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에트 인간형’의 창조

- 네프기 ‘신체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 원

용 ••

1. 들어가는 말
10월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그들 앞에 제시된 또 다른

과제의 해결올 위해 부심하여야 했다. 새로운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군대의
고위 장교들은 그것의 타도를 위해 병력올 모으기 시작하였다. 전제정 시대에
국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관리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협조
할 수 없다며 망명을 선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유럽의 자본
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망령이 유럽의 중심부까지 퍼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개입을 통해 신생 사회주의 정권을 타도하려 하였다. 한 마디로

소비에트 정권의 존속여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체제와 권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볼셰비키 지도부의 다
양한 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둥장하였다.
경제정책과 국가기구의

정비를 통해 소비에트 정권이 어떻게 위기에

대처

해 나갔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연구가 축척되어 있다1) 이와 더불
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소비에트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축척되어 있다. 이미 교육정책을 통하여 소비에트 정권
이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신 엘리트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를

보여준 피츠패트릭 (Sheila Fitzpatrick) 의 연구는 진부해진 느낌이다 .2) 최근에

*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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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때4-072-AM:J)15).

The Economic Organization 01 War Communism 1918-1921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 H. Rigby(1979) Lenin's Govemment:
Sovnarkom 1917-192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Silvana Mal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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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엘리아스의 ‘문명화과정’ 개념을 이용하여 소비에트 사회의 ‘문화도(I<YJIb
TYPHOCTb) ’라는 개념이 어떻게 당시의 인민들에게 확산되어 갔고 그것이 결국

스탈린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연구라든가 체제가 종교적
성향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들에게 반종교적 내용의 민중가요들

올 전파시켜 체제가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 즉 무신론적인 소비에트의 신여성
올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연구도 등장하였다.3)

볼셰비키당 지도부가 소비에트 체제의 가치를 인민들에게 주입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를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는 없다. 필자는 다
만 인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친 소비에트 체제의 가치 확립은 체제의 기

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은 소비에트 체제의 가치를 내변화시키고 체제에 순응
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양성에 달려 있었다는 의미이다.4) 개인의 이해보

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립， 사회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퇴폐적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를 배격하는 인민들의 태

도， 현재의 물질적 궁핍을 당의 지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둥이야말로 정치권력의 획득 이상으로 사회주의를 견고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렇듯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소비에트형 신 인간의 창
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 ‘신체문화 (~ß3ßqeC l< a~ I<YJIbTypa)’와 관련된 논의

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신체문화를 논문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그것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용어상의 일차적 의미，
즉 신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이라는 한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전

반에 걸친 지도원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의 신체문화는 당

시에 출판되었던 간행물에서 지적되듯이 스포츠를 위한 조직 작업뿐만 아니

2) Sheila Fitzpatrick(979) Eduaztion and Social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biliη

in the Soviet Union , New

3) Vadim Volkov(2000) "The Concept of Kul'tumost'; Notes
Civilizing Process ," Stalinism: New Directions, Fitzpatrick
Routledge, pp. 210-230; WiUiam B. Husband(2004) 깨1ythical
the New Soviet Woman: Bolshevik Antireligious G따stushki，
Review, 63 , no. 1, pp. 89-106.

4)

on the Stalinist
ed. , New York:
Communities and
1917-32," Russian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다양한 용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ndrei Rogache얘<iiGID2)

’'Homo Sovieticus in the Iibrary,"

Eur대꺼e-As따 Stzιiies，

vol. 54, p. fJ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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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의 정치교육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을 ‘신체활동’ 또
는 사전적 의미의 ‘체육’으로 단순히 번역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체
문화는 그 개념에

있어서

스포츠를 포함한 체육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제반 프로그램까지 포
괄하는 것이었다. 신체문화가 삶의

서

의미도 가지고 있기

볼셰비키

넓은 영역에 관여하는 포괄적인 지침으로

때문에 소비에트의

권력의 새로운 인간형

인민들이

그것을 체화한 정도는

창조라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
에 관여하는 선체문화의 측면 중 그것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를 중점적으로 부각할 것이다. 신체문화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지도부의 논의
는 소비에트 선인간형 창조와 관련된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
례이기도 하다.

신체문화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에
트 권력의

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하면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

미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저서들이 있긴 하지만 체육정책의 관련 속에서만 그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문화가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

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체제의 신인간형 양성 프로그램과 어떻게 관
련을 맺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5)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보려는

작은 시도이자 보다 넓은 안목에서는 1920년대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
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어떻게 스탈린주의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는가에

대

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11. 신체문화 이론의 기원 - 표트르 레스가프트
소비에트 정권은 새로운

정치 · 사회체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

시대의 가치와 제도를 일소하는 데 힘을 기울였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걸 맞는 제도와 가치를 건설하려고 했

5) ]ames Riordan (1 977l Sport in Soviet Society: Development 01 Sport and
Physicul Educution in Russ 따 and the USS 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bert Edelman (1 993l Serious Fun' A History 01 Spectator Sports in
the USSR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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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변용을 가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념과 제도가 있다면 그들은 이를 전 시대의 것이라고 배척하지만
은 않았던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을 실현 가능케 하는 “신 인간” 양성
과 관련한 교육정책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러시

아 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문교 인민위원부
의

수장 루나차르스키 (A. JlYHaqapCK Iiß) 는 과거

문화유산을 흡수하려 는 노력

없이는 수준 높은 소비에트 문화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구
시대와의 급격한 단절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였다.6)
1962년 신체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을 출판한 쿠쿠쉬킨 (r. H. KYKYIIIKIiH) 에 따

르면 신체문화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노동자들의 개인적 건강 증
진， 사회주의적 노동을 향한 준비， 조국의 방어 ."7) 이렇듯 신체문화는 사회주
의 체제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전사들의 체력단련올 위한 체육의 의미와
그러한 육체적 건강함을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가치 지향적 제반활
동을 포함하는 의미까지 들어있었던 것이다.8) 그러나 이것은 볼셰비키 정권
의

전적인 창조물은 아니었다. 신체문화의

일차적

개념 중의 하나인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이상은 짐작할 수 있듯이 제정시대의 사회 사상

가들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벨린스키 (B. 5e Jl liH
CK 때， 1811-1848) 는 육체가

없는

정신， 혹은 육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정신을 상정하는 것은 단순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육체
와 정신의

6)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9) 육체와 정신의 상관관계를 지적하고 있

부르주아 문화의 잔재를 거부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적인 문화유형을 창조하려

는 급진주의자들과 루나차르스키와의 갈등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원용 (2002) r 소비

