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토니 비버,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든 사상 최악의 전쟁, 

조윤정 옮김, 다른세상, 2012.

류 한 수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
을 뜻하는 지리학 용어 분수령(分水嶺)을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나 

사태가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

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나온다. 20세기 세계사의 분수령

을 이루는 사건은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

류사상 최대의 전쟁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20세기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

던 영국과 프랑스가 뒤켠으로 밀려나고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정치의 

무대에 양대 초열강으로 등장하는 기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39년 9월 1일부터 여섯 해 동안 세계 전역을 휘저은 이 대전쟁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은 바로 1942년 8월 23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무려 반 년 동안 200만 명을 훌쩍 넘는 대병력이 오늘날의  볼고

그라드(Волгоград)에서 격전을 벌인 스탈린그라드 전투(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이다. 이때까지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독일군이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뼈아

픈 패배를 겪고 그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0세기 세계사의 분수령의 분수령인 셈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여러 예술 매체의 소재가 되었다. 소련 체제에 충직

한 작가 콘스탄틴 시모노프(Константин Симонов)는 이 전투를 대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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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낮과 밤(Дни и ночи)｣에서 그렸고,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저항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도 ｢스탈린그라드에 보내는 새 

연가(戀歌)(Nuevo canto de amor a Stalingrado)｣라는 기다란 시에서 이 전투

를 다뤘다.
대중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영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작만 살펴보아도, 스탈린그라드 전투 종결 5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의 요

제프 빌스마이어(Joseph Vilsmaier) 감독이 1993년에 제작한 영화 <스탈린그

라드(Stalingrad)>와 프랑스의 장 자크-아노(Jean-Jacques Annaud) 감독이 서방 

자본의 지원을 얻어 2001년에 만든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Enemy at 
the Gates>가 눈에 띈다.1) 2013년에는 소련의 영화감독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Сергей Бондарчук)의 아들인 표도르 본다르추크(Федор Бондарчук)가 <스

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를 내놓았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룬 역사서를 소개할 시점이 되었다. 사실 이 전투

에 관해서는 참으로 많은 역사서가 있지만, 우리 말로 된 단행본으로는 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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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쟁(다른세상, 2012)2)이 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존 키건의 2차세계대전사(청어람미디어, 류한수 옮김, 
2007)에서,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독소전쟁(대조국전쟁)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비중은 리처드 오버리의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청어람미디어, 류

한수 옮김, 2003)과 데이비드 글랜츠ㆍ조너선 하우스의 독소전쟁사, 1941~ 
1945: 붉은 군대는 어떻게 히틀러를 막았는가(열린책들, 권도승 외 옮김, 
2007)3)에서 가늠할 수 있지만, 이 전투 자체의 상세한 경과와 의의를 파악할 

1) 이 두 영화에 관해서는 류한수, ｢독일 영화 “Stalingrad”와 미국 영화 “Enemy at 
the Gates”에 나타난 스탈린그라드 전투｣, 상명사학 13/14합집(2008년 12월), 
153~178쪽을 참고할 것.

2) 이 책은 Antony Beevor, Stalingrad(London: Viking Press, 1998)의 한국어판이다. 원
래 이 책의 한국어판은 여덟 해 앞서 안토니 비버,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세계 역사를 바꾼 스탈린그라드 전투 590일의 기록(서해문집, 안종설 옮김, 
2004)으로 간행된 적이 있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번역자가 우리말로 다
시 옮겨 재간행되었다.

3) 이 책 세 권은 각각 John Keegan, The Second World War(London: Hutchinson, 
1989); Richard Overy, Russia’s War: A History of the Soviet Effort: 1941-1945 
(London: Penguin, 1998); David Glantz & Jonathan House, When Titans Clashed: 



 

수 있게 해주는 단행본은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 뿐이다.4)

우선 저자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저자인 안토니 비버(Antony Beevor)는 

1946년에 태어난 영국인이며, 샌드허스트 영국군 사관학교(The 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에 사관생도로 입학해서 2012년에 작고한 영국의 세계적 

군사사가 존 키건 경(Sir John Keegan)에게 배웠다. 비버는 군 장교로 임관한 

뒤 다섯 해 동안 영국과 독일에서 근무하다가 1975년에 소설가로 문단에 데

뷔했다. 1982년에 에스파냐 내전에 관한 책을 써서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

