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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힌디 제3장에서는 7::. 매 건설 운통괴 함께 통사이1 선생되빈 아피드 니] 실니] 

장식괴 가구 형대 빗 "iI지으1 변화 시도를 JL칼히 1건서 이띤 배정에서 이만 노 

역이 선생되었뇨 또 이민 변화가 f민 인깐들의 임상생휠이]는 이띤 으1 미가 

았었는지를 산펴본디 끈으쿄 본콘의 제4장에서는 시]포운 아피드의 디l 규모 건 

섣괴 아피드 니)의 인다l 랴이 변화 시도이1 디l 해 3 한게는 무엇이였으며 또 끼t 

린 인깐들븐 그 속에서 이띤 생휠을 영위해야 댔는지를 탐구한디 

최근 십 여 닌 동안 우 랴 학거] '>1] 스민 사회에 관한 연구가 상당야 신직되 

뇨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디 히지 1사 연구지들의 관섞은 주포 스탈런 

사디]와 그 선 λ1 기에 머물뇨 있을 뿐 이띤 의미에서 스탈런 사디]의 유 산을 

니른디]도 칠서히 무정함으포써 스민 사회에 지울 수 없는 또 디까 성격으1 영 

향을 느1케 끼컸、 \-1 _-O~루fc프와 그의 시디]이1 미한 연구는 기의 시도되i 았지 

않디 그니，，] 기망이] 발표된 o~투 k프 λ1 디]에 관깐 날븐 주도 그의 시디]이] 이 

루이졌빈 여1..'.1 개혁 을 ‘위도부너 즉 생정적 흑은 정치적인 걱변에서 1사 뇨찰 

함으포써 8 루 t프 시디]이1 개혁의 직검적 영향을 반았빈 힐빈인들의 생핀을 

이히l히는 데는 한계가 뚜릿히디 ô) 디링익 아피드를 건섣함으도써 수많븐 I잉 

벅한 사란들이]케 시]포운 생휠 너션을 ，，]런히]추.Ji ~.와 함께 힐상생필의 변화 

듀 본고 왔딘 흐" 쇼도의 수택 정잭음 나 5 는 이 글이 /:Fl 런의 사망으로 딩 

사 고판건1 생활에 대한1 밴화특 끼대힘 수 있었딘 익반 사념든의 삶음 이해하 

는 데 조금이라도 익조힘 수 있나먼 L 옥석음 이 w] 단상했다고 만힘 수 있 

을 깃이나 

2. 코무난키 에 서 흐루쇼뜬키 로 

lD::;6년 2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스단렌응 비난한 흐푸쇼피의 역사직얀 ‘비빌 

껴 i’가 있은 지 1닌 571] 윌이 정 이 한 1957닌 7윌 31힐‘ 까민 정부는 공산당 

증잉위원회와 소련 각료 회의의 이듭P 도 단기간 내에 주택 문제의 해결응 

약속히는 맙령을 선격 빈갚히였디 “까민에서으1 추매 건설의 진선에 관히]’이 

는 제옥응 시년 이 벅랭은 부엿보다도 소련 정부가 인민딛에게 주택 위시특 

극복히는 임칭을 구체적으포 제시했디는 점에서 이띤 이선으1 약속 11 디도 획 

기 석이 깃이었나 

(-j) 예즐 닐어 믹수헌mW).l퍼 깃딩 1 같 F 셔가UOO()) ， 1~:;-140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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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의 디]부니븐 기]인 건설이 아니이 국가니 기엽 건설‘ 흑은 디수익 개인이 

익정 분덤금음 내어 건축비유 마련해 집음 짓는 조합 컨섣이 자시아있다 」

것은 흐푸쇼피 정부의 대뉴넌 주택 긴설 ?I_5:.그램이 개인이 김당하기 힘든 

근대화된 공장식 생 --:-1 과 새 컨츄 ;1 낌r 어1l ut땅옥 둔 큰 서과드 건뭔음 건축하 

논 헝태듭 띠었다는 싣응 김인하딘 충분히 이해기 핀다 다음 표논 IDGO년대 

후빈 이후 막디1 만 영의 지 본이 투히되에 1마리 건설된 총 추내 1건적븐 느1케 

늘어났지만， 천갱이 같난 뉘 10여 년 뉘까지ι 거의 제%듭 차지하고 였던 개 

인 건설의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포 간 펀으포 줄이들Jl 았응 을 잘 껴 

여준나， 

〈표 1> 도시 지역의 부문변 주택 건섣 혀황 (1950-1966) 