에트 정권초기 고등교육 개혁과 신인간형 창출의 딜레마 J ，서양사론~，

74 , 119-131

죠E

7) Hart Cantelon (1 988) "The LeninisνProletkul ’ tist Cultural Debates: Implications
for Sport among the Soviet Working Class ," Leisure, Sport and Working-Class
Cultures: Theory and Historγ， H. Cantelon and R. Hollands ed. , Toronto, On t.,:
Garamond Press , p. 93.
8) Boris Novilov(987) "The Influence of Physical Culture on the Personality of
Soviet Students ,"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 l. 22 , p.
338.
9) Andrzej Walicki(979)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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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정 시대의 사상가와 운동단체 둥은 이 밖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
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트르 레스가프트 (n. JIecralþT , 1837-1909) 의 사
상만올 검토할 것이다. 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한 신
체문화 이론은 레스가프트의 사상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자이자 해부학자

교육가

사회 개혁가이기도 한 레스가프트는 무엇

보다도 제정기 학교교육에서 체육을 새로운 교과중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었다. 1861 년 대학의

해부학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1869년에 이르러서는 카잔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학 책임자의
보수적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그는 1871 년 교수직으로부터

해임되었

다 10) 교수직으로부터의 해임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토

록 하는 기회였다. 그는 개원 외과의의
고대 그리스에서의 운동의

역사에

재활치료 상담자로 일하면서

관한 책과 체조가 인간의

신체에

유럽과
기여할

수 있는 효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운동과 신체발달에 관한 전문가로
서의 위치를 다져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1875년에는 서유럽 국가들

의 체육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국방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2년간 총 13여개의

서유럽 국가들을 순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찰과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그
는 1877년에 귀국하여 군 사관학교에서의 체육 강좌의 바람직한 내용을 소개
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11)
군 장교의 훈련을 위한 체육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아울러

레스가프트는

일반 학교에서의 체육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는 인

간의 생체에 관한 그의 애초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즉 인간의 신체는 끊
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부분적으로

10) 알렉산더 2세의 ‘대개혁’의 시대적 분위기는 대학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
다. 즉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이 국가기구라고 해서 어느 특정계층의 이익에만
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보편적

이상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존재이유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가 언제나 수용되지는 못
하였다.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전제정 사이의 교육개혁을 둘러싼 갈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amuel D. Kassow(1994) "The University Statute of
1863: A Reconsideration," Russia's Great Rξform， 1855-1881 , Ben Eklof, John
Bushnell and Larissa Zakharova ed. , lndiana: lndiana University Press , pp.
247-263.
11) James Riorda n( 1977)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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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운동이야말로 인간의 신체를 전반적으

로 발전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892 년에
‘청년 학생을 위한 신체발달 증진 협회’를 창설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체육 활

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는 1896년
에 교육부를 설득하여 그의 책임 아래 남녀 체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을 러시아 최초로 설립하였다. 그는 1905년에는 체육교사 양성을 위한 상급학
교까지 만들었지만 학생들의 소요를 부추긴다는 죄목으로 학교는 1907년 폐

쇄되었다. 그의 교육내용은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신설된 ‘신
체문화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1 2 )

레스가프트에 따르면 육체운동은 우리 몽의 각 기관을 완성시키는데 기여
함과 동시에 의식과 감정

의지 등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올 미친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과 육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체육 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육활동을 피교육자의 나이와 상태에 맞게 4단계로 나누

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저학년의 단계에서는 운동능력의 측정과 무
관한 걷기， 뛰기， 던지기 등의 단순한 동작만을 가르치다가 한 단계 위로 올

라가게 되면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는 달리기와 멀리 뛰기 등의 동작을 가르
치며 다시 그 보다 위인 3 단계에

이르면 어떤 목표치를 정하여 그것에 도달

하기 위한 달리기와 멀리뛰기 등의 동작을 가르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전의 교육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을 운동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어려운 동작
으로까지 발전시켜 기술적인 측변을 강화시키는 단계이다 13) 이렇듯 각 단계

별로 차별적인 체육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들에게 최소한

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이다.

체육의 단계별 교육 내용과 더불어 레스가프트가 중시하였던 것은 교육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그에 따르면 학교 체

육이 목표로 하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방법은
체조와 단체 경기， 답사， 산책 등의 방법이다. 답사， 산책 등과 같은 비운동적
형태도 체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그가 생각한 이유는 그것이 학생들

12) Ibid., p. 49.
13) B. B. CTO Jl60B 11 H. r.
Typa 11 C110pT, c. 109.

4YlIlIHOB(1962)

,

HCTOpHJl rþH3H'leCKoll KyJ1bTypbl

Mo CKBa: φ113 KyJ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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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지역의 풍물들을 살

계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산책이 가

져다주는 정서적 안정은 보다 활발한 지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 준
다

14)
그러나 레스가프트가 가장 강조해 마지않았던 것은 학교에서의 운동경기는

성격의 건전한 발달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운동
경기는 집단정신， 이타심， 사회에

대한 봉사의식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

야지 경기 참가자들의 자기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
교의 운동경기

참가자들은 개개인이 소사회의 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기적인 자기만의 목적을 접어두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기의 참가자들은 ’정의감， 동지애，
정정당당한 경기태도’ 등을 제득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레스가프트가 지적

하고 있는 경기 참여자들의 공동의 목표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경
기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의 승리를 강조한다면
운동능력의

향상을 단계적으로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승리에

펼요한 특정

기술만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
지 못하며 그들을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레스가프트에 따르면 승리

의 결과로 주어지는 트로피， 상금 등은 이기적인 욕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육
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15)
체육을 통해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전한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한다는 레스
가프트의 교육론은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그가 관찰할 수 있었던 제한적 의미

의

단체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에

의존한바 크다 16) 사실 체육의 목적과

이념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19 세기 후반에 유럽

정

치무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세 나라， 즉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그것은 다
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 모두 체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에너지
와 본능을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길들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

적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영국의 체육은 추상적 의미의 공동

체보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14)

naM~TH

15)

TaM

:l< e

,

neTpa
CC.

φipaHueBHf/a JJecraφ Ta(J 912) ， f1 eTep6ypr ,

98-103.

