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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30 일 초저녁， 다시 말하자면 일단의 정치범들이 10월 혁명 기
념일인 “ 11 월 7 일 직전에 서방의 관심을 죄수들의 처지로 돌리기 위해"
년부터

기념하기

1974

시작했던 ‘소련 정치범의 날’인1) 10월 30 일 초저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탈린주의에 희생된 친지들의 사진， 꽃， 춧불 둥을 가슴에 안
거나 손에

든 채， 소련 국가안전위원회 (KGB)의 본부 건물 및 감옥， 그리고

10월 혁명 직후에 설립된 최초의 비밀경찰기구인 체카 (4eKa) 의 초대 책임자였
던 제르진스키의 동상이 마주보이는 제르진스키 광장(오늘날의 루반카 광장)
의

한쪽 공터에서 추모비

개막식을 가졌다. 추모비는 ‘최초의 굴락 (GULAG)

수용소’로 알려진 2) ‘솔로베츠키 특수 임무 수용소 (CJlOH)’가 설치되었던 백해의

솔로베츠키 섬에서 가져와 대리석 기단 위에 놓은 둥근 돌이었고， 거기에는
“이 돌은 시민단체 ‘메모리알’이 솔로베츠키 특수 임무 수용소 영내에서 가져

온 것으로서 전체주의 체제의 희생자 수백만 명을 기억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1990년 10월 30 일. 소련 정치범의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3) 이날 솔

로베츠키 수용소의

생존자로서

개막 테이프를 잘랐던 작가 올레그 볼코프

(O Jler BOJlKOB) 는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고， 돌
아오지 못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추모비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
다”고 말했으며， 브레즈네프 시대의
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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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OKTJlφ'Jl(l999)， No. 1, c. 1. 1991 년 10월 18 일 러 시 아 공화국 최 고회 의 는 “정 치
범의 날”올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이름을 바꿔 공식 기념일
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위의 신문， c.

2) A. Applebaum(2003) GULAG: A
3) 30 OKTJl6pJl(1999) , No. 1, c. 3.

Historγ"

3.

New York, pp.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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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reH KOBaneB) 는 건립된 추모비가 정치범 수감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군복무 거부자 불법 출국 시도자 등도 정치범
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스탈린 및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치범 출
신들을 비롯한 여러 연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들의 남다른 감회， 또는 앞
으로의

각오를 표현했으며

비극적인

이날 놓여진

이른바 ‘솔로베츠키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그런 독재와 폭력이

돌’은 소련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러시아의 특별한 상징물”이 되었다 .4)

그런데， 뉴욕 타임지의

평가에

따르면， “경찰국가에

대한 고발”을 의미하

는5) 이날의 행사와 솔로베츠키의 돌은 1987년 중엽 소수의 청년들이 ‘메모리
알 운동’을 시작한 이후 3 년여에 걸친 투쟁과 모색의

결과물이었다. 사실 메

모리얄 운동， 다시 말해서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비 건립 운동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희생자들을 낳은 기존 체제의 구조

적 결함에 소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웅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런 움직임은 소련 체제가 ‘역사의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당성

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의 ‘공식 역사’는 오랫동안 정치적 탄압의 희
생자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했기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의미했으며

때문에

처음부터

기존 체제의

도덕성에

결국에는 소련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면

적인 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메모리알

운동은 반체제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성향의 사회 활동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사회 전반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그런 운동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던 소련 당국의
상황에서

견제와 방해에

메모리알 운동은 처음부터 자체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내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의

노선

투쟁과 논쟁， 그리고 정부 당국과의 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방향
을 모색하였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메모리알 운동은 고르바초프 등 소련공산

당 지도부가 소련 체제의 재편을 위해 추진하던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 상황，
그리고 당시

사회인식의

소련 사회에서

변화 둥에

적지

전개되던 스탈린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및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메모리알은 바로

‘전체주의체제’， 즉 소련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상징하는 ‘솔
로베츠키의 돌’을 추모비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스탈린주의 논쟁은 ‘과거사 문제가 지닌 폭

4) New York Times(1990 , 31 October) , p. A lO; 30
5) New York Times (1 990 , 31 October) , p. A lO.

OKT.I16p.l1(1

999) , No. 1,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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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성격과 함께 정치적 함축성을 보여주었고， 메모리알 운동은 과거 인식

에 있어서의 ‘역사와 기억’ 문제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해주었다. 페레스
트로이카 초기 고르바초프 등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는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
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글라스노스찌(공개성)’를 표방하면서

문제점과 함께， 그것의

기존 체제의

이념적 토대로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비판적 지식인들과 사회 여론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비판적 지식인들
과 사회 여론은 점차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스탈린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주의

비판은 점차 소

련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고르바초프 등 개혁파의 권
력 기반이었던 소련 공산당과 소련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었고， 이는 소련 체

제의 몽괴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역사 연구 및 교육 단체”인 메모리알
(MeMopHaJl)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들은 ‘불행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

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비

건립

이외에도 과거

정치적

탄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불행한 과거’의 진실을 밝혀줄 대
부분의 사료들은 소련 당국이 통제하는 주요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따라
서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필요한 문서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투쟁과

함께， 희생자틀의 ‘억압된 기억’에 귀를 기울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압된
기억’은 스탈린주의에 관한 ‘공식 역사’를 보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식
역사’ 자체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공식

역사’에서

도덕적

정당

성을 주장하던 소련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메모리알 운동은 비교적

목을 받았고 그런 관심의

결과로 이미

일찍부터 서방 언론과 학계의

몇 종의

주

연구서가 발간되었다.6) 그런

데 이들 연구서들은 메모리알 운동의 전반적인 윤곽과 주요 활동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메모리알 운동의 성격 변화， 소련 정부와 메모리알 활동가 사이
의

입장 차이와 갈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하다. 게

다가 이들 연구서가 발간된 이후에

메모리알 활동가들의

새로운 회고록들이

계속 둥장하고 있다기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메모리알 운동이 독립

6)

영어

책으로는 Nanci Adler(1993) Victims 0/ Soviet Terror: The Story 0/ the
Memorial Movement, Westport; Kathleen E. Smith(1996) Remembering Stalin's
Victims: Popular M emorγ αld the End 0/ the USS , New York 이， 그리고 독일
어 책 으로서 는 Susanne Nies (1 99이 Memorial: A니fklärung der Geschichte und
Gestaltung der Zukur따， Köln 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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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민단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소련 정부， 메모리알 운동 내의 여러 정파
들 사이의 입장 차이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메모리
알은 오늘날에도 역사 연구 및 교육

인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

을 전개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민 단체로 존속하고 있다. 하지만 페
레스트로이카 시대에

메모리알의

활동은 스탈린 문제가 지녔던 정치적 함의

때문에，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압된 기억’이 당시 사회에

던져주었던 문화적，

도덕적 충격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면서 도덕적 권위와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알 운동의 초기 활동은 페레
스트로이카 시대에 소련에서 일어났던， 스탈린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시민운동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연방적 시민단체 메모
리알의 창립 과정은 ‘과거 청산’

러시아의 경우에는 ‘스탈린주의 청산’의 의미

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2.
1985년 3월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자 소련의 사회경제
적 ‘정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료주의， 부처 이기주의 등을 청산하고 노동

력 및 자본 투자의 효율적인 재배치， 선진기술의 도입， 규율 강화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개편 방식에

대

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지도부의 여러 정책은 너무

막연했거나 상호 모순되었으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였다. 예컨대 1985년 5월에 시작한 새 지도부의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첫

조치”인 금주운동은 소련의 “고질적인
폐”인 알콜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아니

계속 악화되고 있던 사회적

위한 것이었지만， 국가 재정수지의

병

악화와

함께， 밀주 성행， 설탕 및 관련 제품의 품귀현상 모든 가능한 ‘대용물’의 이용
과 그에 따른 품귀 현상， 범죄 및 적대감 증가 등을 초래했다. 이렇듯 “합리적

7)

예 컨 대 ’써 socnOMHHaH때

Bj(t:( ecJIasa I1 rpYHosa. 2001 r. 0 ’ MEMOPI1AJIE,’ PacmHpeHHhlß
sap‘’ aHT" (http://www .igrunov. ru/cv/vchk-cv-memotalks/talks/vchk-cv-memotalks
-talks-memoriaLfull. htmD; "I1HTepsb때 B. BeJIeHKHHa c 10. CKy5KO. BeCHa 1997 rOlla.
I1c TOpH꺼 ’ MeMOpHaJIa ’," (http://www생runov.ru/caνvchk-cat-org/memor/hisνdocum
/vchk-cat-org-memor-history-stories-scubko.htm]) 동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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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 ‘촉진 (YCKopeHHe) ’ 계획이 기대했던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하자 고르바초프 둥 개혁파 지도자들은 “더욱 큰본적이고 전면적인 페
레스트로이카”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점차 정치 분야로 확대하려 시도하였다. 이
제 고르바초프 등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심화， 민중 자치의 발전을 주장하면

서 여러 정치적 개혁 조치들을 제안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개편에 저항
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보수 세력들을 개혁의 ‘제동 장치’로 비난했으며，