」중 

건섭된 민사 
지역 소ul 이l느 

연「 (생판 띤적 
곡잉 '1 9i쳐1 

누섹 긴상 주입 끼인 
100만끼 1 

100만 n 이/。 100만 11' ，v미 100만 11' oo 

1H10 3).7 14.:i fì9.l fì.4 :iO.H 

1 !l5 1 
129.8 91.0 rωl 3s δ 29,9 

G~ 

l낸 j 
24l.7 lKUI 74.9 l'lI,7 ~S.l 

60 

mïO S9.0 44.6 7S.fì 14,4 ~4.4 

1%1 56.1 "13.7 77.0 1?"1 ??I 

H(i2 58.9 41 .5 80.G 11 ,4 19,4 

1%3 fix/1 16,8 80.1 1,8 31 9,8 16,8 

H(i4 5'/.5 43.5 ι'( 48 8.3 9.2 lG,O 

mïS 611,7 46.2 76.1 65 10.7 ,,11 l:i.2 

1%6 κ1.，1 19,0 77.3 (i7 。 li 7.7 I?I 

측견 Gregory D. Anchl..lsz(l984l HαISrn.f[ arκ"1 I.../rban. iJeveLopmεn.t in. the ()5'5.1<, Albany 
SLaLe Unîv t'rsîly' of l\t'w York Press. p. )1 익 lablt' 1 ... 1 

이렇듯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적으도 국가이il "1 해 추도된 디]규모 주매 건 

설‘2:3)은 구무날카듭 BI 콧해 떨아한 주댁에서 힘든 일상응 영위하고 였먼 수 

:2:2) Ruh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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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시대의 전통적인 방의 모습(왼쪽)과 흐루쇼프 시대의 이상적인 방의 모습(오른쪽) 

출전 : Victor Buchli(2000) An Archaeology 01 Socialism, Oxford: Berg, p. 142 

4. 흐루쇼프차 찾기， 흐루쇼바에서 생활하기 

이리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대규모 주택 건설 운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 부족에 시달려 왔던 소련인민들에게 제공할 거주지는 크고 무 

겁고 번잡한 가구와 장식으로 가득한 코무날카가 아니라 간소한 모양의 꼭 

필요한 가구만 갖추고 여러 작은 장식품들이 이 곳저 곳에 널려 있지 않은 밝 

고 쾌적한 개별 아파트일 것이었다. 그리고 이 런 현대 적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갖춘 흐루쇼프카에서 새롭게 보금자리 를 마련한 소련 인민들은 더 이상 여러 

가구가 뒤영켜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 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족만이 당국의 

가르침 속에서 소비에트 미의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라는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른 가족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것 이 

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가 열린 1956년 바로 그 해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던 미국인 기자이자 작가인 존 건터가 그 곳에서 들었 

먼 다음과 같은 농담이 암시하고 있듯이 소련 선좋부부틀이 선캡삼렴을 차렬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던 그때까지의 암담한 사정은 이제 조만간 사라지고 없 

어질 것 같기도 하였다. 

41) Buchli(1997), 17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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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F가 다뉴 진 1- 61]꺼1 말했다 방듀 잭 한 건을 썼내 무슨 내용인 