16) James Riordan (l 977) , p. 52

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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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에 독일의 체육은 국가라는 보다 광의의 공동체에 봉사하고자 하
였다. 영국의 체육은 공간과 설비를 갖춘 학교들 간의 경기를 강조하는 배타

적

경향이었다면 독일의

체육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운동을

강조하였다. 하나가 귀족적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대중적이었던 것이다. 프랑
스는 이 두 경향을 절충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7) 사회주의 혁

명을 성취한 러시아에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영국식 체육 모델을 채

택할 수는 없었다. 체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독일식 모델 18) 이 사회주의 정권에 부합하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독일식 체육모델이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고
하지만 새로운 인간형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이념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독
일식 모델 또한 인간의 의식과 생활습관을 개조시키는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로서는 미흡한 것이었다. 체조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의

형태를 독일식 모델이 강조하였다 하더라도 운동능력이 뛰어난 소수

의 선수들 위주로 진행되는 스포츠 문화가 독일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

문이었다. 독일의 스포츠 문화에서도 노동자 대중의 참여가 차단되어 ‘구경꾼’
이라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19) 혁명 지
도세력이 레스가프트의 체육론에 다시 주목을 하였던 것은 이 지점이었다. 즉
경기의 승패를 강조하는 운동시합을 부정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체육을 한정시키지 않으려는 점과 단계적 교육내용을 통한 신체의
발탈， 산책이나 답사 등과 같은 운동외적 활동을 체육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킴

으로써

창조적

정신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의 사상은 혁명

정부의

소비에트형 인간의 창출이라는 목표에 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다. 볼셰비키 정부는 그의 사상을 체제의 펼요에 맞춰 신체문화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신 인간 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17) Eugen Weber (1 97 1) "Gymnastics and Sports in fin-de-Siecle France: Opium of
the Classe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 l. 76, no. 1, pp. 71-72.
18) Matthias Marschik(1999) "Between Manipulation and Resistance: Viennese
Football in the Nazi Era," Journal 01 Contemporarγ History , vo l. 잃 no.
2(ApriD , pp. 218-219.
19) Robert Edelman(993) , pp.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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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신체문화 개념의 구체적 활용

노동자 · 농민의

기층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음

을 볼셰비키가 강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현실적으로 체제를 운영해 나갈

만한 자원과 토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먼저 볼셰비키 정권

은 전제정의 유산인 민중의 문맹율을 해소시켜야만 하였다. 1897 년을 기준으
로 글을 읽 고 쓸 수 있는 능력 을 가지 고 있는 주민은 2 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직후인 1920년에 들어와서도 현저히 개선
되지는 않았논데 5 명의

성인 중에 2 명만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찌 또한 볼셰비키 정부는 체제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
제의

국가기구를 폐지

이들 국가기구의

인적

또는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구성을 획기적으로 쇄신시키지는 못하였다

체제의 이념에 호응하면서

국가경영에

사회주의

펼요한 지적 능력을 겸비한 인적자원

을 볼셰비키 정권은 당장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선
택은 기존의

활용할 수밖에

체제에서

교육받고 국가관리의

없었다. 소비에트 초기의

경험이

있는 ‘구시대의

15 개 국가기구 중

117ß

인사’를

국가기구의

인적 구성을 조사한 이로쉬니코프에 따르면 제정 시대 국가관리로 일했던 경

험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에트 중앙 국가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를 상
회하였다 .2 1) 이러한 수치는 볼셰비키 정부가 신뢰할 만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
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
이었다.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의 부족을 계속 방관할 수
없는 볼셰비키로서는 ‘소비에트 인간형’의 양성을 통해 체제의 존속을 확보해

야만 하였다. 체제가 필요한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도입
되었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체제의 이념에 충설할 뿐만 아니라 자질 변
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간부를 양성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행해졌다.

20) Peter Kenez(985) The Birth 01 the Propaganda State: Soviet Methods 01 Mass
Mobili2ation , 1.917-1.92.9,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 73.
21) Daniel T. Orlovsky(989) "State Building in the Civil War Era: The Role of the
Lower-Middle Strata," Party, State , and Society in the Russian Civil War, P.
Koenker, W. G‘ Rosenberg and R. G. Suny eds. ,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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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교육제도의

정비만으로 소비에트 정권이

바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동자 · 농민의 자제에게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정비로 소비에트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
려는 의지로 충만한 학생집단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이라는 사명과 무관하게 무절제한 삶의 양식을 보이는 학생집단도 있었
던 것이다.22) 제도적인 개혁과 아울러

구체적인 삶의

양식까지도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였다.
‘신체문화(!þH3 Ii'æCKa~ KYJlhTypa) ’라는 매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즉 당시의 소비에트 정권 지도부는 교육，

생활방식의 규율，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 신체문화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체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형 양성의 지침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소비에트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체득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가치의 총합이었다. 리오르단이 신체문화의 개념이 제시되고 광범위하게 유포
된 1920년대의 러시아를 ‘신체문화의 시대’2이라고 규정한 것도 따라서 지나친

규정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1920 년대를 신체문화의 시 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구

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차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좁은 의미로만 한

정시킬 수 없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소비에트 국가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
회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것은 사회주의 조국

러시아를 대내외의

적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신

체문화는 사회주의

조국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외부 제국주의

내부의 반혁명 분자에

침략세력과

맞서 소비에트 인민의 방어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었다. 방어역량의 강화를 위한 소비에트 인민의 훈련은 신체문화의 일차적 내
용 중의 하나였다. 레닌 또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 직후인 1918 년 3
월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훈련을

감당할 만한 육체적으로 강건한 남녀 인민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
해 양성할 것을 역설하였다찌 내전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감도는 상황에서 신

22) 고등교육 기관 학생들의 삶의 양식과 관련된 설명은 다음을 참조. 박원용 (2001)
「네프기 0921-1928) 학생집단의

론~，

69, 129-158쪽‘

23) James Riordan(977) ,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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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수호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적군 구성원들의 육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총 군사훈련국 (BceBo6YQ) 의 중요한 설립 목적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목적

을 달성토록 하는 것이었다. 볼셰비키 당 중앙 집행위원회는 1918년 4월 22 일
“강제적 군사훈련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18
세와 40세 사이의 모든 노동자 · 농민은 8주에 걸쳐 총 96시간에 달하는 기본
적 체력단련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였다. 훈련은 지방에서도 실시되기 때문

에 총 군사훈련국은 이들 모두를 총괄하는 중앙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
이었다 .25) 이러한 조직과정을 통해 총 군사훈련국은 ‘빠른 시일 안에

적군에

게 훈련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했다 .26)

총 군사훈련국이

이와 같이 야심찬 목표를 부여받았지만 출발이 순조롭지

만은 않았다. 우선 총 군사훈련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적군에게 공급한다는 설립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

