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0년대 소련영화에 투영된 유토피아적 세계와 

테크놀로지 표상*1) 
- <부유한 신부>(1937)와 <트랙터 기사들>(1939)을 중심으로

2)함충범 / 정태수 (한양대학교)**

1. 들어가며

시민혁명,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의 연쇄적 발생을 거쳐 구성된 근

대적 서구 사회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준거로 들 만한 것

은, 그것(들)이 과연 인류의 번영 및 개인의 행복과 어떠한 영향 관계를 

지니는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대 사회를 굳이 발전론적이고 진보

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이전 시대와는 달리 수세기에 걸쳐 혁신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현상을 떠올릴 때, 그 기저에 행복한 삶

을 꿈꾸고 공동체적 화합을 추구해 왔던 인간의 기본적 이상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경제적 풍요와 생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S1A5B8914175) / 이 글은 2018년 4월 28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현대영화

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영화를 상상하고 재매개하고 넘어서기’에서의 동명의 발

표문을 논문화한 것임. 

 ** 주저자: 함충범, 교신저자: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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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리를 견인하며 인류에게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에 들어와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테크놀로지의 

효과와 효용에 대한 인간의 의구심과 회의가 차츰 만연되어 갔다. 그리하

여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1920년대까지 여러 장르의 작품들 속에 테크

놀로지의 긍정적 표상이 심심찮게 발산되어 있었던 데 반해, 1930년대에

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둔화되거나 오히려 반대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 하에서도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유토피아적 표상이 나타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사회주의 종주국 소

련이었다. 1930년대 소련에서는 스탈린(Joseph Stalin)의 권력 집중이 강화

되던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었다. 더불어 문

학․예술의 창작 방식이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집중화되어 갔

던 바, 그 영향은 당대 가장 유력한 선전․선동의 기제였던 영화 분야에도 

파급되었다. 더욱이 당시 소련영화계는 제작 부문에서 중대한 기술 이전 

과정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동시기 소련영화와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상

당히 밀접한 상태였다. 

본고는 1930년대 소련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낙관(론)적 세계 

속에 테크놀로지의 표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

하고자 한다. 당대에 제작된 여러 갈래의 극영화를 전체적으로 시야에 넣

은 상태에서, 기술-기계 관련 내용 및 장면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는 동시기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작품들을 논의의 선상에 둔다. 특히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요소를 통해 소련 사회의 현재적 지향을 낭만적

으로 담은 <부유한 신부>(The Country Bride, Богатая невеста)(1937)와 

<트랙터 기사들>(Tractor Drivers, Трактористы)(1939)을 분석의 주요 대

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들 두 작품은 1930년대 소련에서 가장 활발한 활

동을 펼친 이반 피리예프(Ivan Pyryev) 감독의 연출작이면서 사회주의 리

얼리즘 영화의 한 조류를 형성한 대표작일 뿐 아니라 그 속에 유토피아

와 테크놀로지 표상이 짙게 함유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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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이를 통해 본고는 소련이라는 특정 국가에서 1930년대에 나타난 기술-

기계 문명의 상(像)이 당대의 특수한 시대적 환경과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또한 당대 소련의 정치 권력이 제시한 이상과 인민 대중이 

실제 살아간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직접적

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1) 1930년대 소련영화사를 비롯하

여 정치․경제․사회․문화사 및 문예론, 그리고 기술 유토피아 관련 연

구들을 통합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다. 

2. 1930년대 소련영화의 제작 경향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테크놀로지

1920년대를 통과하며 혁신적 표현 기법과 체계적 영상 이론을 바탕으

로 독자적인 문예 지평을 넓혀 가던 소련영화는, 1930년대 들어서는 그 제

작 경향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적 추세에 따른 무성

(silent)에서 발성(talkie)으로의 제작 패러다임 전환이 커다란 계기로 작용

하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동시기 소련의 사회, 

문화, 예술적 변동(과정)으로부터 구해 볼 수 있다. 당대 소련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자랑하던 이전 시기의 예술적 지향이 금기시된 반면 

국가 권력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도그마에 문화적 역량이 편중되었기 때문

이다. 