글라스노스찌(개방)라는 구호 아래 언론 매체들을 이용하여 지식인들과 주민 여
론의 지지를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르바초프는 “역사와 문학에서

잊혀진 이름들， 빈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가， “우리는 결코 1937-1938년
에

있었던 일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스탈린주의 비판과 함께 역사 재평가의 펼요성을 강조하였다.8)

한편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인 1986-7년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민
주도의 단체 결성은 더 이상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심사
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경향의 수많은 ‘비공식’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에 여러 지식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

들에게 가능했던 주된 조직 형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토론 클럽과 이론 세
미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진지한’ 토론 클럽으로서

CO l.\ HaJIbHblX HHH l.\ HaTHB ,

‘사회적 주도 클럽 (KJIYõ

KCI1)’과 ‘페레스트로이카’ 클럽이

각각 1986년 9월과

1987년 2 월에 등장하여 다양한 활동가들의 교류 장소로 기 능하였는데，9) 바로
여기에서

흐루시초프가 소련공산당 22차 전당대회에서

제기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추모비 건립 안을 실현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사실 흐루시초프의 제안， 즉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실행하자는 호소는 페레스트로이카 초기부터 여

러 문화계 인사들이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
인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지질학자인 사모두로프(뻐. CaMOllYPOB) 와 사회학자이자

8)

C. BapceHKoB(2002) BBel1eHHe B COBpeMeHH}'IO pocc쩌CKylO
cc. 55-85를 참조하라. 저자에 따르면， 1986년 후반 소련

A.

HCTOpμ70

1985-1991 rr. , M. ,

지도부는 안정된 정치 체

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자는 ‘경제적 기술적’ 접근 방식과，
모든 분야의 총체적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정치적’ 접근 방식 사이의 선택에
직면했고， 결국은 “정치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것은 새 지도
부가 경제적 이행의 복잡성과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
는 낙관론에 입각하여 정치개혁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결과였다.

9)

두 단체에 대해서는 HetþopMa J/bHaJl PaccHJl (1990) ,

CC. 246-248,

263-26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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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인 쿠듀킨 (n. KyαOKHH)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1987년 5-6월에 ‘사
회적 주도 클럽’ (KCH) 과 ‘페레스트로이카’ 클럽에서 흐루시초프의 추모비 건립 계
획을 되살리자는 자신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1 0 ) 그런데 이들

은 자신들이 추모비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당시 소련공산당의 개
혁적인 지도부가 흐루시초프처럼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흐루시초프는 1961 년 10월말에 소련공산당 22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권력 남
용을 비난하는 연설 도중에， 스탈린의 “개인숭배 시기에 근거 없는 탄압의 희생
자가 되었던 당과 국가의 뛰어난 활동가들”이자 “충실한 레닌주의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편지를 구 볼셰비키들이

전당대회 의장단에게 보냈다고 언급한 후，

이런 정당한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추모비’를 건립하자고 제안하였

던 것이다 11) 다시 말자면 흐루시초프는 추모 대상을 시기적으로는 스탈린의 통
치 후반기인 ‘개인숭배’ 시기， 즉 1934년 이후에서 스탈린 사망까지의 시기， 그
중에서 특히 1930년대 후반에 국한시켰고， 그것도 ‘근거 없이 탄압받았음이 분명

한， 즉 복권된 공산당원들， 주로 구 볼셰비키들을 고려했으며， 그들을 위한 추모
비는 소련공산당 또는 소련 정부의 명의로 건립될 것이었다. 물론 흐루시초프의
이런 생각을 사모두로프 등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추모 대상
을 1918-1953년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 중 복권된 자들로 확대하였고， 추모비
건립 이후에도 새로운 희생자들의 복권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다.1 2 )

하지만 사모두로프 등의 이런 생각은 오데사 출신의

반체제인사였던 이그

루노프 (B. HrpYHOB) 의 반박에 부딪쳤다. 이그루노프는 우선 추모 대상을 복권
여부와 결부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에

공산당원’은 스탈린의 적이 아니었기

농민들’은 아직 복권되지

따르면， ‘농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때문에 복권되었던 반면에， ‘총격을 당한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는 복권된 반면에

피해

자는 복권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와 기존의 가치는 재검토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관 등을 포함

10) AHLIpeß BacH JleBcKHß(1989) "XPOHHKH MeMOpHaJl a,"

11) XXII Cbe311 KOMM}'HHCTH 'leCKolt
2, C. 587. 흐루시초프는 1956년

flaHOpaMa ,

no. 10, M. , cc. 6-7.

napTHH coseTCKoro COI03a: CTeH. oT 'leT(1962) , M. , T.

2월의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

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연설에서 소련공산당을 스탈린 개인숭배의 주된 피해자
로 묘사하였다.

12) ，꺼 3 BOCnOMHHaHHß B~4eC JlaBa HrpyHoBa. 0 ’ MEMOPHAJJE "’ IOpHß CaMoLIYPOB , "3aLIa4H ’
때。rpaMMa H yCTaB paÕOThl OprK。뻐TeTa no peaJIH3au뻐 HapolIHoro npoeKTa ‘n빠ffiTHI1K’”
(http://www.igrunov.rψ'cat!vchk-cat-org/memor/hisν'docum/1 078384044.h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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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모 복합단지 (MeMOpliaJJbH뼈 KOMTIJJeKC) 를 조성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
면 추모비는 ‘참회
는

주장했다.1 3 )

없는 화해’， ‘자기만족’의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

또한 이그루노프는 “사회에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을 통

치하는 도구로서 [행해진] 탄압과 테러”를，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끝없는 비극

을 낳은 우리 문화의 재앙”으로 간주하였고 추모 복합단지가 “어디선가 계속
되는 폭력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 다시 말해서
그는 현재를 포함한 모든 역사가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폭력’
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이그루노프의 이런 주장은 당
시에는 너무 ‘앞선’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15) 다른 주장들， 특히 그의 추모 복합

단지 구상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결과 1987 년 8월말에 사모두로
프 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적인 비공식 활동가 회

의에서 ‘공개성과 합법성’을 자신들의 주된 활동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추모
비’ 발기 모임(IiHIil\lia TIi BHa.sl rpynna , 11r)의 탄생을 선언한 후 그 모임은 점차
‘메모리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 6 )

이렇듯 메모리알 운동의 내부에는 처음부터 분명한 의견 차이와 갈둥을 보
여주는 두 경향이

존재했다. 사모두로프로 대표되는 한 경향은 주로 과거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이상주의에서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당국에 보내는 청원서를 중심으로 활동하려
했으며， “페레스트로이카의

깃발 아래 [소련공산]당과 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다른 경향은 이그루노프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파로서 “시민사회와 애국적인 반대세력의

재건 ..

즉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던 반체제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메모리
알이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대안적인 조직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두 세력 중 메모리알 운동의 여러 활동， 특히 ‘합법
적인’ 활동을 주도한 것은 사모두로프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였다. 하지만 이

들은 이후에 여러 문제들을 둘러싸고 급진파와 계속 충돌하면서도 그들의 영

13) "1'13 socn。뻐HaH뼈 BjI'I ecJJasa HrpyHosa. 0 ’ MEMOPHAJlE’”
14) B. HrpyHos , "lleKJJapaUlijl MeMopli aJJa.. (http://www.igrunov. ru/cat!vchk-cat-org/mem
or/h is t!docum/declar- 1.htmI).
15) "3anliCKa B. B. HrpYHosa K HaGopy lI pOeKTOS MeMopliaJJa''(http://www.i맑unov.ru/caνv
chk-cat-org/memor.써lSνdocum/vc바-cat-org-memor- history-zapiskajgc87.htm1).
16) 뻐.apel! BaCliJJeSCK때 (1쨌)， CC. 6-7; PyCCKa.JI M힐때(1쨌， 5 φeGpaJJjl) ,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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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17) 이를 통하여 메모리알은 점차 급진적으로 변
해가던 소련 사회의 변화에 앞서 나가거나

적어도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한편 발기 모임 (Hr)은 의견 수렴과 내부 토론을 거친 18) 후， 10월에는 소련

최고회의에 “스탈린 시대의 불법행위와 정치적 테러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메모리알의 건립을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호소문을 19) 작성하였고， 그 호소문

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여러 단체와 조직

기업체들을 방문하기 시작

하였다. 하지만 이런 활동의 한계는 곧 명확해졌고 거리로 나가자는 주장이

온건파의 동의를 얻게 되자， 1987년 11 월 중순부터 고르바초프의 연설 구절을
내걸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거리에서 메모리알 활동가
들은 국가안전위원회 요원들의 지휘를 받은 경찰에게 여러 차례 구금되는 등

그들의 ‘합법적인’ 활동은 계속적인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지어 몇몇 활
동가의 경우에는 가택 수색까지 당하였다.20)

이렇듯 소련 당국은 스탈린주의 비판과 함께 역사 재평가의 필요성을 주장
했지만 사회의 주도 아래 정치적 희생자들을 기억할 추모비를 건립하려는 메
모리알 운동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예컨대

1987년 8월말의 전국

적인 비공식 활동가 회의에서 공산당 관료들은 당시 사모두로프의 발제가 스
탈린 시대뿐만 아니라 레닌 시대의 탄압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당혹감을 표출하였다 .21) 공산당 관료들의 당혹감은 당시 고르바초프 등이 스