기 시작했고, 그의 에스파냐 내전 연구는 2006년에 The Battle for Spain: 
The Spanish Civil War 1936-1939(London: Penguin Books, 2006)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5) 그러나 영미권을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비버의 주요 

저작은 대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논픽션들이다.6)

비버를 세계적인 작가 겸 역사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한 이야기였다. 역사가가 되기에 앞서 사관생도 – 
군인 – 소설가로 이어지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던 비버인지라 전쟁과 전투를 

어떤 역사가보다도 더 깊고도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한 바를 어떤 학

자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야기로 옮길 수 있었다. 이런 이점을 십분 발휘해서 

비버가 내놓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연구단행본은 역사학자와 일반 독자를 함께 만

족시키는 학술서가 되었다. 비버의 <1998년 ‘스탈린그라드 사가(saga)’>는 대성

공을 거두어 영어 이외의 26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999년에 최고의 영

어 논픽션에 주어지는 새무얼 존슨 상(Samuel Johnson Prize)과 대중 독자를 

위한 최고의 역사서에 주어지는 울프슨 역사상(Wolfson History Prize)을 비

How the Red Army Stopped Hitler(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의 한국어판이다.
4) 스무 해쯤 앞서 한 아마추어 군사사가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룬 글을 모아 단

행본으로 출간한 적이 있다. 김종화, 스탈린그라드 전투(세주통산, 1995). 그러
나 지나치게 반공주의 시각에 젖어있고 독일군에 치우친 이 책을 의미 있는 학술
서로 치기는 어렵다.

5) 이 책은 안토니 비버, 스페인 내전: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교양인, 김원
중 옮김, 2009)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한국어판의 서평이 서양사론, 102호
(2009년 9월), 449~454쪽에 있다.

6) Antony Beevor, Crete: The Battle and the Resistance(London: John Murray, 1991); 
Berlin: The Downfall 1945(London: Viking Press, 2002); D-Day: The Battle for 
Normandy(London: Penguin Books, 2009); The Second World War(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2012).



버의 품에 안겨주었다.
어떤 이들은 비버를 전문 역사가가 아닌 인기 이야기꾼(storyteller)으로 여

기지만, 설령 그를 이야기꾼 기질이 짙은 저술가로 보더라도 그가 역사가로

서 지닌 역량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존 키건의 제자이며, 역사학 연구의 최고 미덕인 1차사료의 폭넓은 구

사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저술가이다. 그는 비록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러시아인 번역가와 팀을 이루어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방된 러시아 문서고에 감춰져 

있던 각종 자료를 섭렵해서 예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스탈린그라드 전투

의 이면을 밝혀내고 장군이나 전략가가 아닌 일반 전투원과 민간인의 경험과 

감정을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했다.
병력 배치표나 전투 서열 등에는 드러나지 않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다

양한 양상을 재현하고자 비버는 전투 일지, 군목(軍牧) 보고서, 편지, 일기를 

들여다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비버는 소련 공산당이 건재할 때에

는 연구자들에게, 특히 외국의 학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던 문서고 자료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잘 활용했다. 그런 자료에는 전선에서 수집되어 모스크

바 붉은군대 정치부장에게 올려진 가감 없는 상세한 보고서 뭉치가 있었다.
이렇듯 갖가지 1차사료와 2차사료를 능란하게 구사하며 비버는 독자들의 

손목을 잡아 이끌고 전화가 불타오르는 1942~1943년의 스탈린그라드를 구석

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생생한 전투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그의 현란한 글 

솜씨에 홀린 듯 이끌려 1장부터 25장까지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내려 가다 보

면 붉은 군대 군인들의 영웅적 행위 이면에 존재하는 무자비하고 추악한 측

면이 발가벗겨진다. 삶과 죽음이 한 순간에 휙휙 엇갈리는 싸움터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군인들에게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강압을 가하고, 형벌부대는 총

알받이로 소모되고, 붉은군대 병사들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독일군에게 부역

을 한다. 비버가 그려낸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모습에는 예전에는 감춰져 온 

붉은 군대 지도부의 어리석음, 잔인성, 폭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단적인 예로 비버는 붉은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이른바 “군율”을 어겼다

는 이유로 처형한 소련 군인의 수가 무려 13,5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1개 

사단 병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처형된 셈이다. 이런 비버의 스탈린그라드 전

투 묘사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소련공산당이 다져놓은 대조국전쟁의 이미



 

지와 크게 어긋난다.
비버의 말마따나, 대조국전쟁과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평가와 묘사는 아주 