로 무장된 교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중 · 고등 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제정시대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총 군사

훈련국의 교관들은 전제정 시대의 군대에 복무했던 경험을 가진 사관들이었

다. 1918년에 총 군사훈련국내에는 전제정의 군대에 복무했던 17，428명의 사
관들이 교관으로서 복무하고 있었다.T!) 이러한 상황은 이념과 현실 어느 한쪽
만을 강조할 수 없었던 레닌의 고민 28)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24) V. 1. Lenin (1 971) Speeches at Party Congresses 0918-1922) , Moscow:
Progress , pp. 41-42.
25) 11. r. t{y띠HOB (pell.)(1959) OCHOBHble nOCTaHOBJ1eHHJI, npHKa3 b1 H HHCTpyKI!HH no
BonpocaM
COBeTCKoB
tþH3H'leCKOB
KyJ1bTypbl
H
cnopTa
1917-1957, MOCKBa:
φH3KyJlbTypa H cnopT , CC. 5-6.
26) James Riordan(1977) , pp. 69-70
27) 3. CTapoBoHTosa (1 969)

28)

고등교육기관에서
위로부터의
동시에

부르주아적

정치적

소비에트

소비에트

flo J1npeo 300pOBbJl,

통제의

계급기반을

확립

국가건설에

국가건설과

MocKBa , C. 40.
가지고

중요성을

기존

지식인들과의

레년이

지식인의
관계에

있었던

협력이
대한

대다수

인식하고는

교수에

대해

있었지만

그는

펼요함을

개괄적인

인정하였다.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C. A.
CTapoH

φe lllO KHH(1972)

BeJ1HKHB OKTJl 6pb

HHTeJ1J1HreHI!HH

B

H HHTeJ1JTHreHI!HJI:

CTpOHTe.πbceBO

COUHa J1H3Ma ,

H3

HCTOpHH

MOCKBa:

BOBJ1e 'l eHHJI

HaYKa;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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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게 될 적군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한
다는 총 군사훈련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었다. 총
군사훈련국의 수장이었던 포드보이스키 (H. nOJlBOHCKH~) 가 “훈련국으로부터 이

질적이고 적대적 성향을 가진 교관들을 숙청”해야 한다는 언급 29) 도 이런 맥
락에서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적군 자체의 조직과 기반 강화를

위한 제반 여건， 즉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군수물자까지도 부족한 마당에 미래

의 적군 인적자원을 위해 총 군사훈련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
려 적군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30)

그러나 국가기구로서의

이러한 취약한 위상을 총 군사훈련국이 가지고 있

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볼셰비키 권력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여주었

던 역할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총 군사훈련국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우랄
지역의 산업 노동자들은 체코 군단의 진격을 1920년에 저지하는 무용을 발휘
하였다. 게다가 페테르부르크 군사 훈련국의 모든 간부는 1921 년 크론슈타트
수병 반란의 진압에서 보여준 혁혁한 성과로 ‘혁명 붉은 기 훈장’을 수여받기
도 하였다，31)

내전기 동안 총 군사훈련국이

위기

극복에

기여한 구체적 성과들을 통해

볼 때 신체문화의 일차적 기능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즉 소비에트 초기의
신체문화는 적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군사적

기능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총 군사훈련국이 1919년 4월에 작성한 “신체문화， 스
포츠， 사전 징집훈련 전 러시아 대회”의 결의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결의문

에 따르면 신체 문화는 “피로감과 일탈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고 의지가
굳은 병사를 길러냄과 동시에 혁명적 규율

강한 의지， 투쟁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주입”할 수 있어야 하였다 .32)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신체문화를

각급 학교， 군대， 모든 형태의 작업장에 보급한다면 소비에트 체제를 언제라

Kenez(1989) "The Bolsheviks and the Intelligentsia," Party, State and Society
in the Russian αvil War, pp. 241-242.
29) ]ames Riordan (1 977), p. 72.
30) Mark von Hagen (1 990) Soldiers in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Red
Army and the Soviet Socialist S따te， 1917-1930,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sity Press, p. 29.
31) φ. H. CaMoYKoB(pell.)(1956) HCTOPHJI IþH3H 'IeCKOη KyJ1bTypμ MOCKBa , C. 30.
32) H. r. 4YIlHHOB(pell.)(1959) , 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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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당 지도부는 생각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문화는 일차적으로 체제 수호에 펼수적인 강인한 적
군병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여야 했다.

신체문화의 또 다른 필요성은 사회주의

체제의 교육이념과 관련지어 제기

되었다. 교육체제 정립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루나차르스키는 소비에트 교육
은 전인적 인간의 개발을 목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
의

인민은 기본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예술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소비에트의 ‘고급문화’를 인민들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까지도 포함하는 폭 넓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경) 이러한 교육지침은 신체문화의

역할 정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소비에트의 신체문화는 사회주의 의식 함양

전통 문화유산의 습득 같은 다양

한 정신적 측면의 개발과 더불어 육체적 강인함을 겸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체육은 학교 교육에서 펼수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체육교육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크바에

선체문화의

문교 인민위원부는 1918 년 6월 모스

이러한 이념을 전파할 학교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반년

마다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강좌는 다음 해에 소비에트 최초의 신
체문화 연구소의 개설을 위한 기본 여건을 제공하였다，34) 결국 신체문화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신체운동이

정신적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레스가프트의

이론에 근거하여 육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한 소비에트의

인민을 형성시킨다

는 것이었다.

내전기의 급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신체문화의 개념에 있어

서 군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초기의 경향을 변화시킬 펼요가 대두하였다. 신체
문화의 군사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총 군사훈련국은 1923년에

폐지

된 상태였다. 군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신체문화의 국가기구도 사라진 상황에
서 새로운 대안 제시는 더욱 절실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확실한 원군

으로서 규정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문화 운동의 한 범주로서 신체문화를 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직후부터 볼셰비키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문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문

33) A. Lunacharskii(198 1l "Education of the :\'ew Man ," On Education: Selected
Articles and Speeches , Moscow: Progress , pp. 221-224.
34) φ. H. CaMoyKoB , B. B. CTOJJ60B H H H. ToponoB(peil.) (1 967) φ'H3 H'leCKa Jl KY.π'bTypa
H
CI10pT B cccP, MocKBa , C.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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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35) ‘프롤레

타리아트 문화운동 (npOJleTKYJlbT) ’은 지배계급의 위치를 확보한 노동계급의 예
술적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와 차별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반적

생활방식을 소비에트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등장한 운동이었다.36 ) 프롤레트
쿨트 운동의 주창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에 존재하는 스포츠 문화， 즉 관객과