탈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레닌주의를 주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
하다. 아마도 공산당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전술적 고려에서” 메모리알 운동
의 비판 대상을 “스탈린주의에 국한시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잃) 또

한 소련 당국은 메모리알 발기 모임이 가두서명을 전개하자 이를 탄압하였고，
17) ’'HHTepBb lO B. Be Jl eHKHHa C 10. CKy I5 KO. HCTOpH5I ’ MeMopH aJl a’.
18) ’'HHTepBblO B. Be Jl eHKHHa C 10. CKy I5 KO. HCTOPH5I ’ MeMopHaJla ’치 10. B. CaMO.aypo B, "npoeKT
lI pOrpaMMhI

H 3alla 'l pa l5 0ThI HHHUHaTHBHOA rpYlIlIhI .. (http://www.igrunov.ru/caνvchk

cat-org/memor/his t!docum/vchk-cat-org-memor-history-proj_samodur.htmD.
19) "O l5pa띠eHHe B BepXOBH뼈 COBeT .. (http://www .igrunov.ru/cat!vchk-cat-org/memor/h i

st!docum/vchk-cat-org-memor-doc-obrasch_sov.htmD.
20) AHllpeA Bac HJleBcKHll(1989) , CC. 6-7; PyCCKßJI MblCJIb, 1988, 5 φe l5p aJlj!， C .6; "HHTepBblO
B. Be Jl eHKHHa C 10. CKy I5KO. HCTOPH 5I ’MeMopHa Jl a11’ 거 리 에 서 의 시 위 또는 집 회 는 당
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거리에서의 서명 작업이 이

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1) Kathleen E. Smith(l996) , pp. 83-84.
22) "HHTepBb lO B. Be JleHKHHa C 10. CKy I5 KO. HCTOPH5I ’MeMopHaJ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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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모스크바 시위원회 대표들은 1987년 12월 11 일 발기 모임의 대표

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모비 건립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지

금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은 먼저 경제개혁을 실행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주
민들의 독자적인 사회 활동을 발전시킬 생각이었다. 따라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메모리알 건립은 근로 대중들의 관심을 ‘최우선

적인 과업의 해결’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정치적 선동’， 즉 형사 처벌이 가

능한 범죄 행위이라고 시 위원회 대표들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메모리알은
경제개혁과 민주화란 “밀접하게

연관되며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모비 건립이 결코 경제개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추모의 형식은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논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압을 중
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위원회 측은 메모리알의 현재 활동이 불법
이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나아가 만약 가두서명을

계속한다면 “(발기)모임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였

다.정) 요컨대 공산당은 ‘과거사 문제’가 지닌 대중적 호소력과 함께， 아래로부

터의 발의에서 시작된 메모리알 운동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하였기 때문
에 메모리알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런 당국의 탄압 때문에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내부의 논의를 거친 후 거
리에서의 서명 작업을 자제하고

그 대신 여러 극장 또는 콘서트홀의 로비에

서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명 용지를 지방에 보냄으로써
서명 작업은 “이전의 사미즈다트 (caMH3 .llaT) 방식으로” 확산되었고 그런 지역
에서는 나중에 메모리알 지부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레닌그라드를 비롯한 몇
몇 도시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
한 1988년 2월에 발기 모임은 메모리알을 건립할 것을 호소하는 편지에 과학
및 문화 분야의 저 명 인사 113 명 의 서 명 을 받아 고르바초프에 게 보냈다.24) 이
렇듯 메모리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

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한편 1987 년말과 1988년초에는 소련의 국내 상황도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
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우선 고르바초프는 1987년 10월혁명 기념일에 했
던 자신의 연설(“ 10월과 페레스트로이카: 혁명은 계속된다")과 그의 저작(“우

23)

PyCCK aJI MNC.지b (1 988，

24)

AHlIpell BacHJl eBcKHII (1 989) , CC.

5 φeGpa.nJl)，

c.

6-7;

6.
PyCCK8J1

MNC.l1b (1

988, 5

φeGpaJlji)， 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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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와 전세계를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고")에서 소련 사회의 과
거 및 현재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해석이 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런 변화는 1988년 1 월에 1930년대 말 탄압 희생자의 복권에 관한 소위원회
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설치되고 2월 4 일에는 부하린 둥 스탈린 반대파
지도자들이 복권되는 둥 과거사 문제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이제 스탈린주의

는 ‘개인숭배 시기’， 즉 1930년대 후반 이후가 아니라， 1920년대 -1950년대 중
반 사이의 모든 사건과 결부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소련 사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의문시되었다. 특히 “나는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안드레예바 (H.

A.

AHllpeeBa) 의 논설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반대 선언’으로서 급진 개혁파들
의 대대적인 반격을 초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스탈린주의 비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더욱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면
서 소련 지도부를 비판한 후 모스크바 당 지도부에서 해임되었던 이른바 ‘옐
친 (5.

H.

EJIbUHH) 의

반란’ 사건은 페레스트로이카를 둘러싼 소련 지도부 내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었고， 급진 민주세력들은 페레스트로이카 급진파의 이미지
를 지닌 옐친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그리고 ‘비공식’ 운동들도 1987년말 이
후에는 점차 정치적 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
어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분열되었는데

경우 ‘비공식’ 운동은 자유주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처음에 소수파에

불과하였지만 더욱 급진적인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였고， 발트 공화국을 비롯
한 비러시아계 공화국들에서는 처음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던 ‘민족적 민
주화운동’은 점차 민족주의 사상에 근거한 대중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잉) 요컨대 1988년초에 이르면 소련 지도부와 급진적인 사회 여론 사이

의 간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정치 상황의 변화는 아마도 공산당 측의 비협조적

태도와 함께 메모

리알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메모리
알 운동을 믿고 서명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또한 그런 방향 수정의 ‘직
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26) 2월말에 발기모임 회원인 포노마레프 (JI.

nOHOMapeB)

는 메모리알 운동을 “역사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즉 동록
된 대중 시민단체의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을 제기하였고 다른 회원들도
이런 구상을 지지하였다 .27) 그리고 1988년 봄 즈음에는 메모리알 그룹 내에서

25) A. C. BapceHKoB(2002) , cc. 88-96.
26) "ljTO Ta KOe ’ MeMopll a.n’ ?"(http://www.memo. ru/abou t!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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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복원하고 탄압 희생자들의
움직 임 이

시 작되 었다. 모스크바，

기억을 보존하는 작업에
레 닌그라드 등에 서 는

직접

착수하려는

탄압받았던

정보를 수집하는 그룹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사람들의

만든 질의서를 역시

‘사미즈다트 방식으로’ 유포하여， 탄압받았던 사람이나 그들의 친지들에게， 자
신 또는 죽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메모리알 참여자들은 추모비 건립도 중요하지만， 장차 메
모리알의

기본 과제란 ‘추모비’가 아니라， ‘기억’， 다시

밝히고 그에

대한 ‘기억’을 확산시켜 사회의식의

말해서 과거의

테러를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어

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다. ‘메모리알’은 독자적으
로， 즉 국가 및 국가기관틀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역사적 기억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담당할 전연방적인 사회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

로 문서고， 도서관， 박물관을 만들고， 독자적인 역사 연구， 문헌 및 예술작품
전시회， 영화 상영， 출판， 만찬회 등을 조직하여 테러에 대한 기억이 사회의식
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잃)

이런 방향 전환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도， 소련 지도부에 청원하기 위한
메모리알의 서명 운동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많은 활동가들은 6월 28 일 -7 월

1

일에 열릴 소련공산당 19차 전연방 협의회를， 소련 공산당 및 정부로부터 메
모리알 건립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고， 따라서
거기에 청원서와 함께 서명 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
였다. 게다가 메모리알 활동가들이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유명한 극장 로비에
서 막간 휴식시간에 관객틀의 서명을 받고 있는 ‘낯설고 예상치 못한’ 광경
을 묘사한 쉐코치힌 (10. Dl e KO 'lI1 XllH)의

기사가 1988 년 1 월 20 일자 『문예신문

(nI1 TepaTYPHa~ ra3eTa)~ 에 실린 이후 메모리알 관련 기사는 점차 대중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잃) 그와 동시에 “스탈린 시대의 희생자들에 관한 기사들도

점점 더 많이 언론에 실리면서” 메모리알의 서명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
하였다.3이 그 결과 19차 당협의회 대의원인 역사가 아파나시예프 (10. AiþaHaCbeB)

27) AH LlpeA BacHJJeBc I< HA(1989) , CC. 6-7.
28) ’”띠’껴q밖TO TaKoe ’깨M’eMOp마‘HaJJ'ν["‘?'’
29) 지'HTep
따
'aTη
'YPHaJ/ ra3eTa(1988, 때
2 o ~짜HBapJl찌)， No. 3, c. 2 스미스에 따르면， 쉐코치힌의
기사가 메모리알에 관해 소련의 ‘공식’ 신문에 실린 첫 기사였다. Kathleen E.
Smith(1996) , pp. 90-91.
30) New York Times(1988 , 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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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화감독 클리모프 (3. KJUlMOB) 는 메모리알을 대표하여