1930년대 소련의 문화적, 예술적 기본 원리는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

 1) 국내의 경우, 1930년대 소련영화를 조명한 연구로는 정태수(1997)와 오진곤(2014)

의 학술 논문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특성화되

는 1930년대 소련영화의 사적(史的) 흐름과 배경에 관한 상세한 서술을 행하였다

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본고가 주목하는 유토피아적 세계와 테크놀로

지 표상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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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으로 응축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

각하여(사상성) 당의 주도 하에 교육 및 선전의 차원에서(당파성) 구체적

인 현실을 인민 대중과 결부시켜(인민성) 전형적으로 묘사함으로써(전형

성) 작품 속 모범적 인물형이 속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계급성) 

일련의 창작 법칙’을 지칭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 소비에트 작가회의’가 개최된 1934년 8월 17

일의 일이었다.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학을 위시하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의 예술 분야에서 “표준적인 규범” 및 “지배적인 방법론”의 위상을 유지

하였던 터(슐긴/꼬쉬만/제지나 2003, 354), 그 영향은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오락이자 효과적인 선전 매체였던 영화 부문으로까지 직접적으로 파

급되었다. 1935년 1월에 열린 ‘전 소비에트 영화 창작 노동자회의’를 통해 

그것이 절대적인 창작 법칙으로 지정된 일은 명시적 신호탄이라 할 만하

다. 이를 계기로 소련영화계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 하에 몇 가

지 유형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톰슨(Kristin Thompson)과 보드웰(David Bordwell)은 1934

년 이후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주요 장르를 크게 역사적 실존 

인물을 부각시킨 ‘전기 영화’와 동시대를 배경으로 ‘인민 영웅’을 다룬 작

품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 차파예프(Chapayev)를 비롯하여 레닌

(Vladimir Lenin)이나 고리키(Maxim Gorki)를 형상화한 연작 등 사회주의 

혁명 시기의 영웅을 다룬 작품들과, 표트르 1세(Pyotr I), 알렉산더 네프스

키(Aleksandr Nevsky) 등 러시아의 전통적 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

들로 나뉜다. 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여성을 다룬 영화들, 뮤지컬 양

식의 작품들, 그 중에서 집단 농장을 배경으로 한 사례가 순차적으로 나열

되어 있다(톰슨/보드웰 2000-b, 154-160).

한편, �옥스퍼드 세계 영화사�에서는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제작된2) 

 2) 이 부분을 쓴 케네즈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1933년부터 1940년까지로 잡은 

동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영화’에 대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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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편의 소련영화를 ‘어린이 영화’, ‘대형 역사물’, ‘혁명과 내전에 관한 영

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인 ‘동시대 배경의 영화’로 구별한다. 이어, 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다시 ‘공장을 소재로 한 작품’, ‘집단 농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른바 ‘비행사 영화’, ‘적을 찾아내는 영웅’ 등으로 세

분화한다(노웰-스미스 2005, 474). 

요컨대, 1930년대 소련영화는 제재적 측면에서 과거 러시아 또는 소비

에트 시기의 역사적 위인을 조명하는 작품들과 공장이나 농장, 여타 각 분

야에서 귀감을 보이는 현재적 인물을 전형화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의 기본적 창작 원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화된 시점은 1930년대 중반이었을지

라도 “소비에트 문학과 예술의 방법론”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

된 것은 1920년대 말부터였으며(슐긴/꼬쉬만/제지나 2003, 353)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체가 “19세기 말경과 20세기 초엽에 걸쳐 진전되었던 거대한 

사회적 변화들”을 밑거름으로 한 “세계적인 예술 현상이”었기에(James 

1990, 128), 여타 문예 부문들과 유사하게 영화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의 

작품들 역시 여기에 해당 또는 관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당시 소련의 영화적 환경이 수년 전부터 획기적으로 변모하였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톰슨과 보드웰에 따르면, “소비에트 