운동선수의 분리， 타이틀 획득을 위한 경쟁，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체조
등은 혁명적 신문화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롤
레쿨트 운동 진영에 속해 있었던 쇠소예프 (C. CbICOeB) 가 테니스를 어떻게 생
각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운동과 관련한 그들 신문화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쇠소예프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를 위한 이 경기에서 우리는 현재의 러
시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 즉 어떤 동지적 감정이나 협동 정신을 발견할
수 없다. 테니스는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름 운동”일 뿐이었다. “사회주
의 러시아에서 매스게임과 같은 정도의 지원을 테니스는 받을 수도 없고 받
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37) 따라서 신체문화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사회주의

체제 신문화의 구체적 형태를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올바른 모습이
란 경쟁을 강조하는 운동시합에서처럼 소수만이 참여하고 다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노동자들이 그들 작업장의 도구를 이용
하여 언제나 할 수 있는 노동체조， 다수의 인원 동원이 펼요한 매스게임， 답
사， 그리고 ‘제국주의자로부터의

같이

다분히

중의

하나였다.38 )

정치적 색채가 가미된 놀이형태의

다는 신체문화의

35)

구출’， ‘혁명적

문헌

해외로

반출하기’ 등과

개발이야말로 신체문화 역할

결국 노동계급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
개념에서 ‘챔피언’ 타이틀의

집착을 낳게 하는 승패를 가르

소비에트 권력 초기의 문화 변환에 판한 광범위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bbott Gleason , Peter Kenez

&

Richard

Stites (1 985)

Bolshevik Culture:

Experiment and Order in the Russian Revolu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William G. Rosenberg(ed.) (1 984) Bolshevik Visions: First
Phase 01 the Cultural Revolution in Soviet Russi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36)

프롤레프쿨트에 대한 종합적 연구서로는 다뜸이

01 the Future: The Proletkult Movement in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37) KpacHuiÍ

cnopπ

21

Jl HBap쩌，

1924.

38) James Riordan (1 977) , p. 102.

있다.

Lynn Mally (1 990) Culture
Russia,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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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합이라든가 기록을 쫓는 운동형태는 부르주아적인

것이다. 프롤레쿨트의

입장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것으로 비난받았던

강조되는 아마추어

정신은

실제로는 아마추어 정신으로 위장된 엘리트주의에 불과하다. 1920년에 스위스
의

루체른 (Luceme) 에서

국제

노동자 스포츠협회가 창설되었던

것도 자본주

의 체제의 스포츠문화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
려는 시도였다.잃)

신체문화는 또한 소비에트 인민의 개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습관의
형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았다. 평상시의 체력단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예방

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신체문화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건강
유지에 있어서 신체문화의 유용성을 강조한 보건 인민위원부의 1921 년 법령
에서도 나타난다. 즉 농촌의

저택과 별장， 수도원을 노동자들을 위한 휴양소

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 인민위원부는 프롤레타리아의 휴
가 시에 신체문화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프
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즉 숨쉬는 방법이라든가 올바른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수면과 식사 시

가져야 할 올바른 습관， 음주와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때) 보건 인민위원부는 더 나아가 예방적 차원의 신체문화 운

동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는 의사이면서 보건 인민위원부
를 이끌고 있었던 세마쉬코 (H. CeMarnKO) 의 적극적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즉 노

동대중의 육체적 건강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과 체제 수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임을 믿고 있었던 세마쉬코는 “하루 24시간의 신체문화”라는 구

호를 통해 신체문화가 인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에 따르면 하루 24 시간을 일과 휴식， 수변의 세 부분에 균등하게 할당함으로

써 육체의 생리적 리듬을 최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생활문화의 정착이야말로
신체문화의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41)

세마쉬코가 이렇게 합리적 시간 배분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당원과 비당원 노동자들이 참여하여야

39) David A. Steinberg0978l "The Workers' Sport Intemationals 1920-28,"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 vo l. 13, no. 2, pp. 233-236.
40) A. A. 3HfMYHa(1925)
41)

H. A.

φ'H3 l<yJ1bTypa H 6blT,

CeMam l< o(1 926)
c. 34

φH3 I< yJl bTYPbl ，

flyTH

MOC I< Ba , c. 36.

COBeTC l< oR IþH3 l<yJ1bTypκ

MOC I< Ba:

씨 3a.

Bblcmero CO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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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세마
쉬코는 하루에도 수차례 열리는 위원회와 회의들을 당원과 노동자들의 일상

적 업무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간주하였다. 중요한 것은 회의의 수가 아니라
회의의 질이었다. 위원회 및 회의의 안건은 올바르게 준비되지 않았고 끝없는
토론으로 시간은 소모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더디고 불안전하게 내려졌다. 합

리적인 시간배분을 강조하는 신체문화의 운동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야만 정
신 및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과로에서 파생된 문제로부터 벗
어나게 할 수 있다고 세마쉬코는 생각하였다 .42)

신체문화는 또한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부분까지도 사회 전체의

이름

으로 통제하여 소비에트 인민의 일상생활의 면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문화는 개인의 성적 욕망을 사회적 차원에

서 승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 신경제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러시

아의 대도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라고 불리는 매춘의 행위가 등장하
기도 하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여성들은 결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선언한 1918년 여성 노동자 · 농민 대회의 선언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정
권이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때) 사

회주의 체제의 조속한 토대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소비에트의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런 성적 욕망도 통제하여

이를 체제구축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할 펼요가 있었다. 신체문화는 젊은 세대에게 운동을 보급함으로써 그들
이 성적 욕망의 노예상태에 빠지기 않게 하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었던 것
이다. 신체문화가 어느 정도로 성적 욕망의 억제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누스 (nHHYc)라는 의사는 1924 년 지금의 볼고

그라드에서

공산주의자 청년동맹 (KOMCOMOJl) 약 2000명의

성원들에게

익명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210 명이 자신들을 “신체문화주의자”로 언급

하였다. 이들 중 신체문화를 실천하는 17세 노동자로서 성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5퍼센트이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로 상승하였다. 18세 노동자들의

두 경우 모두 신체문화의

42) TaM :t<e.
43) Elizabeth Wood(1997)
RevolutionaTγ

44)

5. A.

적극적

까le

않는 경우 비율은 32.08%

경우 그 비율은 각각 33% 와 52.02% 였다.μ)

실천은 성적 욕망의

분출을 자제시킨다는

ß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us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 112.