협의회에

약 5만 4

천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전달할 수 있었고，31) 당 협의회 마지막 날에
고르바초프는 ‘메모리알’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박물관， 문서고， 도서관 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적

않았지만 추모비 (naMjiTH짜<) 건립을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였다 .32) 이로써

메모리알 활동가들의

정치적， 도덕

초기

목표가 달성된

이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것이었다.
하지만 메모리알 활동가들이
오히려
자기

이들은 자신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주장했던 ‘추모비 건립’ 구상을 갑

고르바초프가， 나아가 소련공산당이

l 자신들의

것’인 양 처신하는 것에

’이중적인， 그리고 다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고르바초프와 소련공산
당은 ‘추모비

건립’ 구상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선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추모 단지 (memoriaD 구상은 “사회의 구상”이었다. 메모리알 활동가인
코발렌코 (M. KOBaJleHK이에

따르면， “우리는 추모 단지를， 사회의

추모 단지를

세워야 한다. 국가는 여러 탄압을 자행했다. 그 국가가 추모 단지를 세우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승인을 해주고 사회위원회를 설치한 후， 사
회위원회가 자금을 모아 추모 단지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숭인이다. 그러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다잃) 이렇듯 메모리
알 활동가들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추모비

건립’을 주도해야 한다

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988년 7월초에

고르바초프의

연설로 ‘추모비

건 립 운동’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셈이었지만，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전연방적 사회단체로
조직하기 위한， 이전부터 해오던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미
월에 ‘메모리알’ 운동을 시민단체로 전환시키기

5

위한 조직위원회 (Op rK OMHTeT)

31) Yuri Afanasyev(l쨌) "The Agony of the Stalinist Sys떠n，" in S. F. Cohen & K v.
Heuvel(eds.) Voi∞s cf Glasnost: InteT1J iews ωith Gorbachev's Reformers, New York, p.
11 1. 그런데 쉐코치힌은 자신의 기사에서 서명자의 숫자를 4만 6천명으로 제시한
다. 깨 TepaTypHaJl ra3 eTa(1988, 6 에OJUI) ， No. 27, c. 10.
32) H3BecTHJI(1 988 , 2 HIOJUI) , c. 2.
33) New York Times(1988, 3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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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생했으며 6월초에는 클리모프가 서기로 있던 ‘영화인 동맹’이

메모리알

의 단체-창립회원이 되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메모리알 운동이 ‘공인’받
았던 19차 당 협의회

이후에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에 호응하여， 예술가 동맹，

건축가 동맹， 연극인 동맹， 대중 주간지 인 『등불 (OrOHeK)~ ， w 문예신문』 등 여
러 공식단체들이 메모리알의 단체-창립회원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며， 새로

운 개인 참여자들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추모단지의 건
립 및 운영을 감독할” ‘메모리얄 사회협의회 (OÕlIl.eCTBeHHbIH COBeT , 처음에는 사

회위원회 - OÕlII.eCTBeHHhlH KOMHTeT - 라고 불렀다)’를 조직하기 위해 대도시의
거리와 광장에 나가 시민들에게 사회 명망가， 학자， 작가 등등에서 누가 메모
리알 사회협의회 위원이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설시하였다 .34) 또

한 발기 모임은 7월초에 문예신문에 보낸 펀지에서 첫째， 독자들에게는 메모
리알의 창립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줄 것

을 제안했고， 둘째， 주택사회은행(lKHJICOuõaHK) 에게는 메모리알 건립을 위한 특
별한 계좌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셋째 “우리의 슬픈 기억의 날”로 정
할 날짜를 추천해줄 것을 호소했다 .35) 그리고 8월초에는 기존의 메모리알 운
동의 대표들은 단체-창립회원들의 대표들과 만나 조직위원회를 재조직하였는
데， 새

조직위원회는 우선 사회위원회 (OÕlIl.eCTBeHH뼈 KOMHTeT) 의

회의를， 그 다음으로는 사회단체 ‘메모리알’의

선거

및

첫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다 .36) 8월 25 일의 조직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r 문예신문』과 『등불』
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그리고 모스크바 거리에서 이뤄진 여

론조사를 참조하면서 사하로프 (A ， CaXapOB) 를 의장으로 하고 옐친， 역사가 아
파나시예프， 시인

예브투웬코 (E. EBTymeHK이 동 당시

모리알 사회협의회가 탄생되었으며
(HcnOJIKOM) 가 조직되었다.

서기

이때

동시에 주된 실무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글라즈이체프 (B. JJ. r JIa3bI4eB) 는 메모리알의

가을에 메모리알의 조직 활동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메

언론 홍보

공식적인

집행위원회
건축가

대표로서

연맹

1988 년

당국과의 접촉 등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37)

34)

AHllpefl BacHJIeBcKHfI (1989) , CC.

35)
36)

까fTepaTypHafl

6-7;

"4TO TaKoe

’ MeMOpHaJI ’?"

ra3eTa(1988 , 6 HIOJIlI), No. 27 , c. 10.
까fTepaTypHafl ra3eTa(1988 , 10 ABrycTa) , No. 32, c. 2.
37) 쩌Tepa ηrpH，었 ra3 eTa (1988, 31 ABrycTa) , No. 35, c. 2; Mos띠n N.α)s(l쨌)， No. 36, p. 2;
AHllpefl BacHJIeBcKHfI (1989) , CC. 6-7. 위에서 언급한 사람 외에도 A. AllaMoBH t.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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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직 작업과 함께，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사회’의 주도 아래 ‘추모비
추모단지’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우선 7월 27 일자 『문예신문」은 “모스크바에 스탈린 탄압의 희생
자들에 대 한 추모 단지 (MeMOpHaJI) 를 건 립 할 자금을 모집 하기 위 해 ” 새 로운 은
행

계좌를 개설했으며 그 계좌의 소유주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될 사회위

원회”가 될 것임을 그 계좌 번호와 함께 알렸다 .38) 이제 메모리알에 보내는
“기부금과 특별 콘서트， 강연회， 영화 등에서 얻은 수익금 "39)이 그 계좌로 들
어갈 것이었다. 또한 메모리알은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환기시키면서 ‘추모단지 건립’ 문제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대중 주간
지 『등불』을 통하여 ‘추모비-추모단지 계획안’을 공모하였다 .7 월 중순 『둥불』
은 추모비 추모단지의 모습이

대중적인 논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런

논의에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

한 후， 그해 10월 11 월에 문화궁전 (llOM KYJIbTYPbI) 에서 추모비-추모단지에 관
한 제안 및 도안의 전시회가 열릴 것임을 알리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
및 도안들을 보내달라는 호소와 함께 보낼 곳의 주소를 게재하였다.예) 뒤이어
8월초에는 자신들의 호소에 대한 독자들의 엄청난 반응을 보고하면서 『둥불」
은 독자들에게 추모비-추모단지에 대한 완성된 도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
각， 구상， 거친 밑그림 등 무엇이든지 보내줄 것을 강조했고， 공모가 끝날 무

렵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반(反) 스탈린 행동의 일환으로서 ‘양
심주간’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

행사에서는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과

BaKJIaHOB , B. BblKOB , ll. rpaHHH , B. KOPOTH 'I, 애. Kap~KHH ， JI. JIHXa 'l eB , P. MenBeneB ,
B. OKYlDI< aBa , 끼. Pa3rOH , A. PblÕaKOB , M. YJIb~HOB ， M. WaTpOB 둥이 사회 협 의 회 위 원으
로 선정되었다. 사회협의회

락하였지만 당시 미국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기꺼이 수

있던 작가 솔제니친 (A. H. COJI*eHHUblH) 은 그 제안을 거절

하였다. 그는 자신을 사회협의회 위원으로 선출해준 데에는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자신이 탄압받은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려는 노력 때문에 조국에서 쫓겨났

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협의회의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절의 이유로 제시했다. AHnpell BaCHJIeBCKH Il(1 989) , cc. 6-7. 그
런데 사하로프는 여기에는 솔제니친이 메모리알의 “이염적 경향이 그 자신의 역사
관과는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안드레이 사
하로프 (1989) r 사하로프 회고록~， 하권， 홍순권 옮김， 서울· 하늘땅， 1065쪽

z7 HlOm) , No. 30,
39) 안드레이 사하로프 (1989) ， 하권， 1064쪽.
40) OroHeK(1988) , No. 29, C. 31.
38) llHTepaTYPHéUI ra3eTa(1988 ,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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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료， 그림， 사진， 도표 등도 전시될 것이었다 .41)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정치적 탄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연구 작업도 계속하였다. 메모리알의 단
체-창립회원이었던 영화인 동맹은 메모리알 조직위원회에 사무실을 제공했고，
거기에서는 목격자들， 그리고 감옥 또는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다
른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집되었다.껑) 그리고 이런 작업은 이전부터 메모리알

학문-정보 센터(뻐)가 하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는 학문-정보 센터의 ‘학자
협의회’ (yqeH뼈 COBeT) 가 구성되었으며， 거기에는 역사가， 철학자， 문학가 등

많은 전문 인문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부터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국가의 검열 때문에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출간하지 못했거나， 지하 또는 외국에서 출간했던 사람들도 존
재했다.때)