영화산업의 전환점”은 ‘중앙집중화’라는 정책 기조가 공표된 1928년 3월

의 ‘영화 문제에 관한 제1회 공산당대회’였다. 이후 1929년 영화에 대한 

서술을 확인컨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에 120편에서 140편까지 올라갔던 연간 제작 편 수가 1933년도에 와선 35편으로 

뚝 떨어졌고, 그 상태가 1930년대 내내 지속”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1932년 공산

당 중앙위원회는 문학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RAPP와 같은 전투

적 기관을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는데, 이로써 “1928년부터 1932년 사이의 문화 혁

명”이 일단락되었다(노웰-스미스 2005, 473). 

 3) 케네즈에 따르면,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 속 캐릭터는 당 리더(Party leader), 단순

한 사람(The simple person), 적대자(The enemy) 등 크게 세 가지 ‘판에 박힌 인물

형’을 포함하는데, 당 리더는 남성, 단순한 사람은 남성 혹은 여성, 적대자는 남성

일 경우가 많았다(Kenez 200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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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이 기존의 인민계몽위원회(Narkompros, 1918)에서 소련영화위원회

(Movie Committee of the Soviet Union)로 이관되었고, 1930년에는 “여러 공

화국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를 감독하고 모든 영화의 배급

과 상영을 통제하”기 위해 소브키노(Sovkino, 1925)를 대체하여 슈미야츠

키(Boris Shumiatsky)를 책임자로 하는 소유즈키노(Soiuzkino)가 세워졌다

(톰슨/보드웰 2000-a, 231-232). 그리고 “모든 영화스튜디오를 산업 공장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 소련영화의 제작 기반으로 설정되었다(휴아코 

1999, 164).

그렇기에, 1930년대 소련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를 표방하거나 그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것들뿐 아니라 이들 주변부에 위치한 관련 작품들까지도 두루 대상

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적 범주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이 공식적

으로 도입된 1935년 이전 시기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4) 

실제로 1930년대 전반기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는 30년대 중반 이후

의 제작 경향과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는 여타 

문학․예술 분야와도 연관성을 보이거나 연동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데에는 동시기 정치․경제적 상황이 시대적 배경으로 작동한 측면

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소련 사회의 중대 변화는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스탈린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통해 견인되었다. 1924년 1월 21

일 레닌이 사망한 후 트로츠키(Leon Trotsky)를 비롯한 쟁쟁한 경쟁자들과 

힘겨루기를 하던 스탈린은 1927년 12월 27일 열린 ‘제15차 전 소련 공산

당대회’를 계기로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후 소련은 1921년부터 이어져 오

던 ‘신경제정책’(NEP)을 대신하여 1928년 10월 1일부터 ‘제1차 5개년 계

 4) 일례로, 제1차 전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현한 당대 소련

영화의 전형으로 거론된 작품은 바실리예프(Vassiliev) 형제가 연출한 <차파예

프>(Chapayev, Чапаев)(1934)이었다. 이 작품은 1923년 발표된 푸르마노프(Dmitri 

Andreevich Furmanov)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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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돌입하게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스탈린 식 ‘위로부터의 혁명’이 현

실화된 것인데, 이면에는 ‘일국사회주의론’이라는 그의 사회주의 발전론

이 자리하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공

은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혁명이 발발하여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

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일

국사회주의론은, 말 그대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신뢰감”을” 

토대로 하였다. 이렇듯 스탈린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대중의 동의와 동조

를 용이하게 얻기 위해 단순화된 것이었고 다분히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48). 이는 경제개발 계

획 기간 내내 강조되었으며, 당시 소련 경제의 최대 과제로 부여된 농업 

및 공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대민 선전․선동 전략의 기초를 이루기도 하

였다. 