HsaHoscKHlI (1928)

noπOBaJ/ :lrH3Hb H 뼈3KyJlbTypa，

MocKsa: roc. H3 .Q., 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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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어된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건전한 운동을 통해 발

산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에트 전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 청년동맹은 이
러한 맥락에서 모든 청년 운동조직에 그 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이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1923년 콤소몰 6차대회에

서는 신체문화를 실천하는 모든 서클의 정상적 활동을 콤소몰이 도와야 한다
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공장과 학교의 콤소몰 세포조직은 운동 서클을 조직

하고 신체문화의 프로그램 실시의 책임을 지는 신체문화 담당관의 자리에 세
포원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다 .45)
결론적으로 소비에트 권력 초기의 신체문화의

개념에는 군사， 교육， 정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소비에트 형 신인간의 창조라는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신 인간을 창조해냄으로써
소비에트 체제의 기반은 굳건해 질 것이었다. 1925년 당 중앙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결코 빈 말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이 받아들

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신체문화 운동은 점점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당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아울러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한다뼈)
당 지도부의 차원에서도 신체문화를 소비에트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의 이러한 의지에
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의 러시아 사회가 신체문화의 원칙론적인 의미를 얼마

나 받아들였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IV. 네프기 신체문화의 적용을 둘러싼 갈등
소비에트 권력의

체육정책을 꾸준히

했듯이 1920년대를 ‘신체문화의

연구하고 있는 리오르단은 앞서 지적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신체문화의

이념을 사

회 전체에 확산시키려는 당 지도부의 의지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삶의 방식
을 변화시키려고 한 신체문화의 개념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적에 일변 수
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이러한 의지가 소비에트 인민들의 생활

양식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체문화의 시대’

45)

A‘

r.

46)

H.

r. 4y.aHHos(pe.a ')(1959)

씨TT뻐 (1925) φ'H3KyJ/bTypa
/l

H KOMCOMO，껴

MOCKsa

H3 nOC Ta HOS Jl eHIHI

,

C.

24.

llK PKn(6) (1 3

HIOJUI

1925

r.) ,/I 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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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규정이 합당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것은 어느 정도로 당시 인민들의 구

체적 삶의 방식에 녹아 들어가 있었는가? 또한 신체문화의 구체적 적용 방법
을 놓고 갈등은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답
을 신체문화의 일차적 측면， 즉 그것이 육체의 균형적 발달을 강조하여 경쟁
적

운동경기를 배제하려고 했던

입장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신체문화가 비록 다양한 삶의 영
역을 포괄하는 생활방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은 개
개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체육 및 여가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
문이다. 더구나 체육 및 여가활동의

영역은 네프 시기의 문화정책과 관련한

원칙론적 입장과 현실론적 입장의 대립도 알게 해 주는 영역이다.
신체문화의 이론적 개념에 입각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의 승패를 다투는 운
동 경기에 사회주의 체제의 대중이 몰입해서는 안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은 기록과 경기결과에 열광하기보다는 자연의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산책이라든가 작업장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노동체조 등을 통해 여가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신체문화에 대한 원칙론적인 이러한 입장을 당시의 인민들이 그대로 수용
하였는가는 물론 별개의 문제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

합47) 이

여가활동에

대한 이러한 원칙론적인

입장에

부정적이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노동 대중의 여가활동을 조직하는 주체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같이 숨쉬고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위로부터의 통제에 관한 당의

일반지침은

노동조합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여가활동의 통제를 둘러싼 이

와 같은 갈등은 신체문화에 관한 당 공식기관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즉 이에 따트면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많은 노동조합이

47)

1920년대 전반에 걸친 노동조합의 정확한 회원수는 통계수치의 선빙성 때문에 단

언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통제가 네프 시작과 더불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대표기구로서 그것의 위상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조합원의 규모는

1922년을 제외하고 내내 증가추세에 있었다. 네프기 최고의 조합원을 보유하였던
1926년에 그 숫자는 8 백 80십만 명 내지는 9 백 30십만 명이었다.

Issac Deutscher(1973) Soviet Trade Unions: 까leir Place in Soviet Labour
Hyperion Press , p. 122; Margar，앉 Dewar( 1956) Labour
Policy in the USSR 1917-19~꼈，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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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일부 노조의 지도자들은 신체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그것을 단지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간주하고 있다. 운

동 동아리 들은 노조의 동아리 위 원회 의 관리 아래 있고 연극， 음악 등의 다른
동아리 활동과 같은 정 도로 취 급되 고 있다 "48) 운동과 같은 여 가활동에 대 해

노동조합은 당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여가활동에

정치적 또는 교육적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

동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개별 작업장
의 노동자들은 노동체조라든가 체력단련을 위한 신체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작업장별 운동시합에 더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
자들이 이렇듯 작업장별 대항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경기의 승
리 를 가능케 하는 몇 몇 특정 선수의 활약이 중요시 되 었다 .49) 즉 소수의 운동

기술이 뛰어난 선수만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다수 노동대중 모두가 참여하
여 즐기는 신체문화의 정신은 노동자들에게 자기들과 무관한 먼 곳의 얘기로
들렸던 것이다. 추상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별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체
육활동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운동경기를 관람하며 느끼는 흥분이 노동자들에
게는 더 큰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노동자들의

태도가 이렇듯 당의 지도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을 그대로 사회 전체가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프롤레트쿨트 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은 승패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스

포츠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스포츠의 오락적 기능보
다는 그것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기능을 중시하였던 보건론자들 또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신체문화 모스크바 연구소장이었던 지그문트

(A. A. 3HrMyHlÜ 가 이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그는 운동경기를 교과목에서

제외시키고 의학과목과 보건체조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에서
의 승리를 강조하게 되면 육체적인 부상도 초래할 정도의 압박감을 불러일으

키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
장이었다 보건론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관철되었던 예는 1925년 1 회 노동조
합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종목에서 축구， 권투， 기록에 따라 우열을

가리는 역도， 체조 등은 제외되었다. 더 나아가 그해 말 레닌그라드 지역 신

48) ]ames Riordan09 77l, p. 91.
49) Ibid. ,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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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문화 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권투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기
도 하였다 .50)

신체문화와 관련하여 운동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를 놓고 벌어진 이러한 대립적인 견해를 당 지도부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
었다. 1925 년 6월에 발표된 “신체문화와 관련한 당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문

건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당 조직은 스포
츠 활동을 정치교육과 연계시키도록 노력하며 그것이 대중적 정치조직과 유
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둘째， 모든 스포츠 단체를 당이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독립적 운동 단체는 따라서 허용하지 말 것과 마지막으로

