact 01 World War I! on the Soviet Union edited by S. Linz , Totowa, p. 78.
60) 알헥 노브 (1998) ~소련 경제사~， 김남섭 옮김， 창작과 비평사，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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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내 아들이 ...... 왔구나! 기다렸단다. 별별 생각이 다 들고 ...... 별별 억
측을 다 했다.
알료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떻게 지냈냐고? ......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 뭐 ...... 전쟁을
견뎌내면서. 일은 힘들고， 남정네는 없고 ...... 모두 다 아닥네뿐이지. 죄다 아낙
네뿐이야 ...... 보려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야，61)

드넓게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산들바람이 부는 밀밭에서 아들을 하염없이
기 다리 는

알료샤의

어머니는

‘어 머 니

러 시 아 (MaTymKa -PyCb) ’의

상징 이 다 .62)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는 알료샤의 물음에 어머니가 한 대답은 소스노프카
마을에 사는 어머니 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다. 모든 농촌 주민의 답이며， 더
나아가서 러시아 전체의 대답이다.
추흐라이가 그리는 민간인의 모습은 후방의 시민이 굳건히 뭉쳐서 전쟁 수
행에 도움이
전쟁영화의

되는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낸 역사로 묘사되어야 한다는 이전
공식과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눈에
않는다. 1944 년에

띈다. 우선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추흐라이는 후방 민간인을 영웅으로 과장하지

나온 세르게이

게라시모프 (Cepre꺼 repaCHMOB) 의

영화 「대

지 J(50JJbmaJl 3eMJJJI) 에서는 배우자를 전선으로 떠나보낸 여주인공이 전쟁 수행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는 후방의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다.없) 이와 달리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민간인은 영웅이 아니다. 다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알료샤가 올라탄 트럭을 모는 여인은 이틀 동

안 잠을 못 자서 눈이 감기면서도 손은 운전대를 꽉 움켜잡고 있다. 특히， 외

발 장교의 아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는 부분은 짧게 스
쳐가는 담담한 일화에 지나지 않지만 전선과 후방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

며 일체감을 느끼는 강렬한 효과를 일으킨다. 그리고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민간인은 당의 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각자 제 할 일을 한다. 흐루시효
프는 ‘비밀연설’에서 소련 인민이 “당 조직의 지도를 받으며” 전쟁을 숭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지만， 추흐라이의 영화 그 어디에서도 당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추흐라이의 의도는 묵묵히

일한 민중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자 진정

한 영웅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여)

61) lIyxpall(2002), c. 283. 말줄임표는
62) Gillespie(2003), p. 136.
63) Kenez (200 1),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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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사의 발라드」에서 후방의 고투가 가장 감동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철도노반 보수공사를 하는 장면이다. 알료샤는 목이

마른 슈라

에게 줄 물을 뜨러 열차에서 내리는데， 한 무리의 남녀가 철로변에서 삽과
망치와 곡팽이를 들고 일을 하다가 전선의 전황을 알리는 유리 레비탄(lOpl1낀
지eB I1 TaH) 의 장중한 저음이

라디오 확성기에서 울려

나오자 하던 일을 멈추

고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군대는 끈질기 게 싸운 뒤 노보체르카스크 (HOB04e
pKaCCK) 와 로스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65) 민간인들은 로스토프가 함락되었

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연장을 들고 작업에 몰두한다. 아무 말 없이! 붉은

군대는 패배하고 당과 정부는 궁지에 몰라고 있지만， 민중은 ‘믿을 것은 다
만 우리뿐’이라는 생각을 하며
전쟁 승리의

흔들림

없이

승리를 위해

노동에

몰두한다.

원동력은 바로 이런 굳건한 의지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

분이다.

3.6.

‘흐트러진’ 붉은 군대의 모습

추흐라이는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붉은 군대를 묘사한다. 영화에서 군

대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알료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다가간다. 이런
점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알료샤를 가없게 여겨 특별휴가를 내주고 기뻐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인자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단장과 열차 보초의 그릇된
행위를 꾸짖고 알료샤의 공훈올 인정해주는 올곧은 대위에서 잘 드려난다. 그

러나， 추흐라이는 붉은 군대를 품행 변에서 흠잡을 데 없는 용사들의 집단으
로 그리는 예전 전쟁영화의 도식을 답습하지 않는다.
「한 병사의

발라드」에 나오는 붉은 군대 병사는 실제로 있을 법한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열차에서 한 병사가 결쭉한 음담패설과 유부녀 후리기 자
64) 오버리는 당의 지도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당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군인과 민간
인의 자율성이

커진 데에서 소련이

찾는다. 오버 리 (2003) ,

437 ,

독소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을

438쪽.