이러한 일련의 추세는 곧 문예 분야 전반으로 전도되었다. “국민적 위

업, 사회 이동, 개인적 성공을 신화적으로 융합”한 낙관적 성향의 테마를 

다룬 작품들이 문화․예술계를 주도하였고, 문화 혁명(1928~1932)의 종식

과 제1차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1932.12.31)을 거치며 그 양상은 더욱 짙

어졌다.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도 이어져, “삶을 리얼리즘적으로 묘

사하는 것과 혁명적인 낭만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이 창작 방식의 공통적 

전제로 자리하였다(James 1990, 138). 그러면서, ‘사회주의 낙원’을 위해 

“건설, 기계화, 그리고 탐험, 비행 업적, 생산” 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한 ‘인

민 영웅’을 묘사한 창작물이 작품 경향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스타

이츠 2008, 118). 아울러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소련 사회

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제작 경향과도 궤를 같이하였다. 

게다가 영화에 있어서는, 1929년부터 검열 체제가 강화된 이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Miller 2010, 69) 1920년대를 풍미한 영화 예술

적 실험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무성에서 발성으로 전환되는 제작 

여건의 변화가 작품 속 유토피아적 분위기를 보다 확산시키고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였다.5) 그러면서 당시 소련영화는 기존의 “몽타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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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인공-감독을 주는 영화에서 플롯-전문배우-이데올로기 영화”로 새로

운 연출적 경향을 드러내었다(정현두 2004, 540). 이로 인해, 단적으로 모

범적 생산 영웅을 묘사한 작품들 중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코미디의 장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회주

의 리얼리즘 자체가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소련의 역사적 산물이었음을 

고려할 때, 1930년대 소련영화의 제작 경향은 결국 이를 둘러싼 시대적 상

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소련에서는 경제 개발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테크놀로지의 습득 및 

확보가 요구되고 있었던 바, 동시기 소련영화 속에도 이를 반영한 서사와 

이미지 등이 삽입되곤 하였다.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통해 개별 작품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 영화 속 ‘영웅’ 캐릭터를 중심으로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3. 창조된 영웅들 : 기술 능력의 강조와 능률의 중시 

1920년대와는 구별되는 1930년대 소련영화의 변화상은, 첫째 ‘형식주

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창작 실험이나 이론”이 약화된 대신 “국가의 지도

자와 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둘째 “보편적 인간들의 힘

과 집단적인 힘의 우월성”보다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당 정책에 충실한 

한 개인의 내부적 문제와 한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가 강조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정태수 1998, 250). 그리고 셋째, 이전의 ‘어려운 영화’들과는 

 5) 소련에서도 이미 1920년대 후반 타게폰(Tagefon), 쇼린폰(Shorinfon) 등을 통해 발성

영화 장비의 독자적 개발이 시도된 바 있었다. 이어, 아브람 룸(Abram Room) 감독

의 <위대한 작업을 위한 계획>(Plan for Great Work)(1930)을 시작으로 1930년대 들

어 발성영화의 제작이 계속되었다. 이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과 시기적으로 맞

물려 있었다. 그리고 1936년 이후에는 발성영화로의 기술적 전환이 완료되기에 이

르렀다(톰슨/보드웰 2000-b,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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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보편적인 내용과 쉬운 표현으로 대중 관객의 취향에 부합하고 그들

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영화 제작의 주안점이 두어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당시 소련영화의 제작 경향은, 앞서 정리한 바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 첫째, 차파예프, 레닌,6) 

고리키,7) 표트르 1세,8) 알렉산더 네프스키9) 등10) 혁명 및 내전 시절이나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의 역사적 위인을 형상화한 작품군이 형성되었다. 

둘째, 농업, 공업, 비행, 과학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의 발전

과 수호에 이바지한 동시대의 인민 영웅을 다룬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소련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관

 6) 1920년대 베르토프(Dziga Vertov) 감독의 뉴스영화 키노 프라우다(Kino-pravda) 등

에 등장한 바 있던 레닌의 모습은, 1930년대 소련영화에서도 화면에 담겨졌다. 