내9’ i 납7]7} 껴지듬 민니는 。1 야기지’ .,,] 소션 날이야↑’ i물은 사당에 삐낀 

다'1] 아 연애소설이냥1 ’ J그늘 F 결흔을 하고 샅이 실 아파[도즐 낼견하지 f 

0]-, 횡당한 이야기너1 ↑’ t2ì 

하시만 소련 ~I 빈 모누에꺼] 워하는 수거 공간음 제공젠나는 소랜 딩국의 

야심친 약속은 결딘 순탄하기1 실현뇌지 않았다 lDm년 1ι스크바듭 방묘한 러 

λ1 서 태생의 영국이 작/}이사 종군끼사였딘 얀렉산 [l 워신까 즘어야듯이， 임 

장난 딘직의 아파'" 숲이 l，~시듭 증심 P 균 쪽쑥 À~ 겨나고 있었음에도 불뉘하 

뇨 심지이 지닌 4닌 동안 25 1사 재의 시] 아피트가 지이 신 모스크비에서도 “여 

전히 수앉은 불평이 글렀다” 여1듭 늘어 어미니파 여농생과 렘께 살고 였논 

모스크비악 한 젊은 L세시 운선사는 워스이1 케 8] 깎이런 이조포 “걸흔을 히 i 

섣지만1 석어도 2-3년 얀에는 이파드특 언음 /}능성이 진히 없나”고 만언하였 

디 그대서 아피드의 만 방을 세니1 .Jl 싶지까 방세가 더우 비싸 엄두가 니지 

많으며 1 수택 사정이 좀 나은 시 011 리이의 오시에 새로 컨석되 도시로 이수하 

논 방범 ?ι 였P 나 주택 사성응 깨고는 여러 1ι 균 살기기 더 나은 딘스크바듭 

띠나기가 쉽시 않다고 하소연아였다 따라서 “옴더 ‘누잭엠힌’ 사림듣은 달에 

쿄켓을 11 니|는 디l 신 7::. 매 프쿄그램을 서두프는 것이 더 낫디 JL 추장히고 있 

는 t형펴이었다，갱J 

이시한 불안정한 주매 사쟁은 1957닌을 기점으쿄 10-12닌 얀이] 주매 부측 

옥 끝내겠나는 딩국의 약속에도 분구하고 1970년 이후에도 겨1속되 깃이 화심 

하다 비팍 소련 천역에서 당시 얼마나 많은 커민글이 자신민의 주택응 갖지 

못하고 있었는지유 익복요연하꺼] 보여수는 정화젠 수서는 없시만， 모스보마의 

정우 1 ~η4년에 ?ι 천 시민의 :，0%기 단무날카에서 생활하고 였었다 l낭인한 실 

피포 그 히] 선 모스크비 시민으~l 7.8%에 해당히는 18'사 가구 58 1사 벙의 사관 

글이 새 주택응 신정애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주택 깨당 대기자 중 페% 

는 시] 아피드를 반기 위해서 10닌 이상 기디려야 할 판이었디 4• l 

때둔에 소련 딩국은 흐 F쇼도가 뭔러나고 브떼즈네프가 동시하딘 1960년대 

후빈부너 lSπ0닌데 동안 디]규모 -~::. ~셔 건섣을 쉬지 않고 계속 진생할 수빔이] 

12) Gunther. .jC서 

43) Wαth. 168. 171 

441 MorLol1 {)9HIi).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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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깎정 변화를 정힘랬디 것 번째 인계는 비즙은 ~무닌카를 ，，]천니] 빗이 

나 사↑1 든 2] /}족만 성 수 있는 익가구 주택음 확보함으호써 사생합도 보장 

받응 수 였고 기정생환파 최신사 기 f도 자신글이 완벼히 통제한 수 있논 기 

회유 작았나는 데 대힌 환희았냐， 아시만 이 기쁨은 흐\""쇼프카에 빈옴 듀여 

놓는 순간 실만파 좌실의 김정P 도 바뀌기 일쑤였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김정 

변화는 냉 자신크융 완현 fτ한이 건측 ι1 정의 여비 가지 걷점들‘ 그랴Jl. 근런 

시설의 부족 늠어1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시 l上포 개벨 아피드를 디l 링 공급한으로써 까성적인 추매 우]기를 극복히 