6δ) 방송과는 달리 소련군의 로스토프 방어는 사실은 지리멸렬했다. 지휘관은 도이치
군의 공격에 허둥댔고 공황에 빠져 후퇴한 부대가 적지 않았다. 종군기자로 당시 러
시아 현지에 있던 미국인 알릭잔더 워스는 소련이 로스토프 함락 소식에 받은 엄청
난 충격과 그로 말미암은 일부의 공황을 생생하게 전한다. A.

at War, 1941-1945, New York, p. 407 , 408.
아나운서였다.

Werth(2000) RussÎa

레비탄은 스탈린의 총애를 받은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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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하자 알료샤를 비롯한 병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같이 히히덕거린다. 또
한 붉은 군대 군인들은 고달프다. 그들에게 정기 휴가는 일종의 사치였다. 알
료샤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 열차에 있는 다른 군인들은 도통 믿으려 들지 않
는다 .66) 주인공마저 모범적인 군인의 변모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열차에 태

워주지 않으려는 보초에게 알료샤는 일종의 뇌물로 고기 통조림을 슬쩍 건네

준다. 비록 극히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알료샤는 열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서 슈라에게 남자로서의 욕정을 내비치기까지 한다. 또한 붉은 군대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민간인들을 때로 위압적으로 대한다. 보초는 군수송 열차에 올라
타려는 민간인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면서

접근하면 군법으로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묘사는 상식에 비춰 생각해보면 휴가 문제를 빼놓고는 군대라면 어
느 시대
의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지만， 추흐라이가 전시

군인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지닌 묘사가 소련의

전쟁영화에

영화계 관료들은 주인공이
소련 군인은 품행이
착은 비누에

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충분한 개연성을

요구되어온

눈감아 달라며

도식과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뇌물을 주는 일화에

분개했다，67)

반듯하고 군기가 엄정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집

관한 일화에서

절정에

이른다. 한 관료는 파블로프가 소속 소

대에 지급된 비누를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알료샤에게 건네주는 장변을 다음

과 같이 비판했다.
영화에서 군인들은 전선에서 비누를 한 병사의 아내에게 줄 선물로 건네
줍니다. 더군다나 특무상사가 가진 비누를 몽땅 건네줍니다. 따라서， 그 군인
들은 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대는 지저분합니다，68)

대중의 뇌리에 소련 군인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질 만큼 전쟁영화의 공식에 매달리는 기존 영화인들의 눈에 추흐라

66) 독소전쟁 회고록에서 한 참전군인은 소련군에서는 휴가가 “거의 전혀 없었다”면서
“중상을 입고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까지 병사들은 설사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전선에 있었더라도 잠시라도 집에 갈 수 없기 일쑤였다”고 회상했다. G.
Temkin (1 998) My ]ust War: The Memoir of a ]ewish Red Army Soldier in
World War !!, Presidio, p. 202.

67) mHe뻐epldaH (1 965) ， C. 109.
68) lIyxpaß(2002) , c. 132; mHemepldaH (1 965)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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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그리는 군대의 모습은 몹시도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수린이 추흐라이와 제작진을 자기 사무실에 다 불러
들여서는 영화에서 소련군 병사들이 근엄성과 규율을 갖추지 못하고 느슨하
게 풀어진 모습으로 나온다고 비난했다.69) 그러나

현실의 군인은 행동거지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영웅의 면모만을 보일 수는 없었다. 전쟁터에서 병사

는 고달프고 이성을 잃기 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전시에 그들의 소원은， 참
전군인인 만수르 압둘린 (MaHCYP AõIlYJUIH) 에 따르면， “극히 소박해서， 잠을 푹