1934년 베르토프의 기록영화 <레닌에 관한 세 가지 노래>(Three Songs About 

Lenin, Три песни о Ленине)가, 1936년에는 스트로에바(Вера Строева)가 연출

한 <승리자들의 세대>(Generation of Victors, Покол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가 만들

어졌다. 1937년에는 롬(Mikhail Romm) 감독의 <10월의 레닌>(Lenin in October, Ле

нин в Октябре)이, 1938년에는 유트케비치(Sergei Yutkevich) 감독의 <무기를 든 

사나이>(The Man with the Gun, Человек с ружьём)가 제작되었다. 

 7) 고리키에 관한 영화는 그의 회고록 내용을 토대로 하여 코진체프(Grigori 

Kozintsev)와 트라우베르그(Leonid Trauberg)가 연출한 3부작 <막심의 유년 시

절>(The Youth of Maxim, Юность Максима)(1935), <막심의 귀환>(The Return of 

Maxim, Возвращение Максима)(1937), <비보르그 방면>(The Vyborg Side, Выбо

ргская сторона)(1939) 등으로 영화화되었다. 

 8) 1929년부터 집필되기 시작한 톨스토이(Aleksey Tolstoy)의 소설을 바탕으로 페트로

프(Vladimir Petrov)가 연출을 담당한 영화 <표트르 1세>(Pyotr I, Петр 

I)(1937~1938)가 있다. 당시 역사가들에 의해 “‘진보적인’ 통치자로” 추앙 받던 표

트르 대제를 모델로 삼아 2부 구성을 이룬 이 영화는 “최초로 만들어진 짜르 영

화”가 되었다(톰슨/보드웰 2000-b, 156). 

 9) “13세기 러시아와 독일의 십자군들간의 전쟁”에서 “유럽 침략자들에 맞서서 러시

아 수호 전쟁을 이끈 중세의 왕자였”던 네프스키를 다룬 에이젠슈테인(Sergei 

Eisenstein) 감독의 <알렉산더 네프스키>(Aleksandr Nevsky, Александр Невск

и)(1938)가 있다(정태수 1998, 232; 톰슨/보드웰 2000-b, 156). 

10)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어진 내전에서의 영웅담을 화면에 옮긴 도브첸코

(Aleksandr Dovzhenko) 감독의 <쉬코르스>(Shchors, Щорс)(1939) 등의 영화도 있었

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1940년대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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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것은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자 스탈린의 존재(성)로

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즉, 전자의 작품들은 갈수록 노골화되던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라는 거대 ‘사업’의 일환으로,11) 후자의 경우 스탈린이 주창한 

일국사회주의론을 지탱해 줄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

중 선전의 차원에서 제작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징표 중의 하나가 바로 ‘테크놀로지’였기에, 당시 소련영화 속에는 특

정한 기술력의 습득 혹은 발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한 이들이 중추적인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차파예프>의 말미에 기관총을 잡고 적을 향해 총탄을 퍼붓는 주인공

의 모습이 나오고12) <무기를 든 사나이>에서는 각종 무기로 무장한 군중

을 앞에 두고 격렬히 연설하는 레닌이 재현되며 ‘막심 3부작’에서도 근대

적 교통 수단인 열차에 올라탄 고리키의 형상이 포함되는 한편 <표트르 1

세>나 <알렉산더 네프스키>의 경우 중심 인물과 연관성을 지닌 전투 장

면 등에 신식 무기들이 시각화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비해 “보다 인

간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국내 전쟁과 실제적인 혁명 사

건의 거대하고 장대성을 재현하려” 한 이른바 ‘혁명 영화’에서 또한 이러

한 특징이 곁들여졌다.13)

11) 이러한 영향으로 1930년대 소련영화 내에도 “우상화된 스탈린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초가 된 작품이 치아우렐리(Mikhail Chiaureli) 감독의 <위대한 

붉은 빛>(The Great Dawn, Великое зарево)(1938)이었다(정태수 1998, 229). 

12) 이 영화에는 또한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인 기관총과 풍만한 가슴의 기관총 사

수 안카(Anka)를 모두 좋아하는 젊은 페트카(Petka)라는 인물”이 감초 역할을 담당

함으로써 “코미디적 기분전환 요소”도 가미되었다(스타이츠 2008, 152). 