이렇게 메모리알 운동이 성장

발전하면서

그리고 당시 ‘비공식 운동’이 더

욱 조직화， 과격화되면서 44) 메모리알 운동은 대외적으로는 ‘반정부 시위

및

집회 참여’ 둥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더욱 급진
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반정부 시위 또는 집회의 참여 문
제는 일부 메모리알 활동가들이 ‘메모리알’의 깃발을 들고 반정부 시위에 참

여하자 정부의 탄압을 우려한 온건파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
되었다. 하지만 발기모임에서의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온건파와

급진파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다른 활동， 즉 메모리알 건립
이외의 목적을 지닌 집회 및 시위에는 사회협의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메모리알’ 명의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회협

의회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별다른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고， 이후에도 메모리알의 급진적 활동가들은 메모리알의 깃발을
들고 반정부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뼈)

41) OroHeK(1988) , No. 32, c. 7.
42) Moscow News(1988) , No. 36, p. 2.
43) AHQpeß BacaneBCk째 (1989) ， cc. 6-7; "I.ITO Ta kOe ’ MeMOpHaJJ ’?"
44) 1988년 후반의 소련 상황에 대해서는 A. C. BapceHkoB(2002),

cc .1 04-113을 참조하

라. 이 책에 따르면， 1988년 후반에는 모스크바에서 수천 명 규모의 정치 집회가
열릴

정도로 비공식운동이

조직화되었고

많은 단체들이

반공산주의적

경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45) AH .1l peß BaCHJJeBckHß (1 989) , cc. 6-7;
’ MEMOPHAJIE ’ "

깨 3 Bocn。뻐 HaHH꺼 B~qeCJJaBa

HrpyHoB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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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모리알의

일부 급진파는 자신들의 호소문에서 메모리알 운동이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둔 지금， 메모리알 운동이 처음부터 “단순히 추모비가 아니
라， 정치적 탄압을 예방할 활동 중심지로서 추모 단지를” 세우려고 했음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체주의 체제”가 학
살을 자행하지

않은 지역을 찾기

힘들며， 따라서

메모리알 운동은， 소련정부

가 원하는 것처럼， 모스크바에 전연방적인 추모비를 건립하는 데에 그치지 말
고， 도처에 추모비와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또한 이런 테러와 대규모 탄압
에 책임을 져야 하는 소련 공산당 지도부와 그 국가는 추모 단지의 건설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추모 단지 (MeMOpHaJJ) 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위원회
의 주도 아래 국민의 돈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이어 이들은 스탈
린의 동족학살의 뿌리가 레닌 시대에 있다고 주장한 후，1) 메모리알의 대상
시기를 “ 1918년부터 현재까지로” 확대할 것， 즉 “전체주의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단지”를 세울 것，

2)

‘전능한 소련판 게슈타포’인 국가안전위원회 (KGB)를

해체하고 그 문서고를 공개할 것，

3)

‘정치적 테러의 상징’인 루반카의 국가안

전위원회 (KGB) 본부를 탄압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단지로 만들 것，

4)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복권， 특히 솔제니친의 복권과 ‘수용소군도’의 발간 동을 요
구했다쩌) 물론 이들의 문제 제기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도 계속되면서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었다.
한편 소련 지도부는 비록 19차 당협의회에서 추모비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

했지만， 그것을 메모리알이 주도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아가 메모
리알이

전연방적인 단체로， 더욱이

“통제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유명

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독립적인 대중 공개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도 않았다.47) 특히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메모리알이 ‘대안적인 정당’으로 발전

46) 스쿠브코 (IO.CKYÓKO ), 쿠진 (B.KY3HH)， 안토노바 (0. AHTOHOBa) , 코발렌쿄 (M. KOB aJI eHKO)
둥은 8월 25 일의 조직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스쿠브쿄가 했던 연셜에 근거하여 호소
문을 작성 했음을 호소문의 끝부분에 서 밝히 고 있다. "OÓpallleHHe

qJIeHOB HHHUHaTHBH얘

4-x "paLUl KaJIbHhIX"
rpynTILI "0 MEMOPHAJIE lI<EPTBAM PEnPECC깨，，，， (http://www.igrunov.

ru/ cat!vchk-cat-org/memor/hisνdocum!vchk-cat-org-memor- history-doc-obrasch
_scubko_87 .htmD. 이들의 주장들은 1988년 5월 정당 결성을 목표로 퉁장한 민주동
맹 (neMOKpaTHqeCKHß CO~3) 의 강령에 들어있는 것들이었다. 께HTepBb~ B. BeJIeHKHHa C

10. CKYÓKO. HCTOpHJI ’ MeMOpH aJI a ’

47)

안드레 이 사하로프 (1989) ， 하권， 10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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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당 중앙

위원회는 자신들의 대표를 메모리알 조직위원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시켜

10

월말에 창립총회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단체
창립회원들을 통해 창립총회를 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메
모리알 활동가들은 다시 분열되었다. 온건파는 단체 창립회원들과 함께， 10월

29-30 일로 예정된 창립대회를 당분간 연기하자고 주장했던 반면에， 급진파는
일부 지방 대표들과 함께 창립대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의 논쟁과 대립은 서로 상대방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격렬한 것이었

고， 결국 10월 28 일에야 양측은 사하로프의

중재 아래

당장은 “창립준비

대

회”를， 그 대신 두 달 후에는 창립총회를 갖자논 타협적인 제안을 받아들였
다.뼈)

하지만 10월 29-30 일에 열린 ‘창립준비
의 논쟁과 갈둥은 계속되었고

대회’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

이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쉽게 개인적인 갈등

으로 전환되어 "49) 주먹다짐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창립준비

대회에

는 모스크바의 활동가 220 명 외에도 전국 587~ 도시의 대표 118 명 등이 참석
했기 때문에 급진파와 온건파의 견해 차이는 여러 집단들 사이의， 예컨대 메
모리알 활동가들과 단체-창립회원 대표들 그리고 스탈린 탄압의 생존자들 사
이의， 그리고 모스크바인들과 지방 대표들 사이의 입장 차이와 결부되면서 주

요 문제들에 관해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었다 .50)
우선 대회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메모리알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스탈린 탄압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

48) AH .lIpell BacH .n escKHll(1989) , cc. 6-7;

’꺼 3

socnOMHHaHH꺼 B~qec .n asa

HrpyHoSa. 0

’ MEMOPHA끼E ’”

’'nO.llrOTOsHTe.nbHa~ KO빼 epeH깨 sceCO~3Horo .lIOÕPOSO.nbHOrO HCTOpHKO-npoCSeTHTe .nbCKOrO
OÕll\ eCTSa ’ MeMopHa.n’ 11 (http://www.igrunov.ru/caνvchk-cat-org/memor/his t/docum!
vchk-cat-org-memor-gazeta-prep_conf.htm!).
5이 메모리알 창립준비 대회의 회의록은 "CTeHorpaMMa opraHH3al1HOHH얘 KO 빼epeHI1HH
OÕ ll\ eCTSa "MeMopHa.n" 29 OKHÕP~ 1988 r ... (http://www.i grunov. ru/caνvchk-cat-org
/memor/hisν'docum!podgotovit-memo-paπI. html); "CTeHorpaMMa opraHH3al1HOHHO때
KO 빼 epeH I1뻐 。 ÕlI\eCTSa "MeMopH a.n" 30 OKHÕP~ 1988 r ... (http://www .igrunov.ru/caν

49)

vchk-cat-org/memor/hist/docum!podgotovit-memo-partII.htm!) 에 실 려 있 다. 창 립

준비 대회에는 대표들 이외에도 초청 인사틀과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틀에 걸쳐 70명 이상의 대표들이 발언하였고， 다양한 제안들이 서변으로 대회 의
장단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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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표들은 추모비

건립과 함께， 탄압 희생자들의 권익

보호를 메모리알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메모리알이 그들을 대신하여 복권， 연금，

그리고 2차대전 참전자 수준의 특혜 등을 관계 당국에게 요구해줄 것을 기대
했다.51) 또한 어떤 대표들은 ‘국민적 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스탈린주의
의

재발 방지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가장 좋은 추모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52) 다른 사람은 메모리알의 주된 과제를 ‘우리 사회의 스탈린주의
청산’， 다시

말해서

법치국가 확립과 사회 민주화라고 주장했다.닮) 반면에 또

다른 대표들은 메모리알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스탈린주의의 재발 방지가 아

니 라， 스탈린주의 와 그 희 생자들에

관한 ‘기 억 의

재발 방지임을 지적하면서 메모리알이

보존’을 통한 스탈린주의 의

정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였다.잉) 그리고 메모리알 ‘학문연구센터’의 한 사람은 메모리알을 국가 당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 학문의

며， 일부 대표들은 메모리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기관의

근거

없는 탄압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닮)

또한 대회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메모리알의

회원자격과 조직원칙 등에 대

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표현하였다. 예컨대 로이 메드베제프는 메모리알이 ‘진
정한 대중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자격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에

레즈니첸코는 메모리알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입회 희망자들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 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

장했고， 갈루가 대표인 사프란스키는 대중성을 추구하다가는 메모리얄 운동의
대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메모리알 활동가틀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자
고 제안했다 .56) 또한 연방주의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51)

52)

예컨대 11.