그러한 스포츠 활동을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까지 참여하는 대중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5 1) 이러한 결의문 내용에서 드러
나듯이

당 지도부는 스포츠 등의

포기하지

여가활동에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한 위로부터의
대중의

통제를 전면

취향으로부터

유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네프 시대의 불안정한 세력균
형， 즉 사적 상거래 측면에서 이전 전시 공산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 자
율성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의 정책 전반
에

대한 국가통제의

이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당내 강경론자들과의

타협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었다 .52)

1925년 결의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에텔만 m. Edelman) 의 주장대로 선
체문화와 관련된 미래의

정책 방향은 대중의 취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는 견해에 필자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건
강한 생활습관의 정립， 사회주의적 의식의 함양 등의 전반적 삶의 영역에 관

여하였던 신체문화의 광범위한 의미는 약해지고 운동시합에서 승리를 강조하

는 제한적 의미가 1925년의 결의문 이후 그 주된 내용으로 부각하였다는 것

50) Frances Lee Bemstein (l 998) ""What Everyone Should Know about Sex":
Gender, Sexual Enlightenment, and the Politics of Health in Revolutionary
Russia , 1918-1931 ,"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pp. 277-278.
51)

씨.

r. 4ynHHoB(pen.)(1959) , cc. 12-13.

52) 1920년대 네프기의 정책수립을 둘려싼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연구서로는 다음이
있다. Sheila Fitzpatnck , Alexander Rabinowitch and Richard Stites (eds.) (l 99 I)

Russia in the Era 01 NEP: Explorations in Soviet Society and Culture,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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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당 지도부는 신체문화의 유토피아적이고 실험적인 내용들을 거부하였고
탁월한 경기 수행능력을 가진 숭자에 대한 우대는 뚜렷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물론 신체문화에 대한 실험적 입장이 192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그

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당시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53)

그렇지만 1925년의

결의문 이후에도 선체문화를 포괄적인 삶의

양식이나

총체적 세계관과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의문 채택 이후

4

개월 뒤에 열린 신체문화 방법론 협의회 제 1 회 전국대회는 그러한 원칙론적
인 입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지그문트는 “소비에트의 신체문화 체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신체문
화의 외연확대를 강조하였다. 소비에트의 신체문화는 노동자 · 농민의

일상생

활을 건강하게 하고 대중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소비에트의 인민은 건강과 신체 각 기관의 단련을 위해 ‘자
연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형태， 즉 권투， 레슬링， 축구 등은 신체문화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 종목들은 승리를

위해 특정의

기술습득을 강조하여 ‘편협한 전문화’를 결과할 뿐이며 또한 그

러한 기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관객을 동원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잉) 더구나 지그문트는 체육교육이 전반적 교육과정과 분리되어
실시되는 것은 교육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

하자변

체육교육이

학교 교과과정에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신인간의

인위적으로 특정목표를 위해

창조라는 전체 교육과정의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55) 신체문화가 소비에트 인민의

부가되는

한 부분으로서

전반적 삶의 지침

으로서 기능해야 하듯이 학교에서의 체육교육도 소비에트 인간형의 창조라는
전체적 목적에 기여해야 했다.
네프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반사회주의적이고 반

소비에트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체문화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방
식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당 지도부에서 일보후퇴를 통한 이보전진이라는

53)

Robeπ

54)

H3seCTHJI φH3H'leCKOR KyJ/bTypbl,

55)

BeCTHHK 뼈3H'leCKO꺼 KyJ/bTypbl,

Edelman(993) , p. 34.

1925, no. 22 , c. 2.
1925, no. 3,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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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동원하여 fiì) 시장관계를 제한적으로 부활시킨 네프정책을 정당화하였

지만 그러한 정당화를 의심케 할 만한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등장한 것도 사

실이었다. 예를 들어 매춘과 같은 사회악을 사회주의 체제의 여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상과는 달리 노동계급 출신의 대학생들조차도 여전히 윤락
여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57) 윤락여성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체

제의 도덕관에 비추어 볼 때도 근절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병감염
이라는 부수적 위험까지 동반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인적 자원에도 손실
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비록 국가권력이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춘
여성에 대한 정치 및 직업 재교육을 통해 그들을 다시 사회주의 체제의 건실
한 일군으로 변화시킬 목적으로 노동 재활원 (TPY.llOBOfi npo빠lJIaKTOpHfi) 이 1924
년 등장58) 한 것을 보면 매춘은 혁명 이후에도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매춘은 분명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려는 새로운 인간형에 부합하지 않는 구
습이었다. 이것과 더불어 러시아인들의 과도한 음주 습관 또한 소비에트형 인
간의 장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러시아 민중들의 과음으로 인한 폐해

는 이미 제정 러시아시대부터 교회의 성직자들과 지방 관리들도 끊임없이 지
적하고 있는 문제였다. 특히 성직자들은 과도한 음주가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
는 자살의 죄를 저지르게 한다면서 술을 먹고 자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
회의 성사를 주지 않은 관행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돼) 1920 년대에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에 몰두하고 있었던 볼셰비키
인 과음문화의

정부가 이러한 비생산적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일이었다. 농촌으로부터

예상되는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에게 공장의 새로운 규율을

체득케 함으로써 생산성을 빠른 시일 안에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었던

볼셰비키

정부에게

공장 밖에서는 물론 공장 내에서도 술에

탐닉하는

56) Roger Pethybridge(990) One Step Backwards Two Steps Forwards: Soviet
Society and Politics in the New Economic Poliα， Oxford: Clarendon Press.
57) Sheila Fitzpatrick(992) "Sex and Revolution ,"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Fitzpatrick ed. , Ithaca: Comell University
Press , p. 78.
58) Frances L. Bemstein(2000) ,’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The Soviet Labor
Clinic as Revolutionary Laboratory ," The Human Tradition in Modern Russia,
William B. Husband ed. , Delaware: Scholarly Resources , pp. 113-128.
59) Susan K. Momssey(2005) "Drinking to Death: Suicide , Vodka and Religious
Burial in Russia ," Past and Present, no. 186, pp. 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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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문화는 ‘야만적’이고 ‘후진적’ 문화로 규정될 수밖에
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러시아 민중의

없었던 것이다. 그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술 문

화가 쉽게 근절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공장에 갓 편입된 노동자들은
농촌에서의 그들의 주점을 새로운 일터에서 부활시켰다. 공장의 관리자들 또