13) 대표적인 작품으로 내전 시기 “백군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한 핀란드만 근

처”의 “수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그린 드지간(Yefim Dzigan) 감독의 <크론쉬타트

에서 온 우리들(>The Sailors of Kronstadt, Мы из Кронштадта)(1936), 러시아의 

유명한 생리학자이자 식물학자인 티미랴제프(Kliment Timiryazev)에 관한 사실을 

토대로 “10월 혁명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헤이피츠(Iosif Kheifits)와 자르

히(Aleksandr Zarkhi)가 연출한 <발틱 대위원>(Baltic Deputy, Депутат Балтик

и)(1937)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발틱 함대의 승무원들>, <7월 2일>, <불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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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와 같은 성향이 도드라져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동시대를 배

경으로 둔 영화들에서였다. 이들 작품은 노동자와 농민, 비행사,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영웅적 자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이즈만(Yuli Raizman) 감독의 <비행사들>(The Pilots, Лётчики)(1935)

에서는 동료의 추락 사고라는 충격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용맹함과 도전정

신, 기술력을 발휘하여 비행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의 훌륭한 행동이 

현란하게 촬영된 공중 촬영 장면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게라시모프

(Aleksandr Gerasimov) 감독의 <용감한 7인>(Seven Courageous, Семеро см

елых)(1936)의 경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

수하는 비행사, 무선 통신사, 기술자, 기상학자 등 전문직 기능인들의 체

험담이 극적이면서도 생생하게 그려졌다. 

영화 속 영웅적 인물을 통한 대중 선전과 선동의 초점은, 생산 현장에

서 최선의 노력을 행하거나 고도의 능력을 과시하는 우수한 산업 역군(들)

을 부각시킨 일련의 작품들에도 찍혀 있었다. 가령, 음주 행위로 공장 기

계를 고장 낸 노령의 노동자가 자신의 실수를 통렬히 반성하고 창조적 노

동 행위를 선보인다는 서사적 구조를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참

여에 대한 사상의 개조”를 역설한(정태수 1998, 197) 에르믈레르(Fridrikh 

Ermler)와 유트케비치(Sergei Yutkevich)의 연출작 <만남>(Counterplan, Вст

речный)(1932)은 공업 생산 부문에서의 단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특히, “소련 농촌 이상향의 묘사를 위한 ‘리얼리즘적’ 무대로서 카니발

과 시장을 이용한 장르 감독”으로 알려진(스타이츠 2008, 163)  피리예프

가 1930년대 후반 연출한 두 작품 <부유한 신부>(1937)와 <트랙터 기사

들>(1939)에는, 빼어난 기술 능력을 통해 농업 생산 능률을 상승시킴으로

써 자신의 행복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모범적이고 영웅적이며 전형성을 

띤 인물형이 등장한다. 

다>, <화염 속의 드네프르>, <유데니츠의 괴멸>, <바쿠인>, <켄드리랴르>, <고상

한 행진>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소련 각 지역을 배

경으로 한 작품들이 있었다(스타이츠 2008, 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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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신부>에서 여주인공 마린카 루가쉬(Маринка Лукаш, 마리나 

라디니나(Марина Ладынина) 분)와 그녀의 연인 파블로 즈가라(Павло 

Згара, 보리스 베즈긴(Борис Безгин) 분)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크라

이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집단 농장의 젊은 일꾼이다. 여성 노동자인 마린

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400일’이라는 작업 일수를 자랑하며 많은 재

산과 성공의 기회를 얻고 있다. 트랙터 운전을 맡은 파블로 역시 ‘325헥타

르 가운데 37헥타르’를 담당하며 작업 반장으로부터 가장 유능한 트랙터 

기사로 인정 받는다. 그런데, 이들 간에 오해가 발생하고 둘 사이는 잠시 

소원해진다. 마린카를 흠모하는 회계원 코빈코(Ковынько, 이반 류베즈

노프(Иван Любезнов) 분)가 거짓말로 두 남녀를 이간질하였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결국 마린카와 파블로는 오해를 풀고 애정을 확인하게 되는