자고 벽을 감고 어쩌면 일주일을 지붕 아래서 지내고 집에서 보낸 편지는 받
는 것이었다."70) 전시에 군인은 범죄까지

가 소련

군인들이

저지른다. 1944년에

스탈린 스스로

유고슬라비아 여성을 강간한다는 항의를

받자 옹호조로

“붉은 군대는 이상적이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71)
「한 병사의

발라드」에서는 예전의 전쟁영화에 공식처럼 나오는 전형이 여

지없이 깨진다. 주인공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소박한 보통 병사다. 소련
군인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얻은 보급품을 즐긴다. 군인은 다치고 사지가 잘

린다. 고향의 아내는 전선에 있는 남편을 배신한다. 후방은 또다른 전선이며
인민은 당과 상관없이 묵묵히

일한다. 붉은 군대

병사는 홍보책자에 나오는

모범 군인이 아니다. 이렇듯 「한 병사의 발라드」는 기존 영화의 인습을 타파
했다. 사회주의

리열리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진정한 리얼리즘이

들어선

것이다.

4.

‘좋은 영화굽， 칸으로 보내도록!’: 극적인 반전

추흐라이는 열아홉 살에 군소집 영장을 받고 입대해서 최전선에서 적과 싸
운 프론토빅(IþPOHTOBIIK) 이었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시나리오를 쓴 발렌
틴 예죠프 (BaJIeHTIIH ElI<OB) 도 열아홉 살에 참전했고

다. 추흐라이는 독소전쟁이

알료샤 또한 열아홉 살이

일어나자 곧바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1941 년

가을에 공수부대에 지원한 그는 통신장교와 백병전 교관으로 근무했으며， 적
군 후방에서 극히 위험한 교란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했고 네 차례나 크게

69) Chukhrai( 1995), p. 49.
70) "IDe.n co.nllaT ...... ," KOMCOMOJ1bCJ<aJl

npaBPa (1 990/0ψ'2:7);

Zubkova (1 998) , p.

인용.

71) M. Djilas(l963) Conversations with Stalin , Hannondsworth,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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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 병상에 누운 채로 종전을 맞이한 추흐라이는 1946년에

많은 훈장을

달고 대위로 제대한 다음 관통상을 입은 팔로 목발을 짚은 몰골로 국립영화

연구소로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마게돈과도 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서 싸운 용사였다 .72) 그가 영화의 시간 배경을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1942 년 7월 하순을 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알료샤의 이야기는 추흐라이와 예죠프， 두 사람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
에 두 사람과 함께 싸우다 죽은 전우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 두 사람은 살아

남았지만， 싸움터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을 두 눈으로 숱하게

지켜보았다. 이

경험이 영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추흐라이는 일기에 “스탈린그라드의 들판에
서 숨져간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썼다 .73) 또한 그는 “나는 늘

스탈린그라드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싶어 했다. 나는 내 평생 그것을 할 각오
가 되어있었다”고 회상했다.껴) 이

열망과 각오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죽

은 전우들에게 느끼는 부채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한 병사의 발라드」가
“나란히 싸우러 갔다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
느끼는 나의

앞에서

의무”였다고 고백했다 .75) 네야 조르카야 (He$l 30pKa$l)는 이런 심

정을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슈네이 데르만 (11. ffiHe없epMaH) 은 “예

죠프와 추흐라이는 영화를 만들면서 목숨을 잃은 자기 동년배에게 도의적 의
무를 다했다”고 평한다댄) 바로 이런 의무감과 부채의식이 있었기에 추흐라이

는 「한 병사의

발라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영화계 관료들의

숱한 비판과

비협조에 부딪치고 동료들언 기술진마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어긋난다며 작
업을 거부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영화 제작을 강행할 수 있었다.

추흐라이가 자기의 숙원이던 「한 병사의 발라드」를 완성했을 때 그에게 본
격적인

시련이

닥쳐왔다. 추흐라이는 미하일로프 (MHXaHJlOB) 문화부 장관에게

불려갔다. 그는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붕을 고치고 다시 전선으로 되

72) mHeßllepMaH(1965) , cc. 9-10; 3opKajl(2005) , c. 323. 추흐라이는 말년에 자기의 참전
경험 회고록인 lIyxpaß(2001) MOJl BoBH8., M. 을 출간했다. 예죠프도 소련해군 항공대원
과 공수부대원으로서 싸운 참전용사였다. mHeßllepMaH (1 965) , C. 101.

73) 3op Ka jl(2005) , c. 323.