원칙의

적용 수준， 즉 지방 조직의

대해서도 논쟁이

자율성을

전개되었다. 모스크바 활동가를

n.

AJIe I< CaXIIH , B. B. 3e311H 둥의 발언을 보라. "CTeHOrpaMMa OpraHlI 3allllOHHo l! 1< 0빼 epeH뻐 11 OÕmeCTBa "MeMOpllaJI" 29 OI<TJl ÕpJl 1988 r."
같은 문헌의 T. BOXMeHlleBa의 발언 참조.

53) 같은 문헌의 r. JIeõelleB 의 발언 참조.
54) "CTeHOrpaMM a opraHlI 3alllloHHo l! 1<0빼epeHlllI1I oõmeCTBa "MeMOpllaJI" 30 OKTJl ÕPJl 1988 r."
의 JI. C. Tpyc 의 발언.

55) 같은 문헌의 11. JI. JIyõeHHIIKoB , r. TI. Pa l<lI TC l< aJl 등의 발언 참조.
56) "CTeHorpaMMa opraHII3allllOHHoß 1< 0빼 epeH뻐11 oõmeCTBa "MeMOpllaJI" 29 OI< TJl ÕPJl 1988 r."
의 P. A. MellBelleB , Pe3HIIQeH I< 0 등의

1<0빼epeHllHH OõmeCTBa "MeMOpH aJI"

발언

참조

30 OI<TJl ÕpJl 1988

"CTeHorpaMMa opraH lI 3allHoHHo l!

r."의 T. CaiþpaHcKHl!의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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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표들은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메모리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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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초안을

비판하면서 연방주의 원칙을 더 철저하게 적용한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창립준비 대회에서는 새로 구성될 창립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들 초

안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관 초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창립대회 한 달 전까
지 중앙지에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57)

이런 입장 차이는 스탈린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비-추모단지 문제에서
도 계속되었다. 물론 대회에서는 희생자들올 추모할 다양한 방법과 활동들이，
예컨대 진혼곡， ‘회고 여행’， 기록영화， 추모일 제정， 수용소와 감옥의 보존， 집

단매장지 추적 및 추모비 건립， 구술사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 및 출판 작업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모스크바에 세워질 전연방적인 추모비-추모단지에 관
한 다양한 구상이 제기되었다. 스탈린 탄압의 생존자인 제진은 수감 당시 자

신들의 몽을 럽혀주었던 ‘장작불 모양의 꺼지지 않는 불’을 추모비로 만들어
그 장작불 옆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도브로쉬탄은 그것을 붉은 광장에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스미르노프
는 “모든 탄압 희생자들에 관한 기억을 수집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

컴퓨터

들을 갖춘 추모비를 세우자고 말하였고， 부쉬코는 모스크바의 부퇴르스카야
(5YTblpCKa $l)

감옥을 메모리알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여

그 감옥에

박물관，

문서고 등을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스쿠브코는 비밀 정치경찰이 존

재하는 한 스탈린주의 청산과 사회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안전위원회 (KGB)의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정치적

테러의 상징물인 루반카의

국가안전위원회 본부 건물을 추모단지로 만들자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촉
구하였다.잃) 하지만 일부 지방 대표들은 메모리알이

전연방적인 추모단지의

건설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거나， 전연방적 추모단지를 모스크바에 건

립하기보다는 각 연방 및 자치 공화국의 수도에 추모단지를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59) 게다가 추모비-추모단지의 의미에 대해서

도

57)

견해가 갈라졌다. 스탈린

탄압 희생자의

친지들에게

추모비-추모단지란

예컨대 위의 10월 29 일 CTeHorpa뻐a의 n. M. Ky~KHH， T. BOXMeH~eBa 등의 발언과

10월 30 일 CTeHorpaMMa 의 삐. CKy Cí KO 의
KOHlþepeHHJI

BCeCO lO 3HOrO

.oOCí pOBO Jl bHOrO

발언을 보라. 또한 "nO .orOTOBHTe Jl bHa $l
HCTOpHKO-npOCBeTHTe Jl bCKOrO OCíll\ eCTBa

’ MeMopH aJJ "’을 참조하라.
58)10월 29 일 CTeHorpawa 의 B. B. 3e3HH , DO CípomTaH , A. C. CMHpHOB , O. M. öymKo 동의
발언 참조. 또한 10월 30 일 CTeHorpaMMa 의 10. CKyCíK。의 발언 참조.

59) 같은 문헌 29 일자의 JJ.

A. nOHOMapeB의 발언 및 30일자 B.

R. KpyTKOBCK뼈의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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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가져가서 울면서 그들[묻힌 곳을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을 회상할 수 있

는 장소”를 의미했다면， 메모리알 활동가들에게는 추모비-추모단지란 단순히
“꽃을 갖다놓고 무릎을 꿇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상징했다 .60)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여러 급진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공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일부는 무시되거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우선 악슈치쪼가 솔제니친의 복권과 『수용소 군도』의 발간을 요청하는 결의

문을 제안하자 대회는 그가 제안한 결의문을 그대로 채택하였다.60 또한 대회
에서는 메모리알 활동의 대상 시기를 스탈린 시대에 제한하지 말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역사 연구 단체인 메모리알이 학문적
대상 시기를 사전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연구의

어떤 사람은 스탈린과

스탈린주의를 구별할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스탈린은 이미 상정이 되었
기 때문에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그 의미는 스탈린
사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희생자의
소련의

범위를 동유럽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들까지

경우에도 적색 테러와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의

확대해야 하며，

희생자들도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했다 .62) 그런데 희생자 문제는 가해자 문제와 결부되기 쉬웠
고， 그에

따라 대회에서는 스탈린 및 그 측근들， 또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재

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레즈니첸코는 탄압 희생자들뿐만 아

니라 탄압 참여자와 협조자들의 명단도 작성해야 하며 반인륜 범죄의 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포노마레프는 이에 동조하면서 스탈린 시대의

범죄들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할 것

살아있는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 등을 요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없) 그리고 일부 대표들은 창립준비

대회를 창립대회

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였다.64 )
60)10월 30 일 CTeHorpa뻐a의 CeBepHa.sI의 메모와 B. E. naCTepHal<의 발언 참조.
61) 10월 29 일 CTeHorpa뻐a의 B. Al<clO'IIUl 의 발언.
62) 예컨대 10월 29일 CTeHOrpaMMa 의 Jl. H. Eorop a3, O. M. Ey띠1<0， E. r. EOHH3P, B. rpHBeHI<。

동의 발언올 보라.

63)

10월 29 일 CTeHorpa뻐a의 Pe3HH 'I eH I< 0 , nOHOMapeB 동의 발언. 유사한 주장은 다음날

에도 계속되었고， 대회 말미에는 그에 대한 결의문도 제출되었다. 하지만 결의문
채태 여부는 창립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10월 30 일 CTeHorpaMMa 의
C. M. npo뻐Ha，

ll. H. MyC aT OB , B. R. KpyT I<OBC I<때 동의 발언을 보라.

64)10 월 30 일 CTeHorpa빼a 의 H. Jl. JlyõeHH따OB ， ll. H. Jl eoHoB 동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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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진 것은 아니었

다. 몇몇 지방 활동가들은 자기 지방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방 상황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어떤 지방에서 메모리알 활동

은 지방당국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을 뿐만 아니라 메모리알 운동을 음해하
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졌으며

또 다른 지방에서는 희생자들의 많은

친인척들이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의 복권 문제를 제기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65) 따라서

이런 지방 활동가들에게는 메모리알 운동의

합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게다가 대회의 많은 참석자들은 메모리알 운동이 공개
된 합법적인 단체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이나 ‘비현실적인’ 요구는 정부 당국의 전면적인 탄압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레닌그라드 대표인 프로쉬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하고 있는 이 운동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경솔하고 불법적인 행동’
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그녀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독재 및 불법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후
의를 위해” 정부당국과 전혀

고 경고하였다，66) 더욱이

만약 메모리알 운동이 “위대하고 숭고한 대

타협하지

않는다면 고립되어

메모리알 운동의

쇠퇴할 수도 있다

주요 활동목표， 예컨대 추모단지

건립， 탄압 희생자들의 처지 개선 등은 정부당국의 협력이 없다면 사실상 실

현되기 힘든 일이었다. 예컨대 메모리알 조직위원회는 추모비-추모단지 도안
동을 공모하면서 문화부와 협력하였으며 탄압 희생자의 추가적인 복권을 위
해 정치국의 관련 소위원회와 계속 접촉해왔다. 또한 탄압 희생자들에게 연
금， 2차대전 참전자 수준의 특혜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도 국가였으며， 추
모비 추모단지의 건립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국가였다，67) 따라

서 많은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
라， 개혁적인 소련 지도부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68)
65)10월 29 일 CTeHorpaMMa 의 11 , A, nOHOMapeB 의

발언

10 월 30 일 CTeHorpa뻐a 의 ll , H,

MycaToB 둥의 발언.