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은 거센 비바람에 추수곡이 망쳐질 위기에서 파블로

가 트랙터를 몰고 나타나 먹구름이 오기 전에 작업을 이상 없이 마무리한 

일이었다. 이 장면에서 파블로는 집단 농장의 여성 일꾼들에게 박수갈채

를 받았으며, 마린카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유한 신부>의 이야기 줄거리는 여성 노동 영웅이자 마을 

최고의 신붓감인 마린카를 사이에 두고 트랙터 기사인 파블로와 마을 회

계원 코빈코가 경쟁을 벌이다가 마린카와 파블로가 다시 짝을 이루는 것

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최후의 승자는 파블로인 바, 그는 일에 대한 의욕

과 작업 달성을 향한 열정, 그리고 트랙터를 다룰 줄 아는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마린카뿐 아니라 집단 농장의 일꾼들과 마

을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반면, 회계사 코빈코

의 주요 업무는 그저 노동자들의 작업량을 계산하는 데 국한된다. 이것 자

체로는 생산의 양 또는 능률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없기에, 영

화 초반에서 그는 트랙터 기사나 비행사들과는 달리 회계사인 자신에게는 

‘모스크바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푸념을 털어놓기도 한다. 따라

서 작품 속 실질적 주인공은 마린카가 아닌 바로 파블로라 할 만하다. 

<트랙터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주인공 마리야나 바잔(Марья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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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Бажан, 마리나 라디니나 분)을 차지하기 위해 같은 마을에 사는 나자르 

두마(Назар Дума, 보리스 안드레예프(Борис Андреев)분)와 타지로부터 

이주해 온 클림 야르코(Клим Ярко, 니콜라이 크류치코프(Николай Кр

ючков) 분)가 신경전을 펼치며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경우 이야기 설정 상 <부유한 신부>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한 

지점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다. 첫째, 뛰어난 작업 능력으로 유명세를 타

고 있던 마리야나가 주변 남자들로부터의 구애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덩

치를 가진 나자르를 가짜 애인처럼 두었다가, 클림이 나타난 뒤 그에게 호

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극중에서 

마리야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트랙터를 조종할 수 있는 여성 기사로, 반면 

나자르는 무능한 트랙터 기사로 나오는 데 비해, 클림은 실력 있는 기계공

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정 하에, <트랙터 기사들>에서도 서사의 중심에는 클림이라

는 인물이 자리한다. 극동 지역에서 탱크를 몰다가 영웅적 여성 트랙터 운

전수 마리야나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본 뒤 기차를 타고 그녀의 생활 터전

인 우크라이나 스텝 지대까지 찾아온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무엇보다 그

는 문제가 발생한 기계 장치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고칠 만한 기술적 능력

을 겸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클림은 나자르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성

능을 높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두 명 분량의 뛰어난 작업 성과를 거두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14)

종합컨대, 1930년대 후반 제작된 피리예프 감독의 두 편의 영화들에는 

최선을 다해 생산 증진에 앞장서는 노동-생산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14) 기계공으로서의 훌륭한 직업적 면모를 드러내는 클림의 활약상이 담긴 장면은 이

전에도 여럿 삽입되어 있다. 먼저, 마리야나와 우연히 처음 만난 날에 클림은 그녀

의 집에 온 프라냐(Франя, 올가 보로비코바(Ольга Боровикова) 분)의 고장 난 

트랙터를 고쳐줌으로써 마리야나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다음으로, 그를 시

험하기 위해 트랙터의 소리만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맞추어 보라는 트랙터 남

성 기사들의 요구에, 클림은 해당 트랙터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만만찮

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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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투와 활약에 힘입어 작업 능률이 발휘되는 과정을 거친 후 목표 달성이 

실현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두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이 모두 기술 능력을 