74) Chukhrai( 1995), p. 48.
75) lIyxpaß(2002) , c. 12 1.
76) mHe l\uepMaH(1965) , C. 283; 3opKajl(2005) ,
「한 병사의 발라드」를 “내 인생의 영화

C.

323; . 말년에 한 인터뷰에서 추흐라이는
“전사한 전우들의 이야기

“혼신을 다해

만든 영화”라고 고백했다. "Bocno뻐HaHlljI pell<ll ccepa rpllroplI$l lIyxpajl"(DVD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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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결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추흐라이에게 다음과 같이 꾸짖듯 말했다. “당신 영화의 결말은 너무 비

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신의

전쟁영화에서는 그런

비관주의는 허용되지

병사는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련의

않아요.

영화 관객을 서글프게

만들어야 하나요 7" 군인 700만 명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 돌아오

지 못한 군인이 900 만 명인데도， 영화에서는 평범한 병사인 주인공이 죽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 문화부 장관의 고집이었다.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이 때 미하일로프 옆에 있던 제작기획자

다닐란츠 (n. llaHHJlb~Hl..ll 가 끼어들어

「한 병사의 발라드」가 붉은 군대의 권위

와 위염을 해친다며 추흐라이는 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격분한
추흐라이가 자리에서 별떡 일어나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같잖은 자식

네 놈은 전쟁 내내 아시하바드 (Amxaõan) 에서 죽치고 있었지!

내 가슴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나는 열아홉 살에

군대에 들어갔고

부상을 네 번 입었어. 그런데 오늘 네 놈이 나한테서 소련군을 변호하겠다고
나서?

이

때 추흐라이는 미하일로프가 경찰을 부르려고 할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

다.η)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모스필름에서 열린 당원 공개회의에서 추흐라

이는 심한 비난은 물론이고 당에서 제명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스스로를
공산주의의 선봉자이자 소비에트 권력의 수혜자로 여기던 추흐라이 개인으로
서는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78)

영화 자체도 감독 못지않게 모진 시련에 처했다한 병사의 발라드」를 소
련과 인민과 붉은 군대에

반대하는 나쁜 영화로 규정한 모스필름은 소련의

여러 공화국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 극장에서 영화 개봉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도， 모스필름은 제작비를 회수하려고 영화를 공장이나 집단농장에서 상영하는
것은 허용했다. 결국 「한 병사의

발라드」는 주로 시골의

집단농장이나 지방

소도시의 노동자클럽에서만 상영되었다. 공식적인 영화평도 좋지 않았다콤
소몰스카야 프라브다dJ (KOMCOMOJlbCKa~ npaBlla) 지변에

77) lJyxpaií(2002) , CC. 132, 132-33; Chukhrai (1 995) , p. 50.

「한

병사의

발라드」가

투르크메니스탄 (TYPKMeHHCTaH)

의 수도인 아시하바드는 전쟁 기간 동안 붉은 군대의 후방 지휘본부가 있었던 곳
이다.

78)

lJyxpa꺼 (2002) ， c.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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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우울하고 영웅적이지 못해서

대중에게 짜증을 준다는 세르게이

게

라시 모프의 영 화평 이 실 렸다，79)

여기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 영화가 개봉된 지

얼마 안 되어 흐루시효프의 사위이자 「이즈베스티야 J (lhBeC TlB!) 편집장인 알
렉세이 아쥬베이(A.neKce찌 Am<y6eR) 의 지시로 “최근에 어떤 영화가 가장 마음
에

들었습니까?"라는 항목이

들어간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골에서

「한

병사의 발라드」라는 답이 쏟아졌다한 병사의 발라드」를 “나쁜” 영화로 알
고 있던 아쥬베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깜짝 놀라서 영화를 직접 관람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장인인 흐루시효프에게 영화를 한 번 보라고 권했다.
영화를 본 흐루시효프는 말했다. “좋은 영화군. 이것을 칸으로 보내도록 1"80)

이렇게 해서 「한 병사의 발라드」는 칸 국제영화제에 갔고， 세계의 인정을 받
았다. 세계의 인정은 국내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결작을 시골의 대중이 살려낸 것이다. 허위에 파묻혀 사
라질 뻔한 진실을 가려낸 최종판관은 대중이었다.

5.