민감한 이데올로기 문제일 수 있다.7) 소비에트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붉은 군대의 영웅성을 강조했다. 1950년대 이후로 소련 시민들에게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너무 먼 지난날의 일이라 기억해내기 힘든 사건이 되었으므

로, 1917년 혁명을 대신해서 소비에트 체제의 결속을 굳혀줄 신화적 사건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대조국전쟁(독소전쟁)이었다. 상상하기 힘든 엄청

난 고난을 이겨내고 독일이라는 가장 막강한 전쟁 기계(war machine)를 상대

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전후 소련 체제를 굳건하

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구실을 했고, 심지어 소비에트 체제를 못마땅하게 여

기는 소련 시민들도 대조국전쟁의 승리에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대조국전

쟁 “신화”의 핵심이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으므로, 이 전투는 가장 거룩

하고도 완전무결한 투쟁과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야 했다.
한편으로 냉전 시대에, 특히 1950년대에 사회주의 진영의 반대편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독소전쟁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

는 소련이 나치(Nazi) 독일의 패망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

하면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인식의 산물이었다. 
특정하게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의의까지 폄하되었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자기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북

아프리카 전선의 엘 알라메인(El Alamein) 전투가 동부전선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못지않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넌지시 주장했다.
그렇지만 냉전 시기에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위상을 인정하는 흐름이 서

방에서도 존재했다. 이 흐름의 계보에는 Alexander Werth, The Year of 
Stalingrad: An Historical Record and a Study of Russian Mentality, Methods 
and Policies(London: Hamish Hamilton, 1946)와 Ronald Seth, Stalingrad: 
Point of Return – The Story of the Battle, August 1942 - February 1943 

7) 소련은 1949년에 다큐멘터리 영화 <스탈린그라드 전투(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를 
제작했는데, 감독이 블라디미르 페트로프(Владимир Петров), 대본작가가 니콜라이 
비르타(Николай Вирта), 나레이터가 유리 레비탄(Юрий Левитан)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은 소련의 문화 역량을 쏟아 부어 만든 대작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로당은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을 불러
일으키고자 이 영화를 대중에게 상영했고, 그 의도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London: Victor Gollancz, 1959), 그리고 William Craig, Enemy at the Gates: 
The Battle for Stalingrad(New York: Reader’s Digest Press, 1973)가 들어간

다. 이 저술들은 서부전선의 전투들과는 질이 다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치

열함과 장대함, 심지어는 숭고함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련 공산당이 허물어진 뒤인 1990년대

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평가와 묘사에서 색다른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 추세란 이 역사적 전투를 똑같이 전체주의적인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

련 사이의 야만적 충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쯤으로 보는 것이었다. 소련 공

산주의의 붕괴와 종언이라는 역사적 격변에 따라 스탈린그라드 전투 역사서

술에 나타난 이런 변동의 가장 세련된 표현이 바로 비버의 피의 기록, 스탈

린그라드 전투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읽어야 이 책의 진가와 한계, 
그리고 그 정확한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묘사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짓과 과장을 

떨구어낸 비버의 역사서술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비버의 논지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단순한 의문을 떨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의문이란 ‘그렇게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군대였다면, 붉은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다. 어쨌든 붉은 군대는 무적으로 보였던 독일군을 1942~1943년 겨울에 

스탈린그라드에서 격파했다. 막강한 적과 맞서 군인들을 비합리적이고 강압

적으로 몰아 부치기만 하는 군대는 이길 수 없다. 장교와 병사들의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자발성을 북돋아 키워주는 군대여야 이길 수 있다. 스탈린그

라드에서 사투를 벌이던 붉은 군대에 관한 비버의 묘사에는 이런 자명한 사

실에 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허점이 있다. 이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책

으로는 2000년대에 나온 Geoffrey Roberts, Victory at Stalingrad: The Battle 
That Changed History(Routledge, 2002)와 Michael Jones, Stalingrad: How the 
Red Army Triumphed(Pen & Sword Military, 2007)가 있다. 애초에 완전무결

한 역사서술은 가능하지 않다. 자기가 손에 쥔 역사서의 장점과 더불어 한계

를 인식해야 올바른 독서가 될 수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러시아 연방의 올해 5월 9일 전

승 70주년 기념행사를 놓고 국제적 논란이 일어난 요즈음에 읽을 가치가 큰 

책이 바로 안토니 비버의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이다. 비판적 독서

를 한다는 전제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