한 뇌물 성격의 보드카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엄정한 작업규율 확
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60 ) 소비에트 인민의 생활양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이념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반사회적이고 반소비에트적

현상인

매춘과 음주를 근절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신체문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상론적인 접근은 여전히 필요하였
다. 보건 인민위원부의 책임자 세마쉬코는 이러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고 있다. 신체문화의 올바른 실천은 “언민， 특히

젊은 세대들의 건강 증진뿐

만 아니라 작금의 사회가 제기하는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깨1)

세마쉬코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신체문화의 두 기능， 즉 개인의 건강 증진이라
는 기능과 사회적 문제 해결 기능을 신체문화 운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소
수의 운동선수만이 자신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고 대다수의 사땀들을 구경꾼
으로 전락시키는 스포츠는 신체문화의

이러한 입장에서는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신체문화의 실천은 팀간 경기를 통해 승패를 다투는 스포츠를 통해
서가 아니라 공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노동체조라든가 사회주의적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집단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선호를 부정하려고 하는 신체문화의 입장에 대

해 1925년 당 결의문 이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
체문화의

옹호론자들은 그것이

소비에트형

신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선처1 문화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

었다. 사회주의

체제정립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었던

1920년대에 이러한 입장들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권력장악이
가시화되고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또한 강조되
는 시대 분위기에서 포괄적 삶의 지침으로서의 신체문화의

역할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0) Kate TranscheI(2000) "Liquid Assets: Vodka and Drinking in Early Soviet
Factories ," The Human Tradition , pp. 129-141 ‘
61) H. A. CeMam l< o(1 926) , CC.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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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 말

혁명 직후 최초 10 년간의 러시아 사회의 문화소비 형태는 조지 오웰의 표현
을 빌리자면 ‘빅 브라더’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아
니었다. 대중들은 혁명 전부터 그들이 즐겨 찾았던 탐정소설， 모험소설 등을
읽기를 좋아했지 당이 그들에게 읽히려고 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저작집을
손에 들지 않았다. 1920년대의 러시아 대중들은 모험담， 일상적 생활 이야기

가 담긴 책들의 독서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지 정치적 메시지를 학
습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없)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었던

영화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혁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에이젠슈테인이 만들었던 r lO월」이 상영될 때 그들은 영화가 가지는 상징

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영화보기를 포기하고 코를 골면서 잠

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상영 이틀 후부터 이미 관객들의 수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63)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에트 인간형’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
다.

소비에트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서 볼셰비키 정부가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
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는 소비에트 정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간부를 양성하려고 하였고 공동주택 같은 주거형태를 제시
함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신체문화라는 이념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인간유형의 창조와 관련하여 제시된 방법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우선 육체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인민들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회주
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인한 전사를 만들어 내려는 제반활
동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신체문화를 일차적 기능만을 가지는 한정적 개념
으로 한정시킨다면 그것이 가지는 삶의 제반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신체문화는 아직 소비에트형 선인간의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말
하기 힘든 인민들의 삶의 형태를 개선하고 인도하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의미

62) Richard Stites(1992) Russian Popular Cultur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p. 41-42.
63) T.

POKOTOB (1 928)

"Do4eMY MaJlonoCTyneH

OK T5I 6pb ,"

){(H3Hb HCKyccTBa(Anpe Jl b) , The

and Soviet Cinema in Documents 18.96-1939, Richard
Taylor and Ian Christie ed.(994) , New York: Routledge, p. 57.

Film

Factorγ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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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지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건전한 육체활동 및 사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매춘과 술을 향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체문화의 확산은 소비에트형 선인간
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였다.
신체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법을 놓고 당 지도부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는 못하였다. 대중들의 정서에 보다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육체
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주장하는 원론적인 엽장이 신체문화를 대중들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원칙론에 따라 신체문화를 대중들
에게 보급한다면 그틀이 보일 수 있는 실천형태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체조， 집
단적 매스게임， 자연과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답사 등이었다. 이러한 실천형
태는 작업장별 운동시합의 승패를 경험하면서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한다
거나

기분전환을

도모하려는

노동자들의

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1925년 신체문화와 관련한 당의 결의문은 현실과 괴리된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한 타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육체와 정신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는 원칙론의

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

입장이 당 결의문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

일정 정도의 타협을 인정한 마당에

일상적 생활의

영역에서 너무 많은 일탈까지 허용한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켜 나가
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문화는 이렇듯 네프기에 있어서 소비에트 체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강
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불안정한 타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두 집

단 사이의 타협의 균형은 비록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네프 기간동안 유지되었
다. 그러나 스탈린의

권력 장악과 더불어 그러한 균형의 유지 가능성은 소멸

되었다. 포괄적인 삶의 지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신체문화의 내용
도 스탈린 체제의 강화라는 목표에 부응하여
신체문화와 관련된 대중의

변화되어야만 하였다. 스탈린은

정서를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적극적으

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신체문화의 이러한 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차후의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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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ation of New Soviet Type of Men:
Examination on the Policy
Relating to Physical Cu1ture during the NEP
Park , Won-Yong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icy of Soviet regime that attempted to
create new Soviet type of men essential to the consolidation for the
socialist state during the NEP. Among the various measures of the Soviet
govemment for creating them , it especia11y pays attention to the policy
relating to ’ physical culture' ’ which implied not only physical activities of
each person but also composite value system for everyday lives.
As the meaning of the physical culture extended to enhancing the
socia1ist consciousness as well as to encouraging the physical activities ,
there were serious debates among the party leadership on the feasible way
to create new Soviet men by spreading the physical culture. Those who
had utilitarian thoughts on it argued that ordinary people in the Soviet
society were not fond of taking part in the leasure composed of strolling
about in the wood and mass athletics. According to their conception,
workers on the bench were rather enthusiastic in seeing the team
competition and therefore the policy of physical culture should not just be
confined to the pure ideology separated from actual lives. On the contrary,
the hard liners on the cultural policy thought that if the party accepted the
competitive sports culture and gave up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s of
the physical culture the soci a1 ist system would be imbued with bourgeois
culture that just respected the ability of the few talented sportsmen.
The party resolution of 1925 tried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attitudes
as to the policy of the physical culture. I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pproving the taste of ordinary Soviet citizen, whereas at the same tim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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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ed to maintain the orientation of hard liners in the matter of
cultural policy. In that context, by examining the policy of the physical
culture we can ascertain that the NEP was a period of precarious balance
between the utilitarians

and

hard liners.

By the time of Stalin ’ s

ascendency in the power relationship , that unstable balance began to break
down and the policy of physical culture was in the process of rapid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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