여 소련 이빈튼의 익 상생활음 획시석으로 개선파고사 젠 소련 딩국의 사도는 

절빈의 성공이il ~~쳤디Jl. 팽가해야 만디 많븐 사란들이 시l 추매 을 취득함으포 

써 운병음 변화시씌 수 있는 계 J] 듀 마련하았지만‘ 낮은 노동의 친음 는래하 

논 긴설 산엄의 긴숙 판행파 긴숙 비용 실깅 e 워해 값싼 자재을 사용하거나 

힘요젠 사개듀 생략힌 데 시언하는 새 。}과드의 형펴없는 친온 」 가능성옴 

만김시컸다 또 다른 많은 사람글은 1()-12년 내에 새 주택응 받게 해주겠다논 

f민 당국의 약속이 현실 속에 실현되는 것올 선얘 껴지도 뭇했디 

이같은 성공 속의 두L라진 실 "11 는 새 아파E 에서의 생환e 띤대사 스타일 

의 가구 비시듀 동해 소비에드혐 이간옴 양성하는 셰끼호 식으.:] 젠 딩국의 

기도에서ι 그대문 1나타난다 이 1 ，-:픽은 소련 인민늘의 일성에 f기기 가냐직 

으보 개입함으호써 금복석이 생합상의 댄희듀 이끌어내이 했나는 점에서 흔 

히 흐루쇼쿠 시대의 성객응 ‘해방’이나 ‘자유화‘균 뉴성하논 것어) 의묘심응 갖 

게 히는 것이디 여히튿 당국은 각증 기관의 설립이 객이니 잡지‘ 신문 지연 

상의 직냐직인 신꺼응 통애 이 기 1ι기 단기간 내에 생파기 나논 것응 보고 

싶이 히였디 히지아 당국의 사도는 3것올 윗반침해줄 수 있는 가구 산업의 

u] 센단노 사림튼이 새 가구듀 취득하는 깃이 현싱석으호 어이었시 r대운어1 근 

본적으로 방해를 반올 수밖에 없었빈 것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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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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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ксютин Юрий Хрущёвская Оттепель и общественные≪ ≫

настроения в СССР в гг Москва РОССПЕН

Аксютин Ю В и Пыжиков А В Постстал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облема лидерства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ласти Москва Научная книга

Бархин М Г Город практика проект теория

Москва Стройиздат

Доценко Артём Дома не картинки в них надо жить Родина №

Лебина Н Б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советского города нормы и

аномалии годы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Журнал Нева Летний

Сад

Плюс химизация всей одежды Родина № сс

Лебина Н Б и Чистиков А Н Обыватель и реформы картины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горожан в годы НЭПа и Хрущевского

десятилетия С Петербург Дмитрий Буланин

Микрорай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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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правления Делами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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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ing l'olicy under Khrushchev and Soviel Everyday Life 

Kim , Nam-Sub 

'1'his pa]그 ~r aims to sh이γ how thc cfforts of Sovict authoritics to 

overcome 'housing crisis' under KhnlShchev\vere made and 、이mL resulLs 

th이， lcd 10 in tcrms of cvcr、'day lifc of Sovict pcoplc. Obviously‘ thc mass 

housing campaign launched 씨 lhe Klm1Shchev regime since laLe 1950s has 

reached a brilliant achieγement， providing more than 예 l1lillions people 

wiLh ne、ν aparLmenLs unLil Lhe end of Khrushchev's era. However, SovieL 

people v이-ere not ahvays heing pleased \vith the l1lass construction of rw\\;

dw이lings. '1'0 bc apporlioncd a ncw aparlπlcnt、 many pcoplc had to wait 

at least several y. TTs , -while sO l1letimes even seeking illegal l1lethαIs 

Y!oreover. lhose 、νho were luck、 Lo geL a new aparLmenL were soon 

disappointed with its small sl p. lots of design and building defectssi 

ghorlages üf faciliLies, elc. Therefore, an allempl of Klmdll'he、 's 

딛overn ment to il1lprove 1 iγing conditions of Soviet people through l1l ass 

supplllingscparalc apartmcnts did nol lcac1 to lng% succcss. Somc pcoplc 

could get a chance to change their e、'eryc1ay lives bllihlai nng new 

dwcllings ‘ bul thcir dclighl frcqucntly 1 smcd inlo frustralion as ζoon as 

lhey 3pl ])(){)r l]ualiLyel a neir new hümes. The oLho genever spl lhe 

promisc of Sovicl authorilics to supplllncw apartmcnls for cγcry Sovict 

farnilv wilhin 10-12 、 ears come Lnle. These failures in SovieL housing 

policy -were repeated in interior plans. The Soγlet goγern l1l ent \vanted to 

bring up 'ne、ν SovieL man' 바 filling a new aparLmenL \viLh modern 

furniture. Dut such a darin딛 plan were hard 10 be reali,ed , fOl 댁이Jle -were 

difficult 10 gct ncw itcms owing to undcrdcvclopmcnl of Sovict Union' s 

dO l1lestic furniture indust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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