맺음말

알료샤는 19세 소년이다. 10 대의 끝자락에서 이성을 사귀며 가슴 설레는 순

수한 소년이 전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세상을 겪으며 자기를 성찰한다는 점
에서 「한 병사의 발라드」는 일종의 성장영화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성장영
화는 주인공이

어른이

되면서 끝을 맺지만

이

영화에서는 성장한 주인공이

전쟁에 휩쓸려 스러진다. 전쟁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만 아니었더

라면 성장해서 갖가지 사연을 만들어냈을 수많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자마자，
또는 되기도 전에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것이다，81) 네야 조르카야는 「한 병사

의 발라드」를 “한 병사에 관한 발라드가 아니라 역사에 떠밀려 병사가 된 한
인간의 발라드”로 표현하면서 이 영화에는 “전쟁 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상
실에 관한 해맑은 슬픔이 배어있다”고 평했다，82) 그러나한 병사의 발라드」

79) Chukhrai(1 995) , p. 51.
Chukhrai(1995) , p. 5 1; 니yxpaR(2002) ， c. 135.
81) 전쟁에서 숨진 20세 이하 군인의 수는 무려 1 ，ffiO，300명이었다. KplIBomeeB(l앉}5)， c. 78.

8이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123

는 전쟁으로 청춘을 잃어버린 한 세대의 감상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적군인 도이치 군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적군은 영화 초기에
탱크 네 대로만 잠깐 동장하고는 사라진다. 알료샤의 이야기는 전쟁의 기억과
대변하는 소련(러시아)인의 내면을 성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프론토빅으로서 싸움터에서 죽음을 너무도 많이 본 추흐라이는 전쟁의 실
상을 알고 있었다. 그가 국립영화연구소에서 영화감독 수련을 쌓고 있는 동안

소련의 은막에는 권력이 권장하는 미화된

따라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대조국

전쟁의 기억만이 있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용사로서 싸움터에서 스러져간
전우의 넋을 영화로 달래주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면서 추흐라이가 되살
리려고 애쓴 대조국전쟁의 참된 기억은 기존의 거짓 기억과 끊임없이 충돌하

면서 갈등을 빚었다. 전쟁의 기억을 둘러싸고 기억의
대조국전쟁에서 소총을 들고 외부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적과 싸웠던 추흐라이는 1959 년에 메가

폰을 들고 내부의 허위와 싸웠다. 그는 그 전쟁에서 당당히 숭리했다. 대중이
멋있게 꾸며진 거짓 기억보다는 아픈 상처를 건드릴망정 참된 기억을 선택했
기 때문이다한 병사의 발라드」로 그리고리 추흐라이는 ‘해빙’이라는 시류에

편승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시류를 만들어내 ‘해빙’을

이루어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82) 3opKa5l (2005), 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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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ories of the War and War of the Memories:
The Great Patriotic War in Ballad of a Soldier and the
"Thaw" of the Soviet Cinema

Lyu , Han-Su
In the post-war era were produced a great number of war films on the Great
Patriotic War. Due to the ideological restraints , however, virtually all of them
represented the war exclusively as the heroic experiences. Therefore, the Soviet
masses were inculcated with the false images of the war. Under such
circumstances Grigorii Chukhrai, who was a veteran of the war, proceeded to
shoot a film titled Ballad 01 a Soldier in which the focus was to be put on a
nineteen-year-old soldier. The film was not heroic in the traditional sense, since
it was interlaced with several unheroic episodes such as the young hero who
was not heroic , the intimation of the Lend Lease, the appearance of a disabled
officer, the episode of an unfaithful wife beσaying her husband in front , the
civilians in various hardships , and the improper conducts of the soldiers. In such
episodes were represented the war-time memories which was far closer to the
re려ities of the Great Patriotic War. Those who were antipathetic to the
iconoclastic episodes in the film put impediments to Chukhrai’s effort to evoke
the real war-time memories. Notwithstanding the obstacles put by the
bureaucrats Chukhrai , who was determined to evoke the memories of those
common soldiers who had perished in the battlefield, succ많ded in completing
Ballad 01 a Soldier, and the released film won the great popularity amongst the
masses. In the end Ballad 01 a Soldier advanced to the rank of one of the
masterpieces in the Soviet cinema. The "Thaw" era saw a war of the memories
of the Great Patriotic War in the Soviet cinema. With Ballad 01 a Soldier
Ch버이rai contributed to the victory of the real memories over the fals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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