66)

예컨대 10월 30 일 CTeHorpa뻐a 의 C, M, npOmHHa ,

H, M,

mBapu 둥의 발언을 보라. 레

닌그라드와 스베르들로프 대표단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요구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조직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했다. 하지만 ‘극단주의’ 단
체들， 특히 “민주동맹”과의 관계 단절을 표명하고 그 회원을 메모리알 운동에서 축
출하자는 온건파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7)
68)

10월 30일 CTeHorpaMMa의 B, 11 , rJla3뻐eB ， H, n , AJIeKcaxHH , P, A, MellBelleB 등의 발언

메모리알 활동가들의 이런 태도는 창립준비 대회가 끝날 무렵 민스크에서 탄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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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창립준비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메모리알 운동의 주요 문제들에

대

해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많은 참석자들은 이런 입장 차이에서 메
모리알 운동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탈스탈린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메모리알 운동이 전연방적 시민단체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대회 참석자들은 메모리알 창립
대회를 12월 17-18 일에 소집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준비할 조직위원회의 구
성 원칙 등을 정한 후69) 이틀간의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소련 당국은 메모리알 운동이 전연방적 시민단체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메모리알 운동의 단체-창립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문예신문은 메모리알 조직위원회가 마련

하여 넘겨준 정관 초안을 한동안 게재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정관 초안 작업
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창립총회
가 연기되었다는 기사를 실었다.7이 또한 단체-창립회원들은 정부 당국이 마련
된 정관 초안에 불만을 표시하자 자신들끼리 정관 초안의 수정 작업을 시작

하였다. 하지만 단체-창립회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메모리알 활동가들의 격렬
한 반발에

부딪쳤다.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단체-창립회원들에게

‘협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확히

밝혔다. 그에

그런 식의

자신들이 창립대회 준비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따라 단체-창립회원들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었고， 그

대신에 사하로프， 아파나시예프 둥 일부 사회협의회 위원들이 당국과의 중개
자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70 그리고 정관 초안은 주간지인 『둥불』에 넘겨져
월 28-29 일에

열릴

메모리알 창립대회에서 논의

1

채택될 것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1989년 1 월 중순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η)

생자들을 추모하던 집회가 “야만적으로” 해산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민스크 사
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전보를 고르바초프에게 보내기

로 결 정 했다는 사실 이 잘 보여 준다. "nOllrOTOBHTeJJbHa~ 1<。빼 epeHH~ BCeCO~3HOrO
llo6pOBOJJbHOrO HCTOpH I< O-npOCBeTHTeJJbC I< OrO 06~eCTBa

69)

’ MeMOpHaJJ"’

참조.

아파나시예프를 의장으로 한 새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oprKO뻐TET no C03 IlaHH~
。 6~eCTBa

’ MeMOpHaJJ ’ "(http:j/www.igrunov.rψcat/vchk-cat-org/memor/hist/docum/

vchk- cat-org-memor- gazeta-orgcomi t. h tmI)을 참조하라.
LIe l< a6p~) ， No.

70)

JJHTepaTypHaJI ra3eTa(1988 ,

71)

AHllpeR BaCHJJeBC I< HR (1 989) , CC.

7

6-7.

49,

c.

2

가장 적극적인 사회협의회 위원은 A. CaxapoB ,

10. AlþaHacbeB , A. ALIaMoBH'I, E. EBTymeH l< o , 10. Kap~ I<HH 등이 었다.

72) OroHeK(1989) , No.

4,

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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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련 당국은 창립준비 대회 이후에 메모리알 운동의 영향력을 약화시
키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1988년 12월 27 일에 『소비에트 문화 (COBeTCKa.!l KY)]bTypa)~ 지는 소련 문화부，
국가건축위원회， 모스크바 시당국， 예술원， 예술가연맹， 건축가연맹 등의 이름
으로， “ [19차] 전연방 당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스크바에 세워질 “개인숭배

시기 불법행위
표하였다. 이

및 탄압의 희생자들에
공고문에

대한 추모비”의 도안을 공모한다고 발

따르면， 공모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작

성된 도안만을 제출할 수 있었고， ‘조각가，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 등 전문
가들은 참가할 수 있지만 “단체는 공모에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73) 뒤이어

1 월 3 일에

문화부 장관 자하로프 (B. 3aXapOB) 는 추모비

인터뷰에서

우선 추모비의

도안 공모와 관련한

설립 장소와 구상을 심사한 후 세부적인 도안을

선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추모비 건립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겠

지만 사회에서 모은 ‘상당한 금액의 돈’， 즉 메모리알 사회협의회 명의로 개설

된 은행계좌의 ‘50만 루블이 넘는’ 예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껴) 그런데 이

런 조치들은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메모리알과 일반 대중들을 방관자로 전락
시킬 뿐만 아니라， 탄압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문제를 제기， 발전시켜온 메모리
알 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메모리알 운동에 대한 ‘공격’을 의
미하였다.75 ) 따라서 메모리알 운동 측은 기자회견， 항의서한 등을 통해， 메모
리알 운동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문서고， 도서관 등 다른 시설들을

배제한 추모비만을 언급했다는 점，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메모리알 사회
협의회를 추모비 건립 사업으로부터 배제하려 한다는 점 등을 항의하면서， 메
모리알 운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와 함께， 문화부의 도안 공모에 참여한

몇몇 단체-창립회원들을 비난하였다.76 )

한편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당국의

계속된 압력에도 불구하고 창립대회 소

집을 준비하였고， 당국은 창립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

해 사하로프， 아파나시예프 둥 메모리알 사회협의회 위원들을 당 중앙위원회

73) COBeTCKaJI KY.l1bTypa(1988 , 27 lleKaÔp5l), C. 2.
74) H3BeCTHJI(1 989 , 4 5l HBap5l), C. 3.
75) New York Ti mes (1 988 , 28 December) , pp. A1 , A9.

76)

"OTKP씨Toe ITHCbMO OômeCTBeHHoro COBeTa MeMopHana 뻐HHCTpy KyJJbTyp퍼 CCCP 3axapoBy

B. r." ,

27

lle I<a Ôp5l

1988

r.( 이 항의 서 한은 http://www.igrunov.nνcaνvc바(-cat-org/me

mor/hist/docum/vchk-cat-org-memor-gazeta-scheLpamyat.html 에 서
AHllpe꺼 BaCHJJeBCK때(1 989) ， CC.

6-7.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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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렀다. 이 모임은 당 중앙위원회의 이데올로기 담당 서기 바딩 메드베데

프의

보좌관인

알렉산드르 데그짜레프 (Alexander Degtyarev) 가 주도했는데，

그는 19차 당협의회 이후 당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련 문화부가 스탈린 시

대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 건립 사업을 떠맡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런 목적
으로 모금된 모든 기금은 문화성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각 지역의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산하에 스탈린 시대의 범죄를 조사할 소위원
회가 설치될 것이며， 각 지역의

메모리알 지부들은 이

소위원회에

참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알 창립대회를 소집할 펼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컨
대 소련 당국은 희생자 추모 운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하지만 사하로프 등은 이런 주장에 단호히 맞서면

서

어떻게든 창립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따르면， 정부 위원회와 대중 단체는 별개의

표현했다. 사하로프에

문제이며， “대중 단체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 그 독립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결코 독립성이 상
실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인가받지 못하고 회합 장소를 얻지 못한
다면 우리는 개인 아파트에서라도 대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다.77) 이렇듯 메모리알 운동은 당국의 방해와 압력에 맞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소련 당국은 결국 창립대회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메모리알의 창립대회는 1989 년 1 월 28-29 일에
이

1087ß

도시의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 항공연구소 문화관 (llK MAI1)에서

대표 약 500 명

열렸다. 대회

첫

날 참석자들은 『등불」지에 이미 발표된 정관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키
기로 결정했고， 뒤이어 각 대표들의 수정 제안을 반영하여 정관 초안을 수정

할 편집위원회를 선출하였다. 편집위원회에는 기존의 정관 초안을 작성했던

5

명 외에 주로 지방 대표들로 구성된 17 명의 새로운 위원들이 추가로 참여하
였고， 그에 따라 지방 대표들의

입장이 정관의 수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

다. 그 결과 본 회의와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의 격렬한 논쟁과 표결을
통하여 78) “실제로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77)
78)

민주적인 요소들이 도

안드레 이 사하로프 (1989) ， 하권， 1067-1069쪽.
메모리알 창립대회

첫날의 회의록은 "CTeHorpaMMa nepBOrO Ll HjI Y'I pe LlIITeJJbHo l!
'MeMOpllaJJa ’ .. (http://www.igrunov. ru/cat/vchk-cat-org/memor/hist/do
cum/uchredit-memo- l. html 및 http://www.igrunov.ru/caν'vchk-cat-org/memor/hi

K。빼epeHUlI1I

st/docum/uchredit-memo-2.html) 에 실려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창립대회에는 표

결권을 지난 대표 489 명(모스크바 대표 93명，
원의

1077>>

도시 대표 326명， 단체-창립회

대표 70명)， 심의권을 지닌 대표 16명， 모스크바의 내빈 150명， 다른 도시의

패레스트로이카와 스탈린 문채: ‘메모리알’의 형성과점을 중심으로

입， 확대， 섬화된”깨) 단체

정관이

채택되었다. 그 정관에

153

따르면，80) 전연방적

시민단체인 메모리알은 각 지방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방주의
적 조직 원칙’에 따라 조직될 것이었으며， 메모리알의 목적과 임무로는 1) 스
탈린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의 보존과 기록

2)

탄압 희생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움의 제공， 3) 모스크바 및 다른 지역의 추모단지 및 추모비 건설，

4) 스탈린주의에 대한， 그리고 ‘불법적이고 테러적인 국가통치’ 방법들에 관한
역사적 진실의 복원， 5) 민주적 개혁 작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의식 및 준
법의식 발전에의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다원주의적 원칙’과 ‘개방된 사회의

건설’을 지지하고 특정

견해의

예외적인

지위를 부정하는 ‘도덕적 원칙 선언’， 스탈린 시대의 불법적인 대규모 탄압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스탈린과 모든 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사회적 재판’
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21 개조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집행부 (npaBJIeHμe) ，
실무진 (paÕ04a~ KO)])]erH~) 등 주요 지도기관들을 선출， 조직하였다，81) 이렇게

하여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전연방적

시민단체” 메모리알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4.
창립대회 이후에도 메모리알의 활동에 대한 소련 당국의 견제와 방해는 계
속되었고， 메모리알 운동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졌다. 게다가

내빈 237 명， 내외신 기자 249명 등이 참석했다고 자격심사 위원회가 발표했다. 대

표 한 명은 10명의 회원을 대변했다.
79) PyCCKaJl

80)

MblCJ1b(1989

, 3 iþeBpaJI5I), No. 3761 , c. 7.
MblCJ1b , 1989, 3

이 날 채 택 된 단체 정 관은 PyCCKaJ/

iþeBp때51 ，

No. 3761 , c. 7

또는

http:f

/www.igrunov.rulcatlvchk-cat-org/memor/hisνdocum!vchk-cat-org-memor-doc-us
tav.html 에 실려 있다.

81)

r 도덕적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결의문」 동은

"3a5l BJIeHlle 0

HpaBCTBe바없 np뻐IInax ，

29 51HBap51 1989 r''(http://www.igrunov.nνcaνvc바-cat-org/memor，써lSν'docum/vc바
cat-org-memor-doc-zayav_moraLpr.html); "Pe3 。πOUIIII Y4pe LllUeJIbHo II. K。빼epeHUIIII"
(http://www .igrunov.rulcatlvchk-cat-org/memor/histldocum!vchk-cat-org-memo
r-docr-resol.html)에 실려 있다. 메모리알의 공동의장으로는 A. M. AaaMoB 1I4, 10. H.
AφaHaCbeB ， 삐 φ. Kap 5l KIIH 등이 선출되 었다 . POCCHJ/: napTHκ aCCOaHaaHH, com3U,
Kπy6u. CnpaBO 'lHHK(199 1) T. 1, .4. 1, M. , c.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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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당국이 일부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공식 단체로서 등록해주지 않아 메

모리알은 여러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1989 년 1 월의 창립대회
는 전국 각지로 확산된 메모리알 운동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이제 메모리알은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
에 당시 새롭게 확대되고 있던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82 ) 메모리알

활동가들은 1989 년 10월 30 일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루반카 광장의

KGB 건
1990

물을 인간사슬로 에워싼 추모 춧불시위로서 ‘정치범의 날’을 기념하였다.

년 10월 30 일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금한 자금으로 모스크바의 추
모비

건립이

체제의

모든

불가능하다는
희생자들을

점이

명확해지자， 앞에서

기억할” 추모비로서

언급했듯이， “전체주의

‘솔로베츠키의

돌’을 모스크바

루반카 광장에 갖다 놓았으며， 그 다음해에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10월 30 일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날”로 선포하자 많은 도시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로 이 날을 기념하였다. 또한 메모리알은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89 년 봄
의

소련

인민대표회의

선거와 1990년 3월의

‘민주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러시아연방의

대중적

의회

선거에서는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이

용하였다. 그리고 메모리알은 자신들의 지지로 당선된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의회가 테러 희생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을 채택하도록 노력하

였다. 특히 그런 의원 중의 한 명이었던 코발레프는 러시아 의회의 인권위원

회 위원장으로서 메모리알의 전문가들이 복권법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1991 년 10월 18 일에 “정치적 탄압 희생

자의 복권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실행되었던 것이다.없) 이런 활동과 함께 메모리알은 다양한 집회와 시위

를 통하여 현재의 정치적 탄압에도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1991 년
에는 ‘메모리알 인권 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런데 메모리알 운동의 대중적 성공은 짧은 것이었다. 1980년대 말에는 역
사적

진실의

복구 및 탄압 희생자들에

과거사， 특히 스탈린 시대의

대한 공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테러 문제는 당시 정치， 사회 체제의 정당성과

82)

메모리알의 1989-1990년 활동에 대해서는

83)

E. Smith(1996) , pp. 105-130을
/1니 TO TaKoe ’ MeMopHaJl’?"

참조하라.

Nanci Adler (1 993) , pp. 83-121; Kathleen

패혜스트로이카와 스탈린 문체: ‘메모리알’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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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게다가 독자적인 정치활동이 금지된

당시 상황에서 메모리알 운동은 여러 비판적인 활동가들에게 활동 공간과 함
께 만남의 장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1990년 2-3월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정당 결성 등 정치적 활동 공간이 확대되었
다. 그에 따라 대중적 명망가들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은 메모리알 운동에서
벗어나 중앙 정치계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옮겨갔다. 또한 과거사 문제
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나아가 소련체제가 무너지면서

급속히 감소되었고 심지어 소련 체제에 대한 향수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런 상
황에서 메모리알은 여전히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중적
인 조직， 즉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많은 대중틀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존속하기

힘들었고， 또한 그럴 필요성도 없어졌다. 그에 따라 메모리알은 원

래 자신들이 설정한 보다 고유한 목표

즉 스탈린주의 희생자들에 대한 물질

적， 법률적 도움， 스탈린주의의 역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계몽， 그리
고 현재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홍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
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등이， 소련의 새로운 지도부가 체제 내의 개혁을 추진하
고 있던 상황에서

메모리알 운동은 불법행위

및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하여 메모리알
운동은 억눌려 왔던 희생자들의 기억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불행했
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 그런 불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의식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이런 메모리알 운동은 스탈린 시

대에 대한 소련의 공식적 기억과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는 것을， 나아가 소련
체제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메모리알 운동은 소련

당국의 탄압과 방해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온건파와 급진파

가 대립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모리
알 운동은 소련당국에게 추모비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에서 ‘사회’ 주도의
독자적인 추모비 건립 운동으로 나아가 스탈린주의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독자
적인 시민단체 결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당시 ‘전체주의적’ 소련 국가

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던 사회 여론 및 시민운동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하
면서 그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메모리알 운동의

반(反)스탈린주

의적， 반(反)전체주의적 성격은 소련 공산당의 정치 독점권 폐지， 나아가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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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해체를 낳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메모리알 운동은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린 스탈린주의， 또는 ‘전체주

의’의 잔재를 쉽게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소련의 해체와 그에 수반
된 경제난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약화로 이어졌고，
이는 강력한 지도자와 강한 국가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되
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을 위대한 정치가 또는 강력한 국가의

건설자로

높이 평가하려는 움직임이나， 스탈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통

합 또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스
탈린주의， 특히 ‘전체주의적’ 국가 폭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것의 재발을

막을 시민의식을 육성하고자 했던 메모리알의 노력이 거둔 성과의 한계를 보
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역사 연구 및 교

육， 자선 그리고 인권 단체”인 메모리알은 오늘날에도 역사연구-교육단체로서
그리고 인권단체로서 계속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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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estroika and the ‘Stalin Question':
The Emergence of ‘ Memorial ’
Park, Sang-Chul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new Soviet leadership made attempts
to reform the Soviet system, some younger f，리lows made publically an issue
of erecting a monument to pay a tribute to the memories of the innocent
victims of Sta1in's teπor. Having been fillip the suppressed memory of
Sta1 in ’ s victims , the ’Memorial ’ movement sought to uncover a historical
truth about the savage politic떠 persecutions in the era of Sta1in ’s ’personal
cult' and to enhance democratical consciousness in the Soviet society in
O띠er to prevent such tragedies from repeating. Inevitably the movement was
at loggerheads with the official claims on the legitimac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official line of the Soviet Union. Therefore, the Memorial movement
was confronted with the oppression by the Soviet governmen t. In coping
with the hindrances , it underwent the intemal conflicts between the radicals
and the moderates. In this process , however, the Memorial movement
transformed from a movement for petitioning the Soviet government to erect
a monument to a independent social movement for erecting a memorial
monument on its own initiative. Finally the movement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soci머 organization opposed to the Sta1 inist ’ tota1 itarian ’ regime.
Such a development went in concert with the public opinion and other social
movements overcoming restraints on the part of the ’ totalitarian Soviet
State. The an디 -Sta1i띠st and anti -tota1itarian aspects of the Memorial
movement contributed to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hat made it possible
to disman t1 e the Communist Party ’ s monopoly of political power. To a
ceπain degree such an atmosphere led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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