겸비한 이들이라는 점은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특기한 점은 각각의 작품 

내에서 뿐 아니라 두 영화 간에도 테크놀로지 습득 정도가 상이한 인물형

들이 차등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부유한 신부>에서는 육

체 노동을 하지 않는 회계원 코빈코, 농기구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마린

카, 보다 발달된 기계를 작동시켜 생산 활동을 견인하는 트랙터 기사 파블

로가 경계를 보이며 유형화되어 있던 것이, <트랙터 기사들>에 와서는 

(영화의 제목에 반영되어 있듯) 트랙터를 운전하는 이들이 보다 다수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마리야나처럼 실력 있는 자와 나자르처럼 그렇

지 못한 자, 클림과 같이 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한 자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15) 

이렇듯 다분히 의도적이고도 유의미한 영화 속 인물 설정 방식을 통해 

1930년대 소련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1929년 11월에 

행한 연설에서 스탈린은 “중공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적인 낙

후성에서” 탈피하고 “예전의 속도를 초월하여” ‘사회주의의 동력’(The 

Socialist Drive)을 가속화할 것을 설파하였다(대니엘즈 1997, 83). 그러면서 

그는, 산업 건설을 위해서는 중공업의 ‘구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과거 

레닌의 주장을 인용하며, “소비에트식 정신구조를 갖는 수만명의 기술자

와 전문가를 사회주의 건설작업에 동원”하고 “노동계급 출신의 인간들을 

새로운 ‘붉은’기술자와 ‘붉은’전문가로 훈련시키는” 일이 그 발판이 되어

야 함을 역설하였다(대니엘즈 1997, 84). 

이와 같은 주문 하에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소련에서는 “기계 제

작을 포함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적 목표로 두어졌다. 산업 

15) <부유한 신부>에도 기계 수리가 가능한 인물의 훌륭함이 강조되는 부분이 삽입되

어 있다. 트랙터 작업 반장 다닐로(Данило, 알렉산드르 안토노프(Александр Ан

тонов) 분)가 그 위용을 과시하듯 파블로의 고장 난 트랙터를 고쳐주는 장면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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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가운데 86%가 중공업 부문에 투입되었으며, 1,500곳 이상의 공장

도 새로이 세워지게 되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56). 그 흐름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의 ‘제2차 5개년 계획’ 및 1938년 개시되었다가 

1941년 6월 독일의 공습으로 중단된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으로도 이어

졌다.16) 결과적으로 소련은 1937년에 이르러 세계 3위권의 전력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고(8년 전에는 15위) “기계제조와 트랙터, 트럭, 그 외에 몇

몇 다른 생산 라인에서는 미국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랴자

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1).

주목되는 점은, 제2차 5개년 계획 하에서 “특별히 복잡한 공작기계 및 

정밀기계 등의 제작을 포함하여 “기술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던 터(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1), 이러한 시대적 ‘사명’이 

동시기에 제작된 피리예프 감독의 영화에도 영웅적 인물형을 통해 투영되

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생산 영웅들은 영화 텍스트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존재

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타하노프(Aleksey Grigoryevich Stakhanov)의 경우

가 대표적 사례였다. 그의 관한 기사는 1935년 9월 8일 《프라우다》

(Pravda)에 실렸는데, 이후 ‘스타하노프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었다.17) 

“1930년대 초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여성” 가운데 한 명이던 안

겔리나(Praskovya Angelina) 역시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녀의 직업은 다름 

아닌 트랙터 기사였는데, 안겔리나의 활약에 힘입어 가족들까지 “계층 상

승 이동과 기술적․군사적․농업적 성취의 모델”이 되었다. 안겔리나는 

트랙터 운전을 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1929년부터 트랙터회사(MTC)

16) 1939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산업 생산량 92% 증가를 

목표로 세웠는데, 철강 생산 58%, 기계 건설의 경우 129%의 성장이 계획되었다

(Viola 2002, 208). 

17) 스타하노프는 도네츠(Donetsky) 분지의 광부 출신으로 1935년 8월 자신이 개발한 

공정의 혁신을 통해 5시간 45분 만에 102톤의 석탄을 채굴하여 일일 작업 기준량

의 1,400%를 달성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으며, 12월에는 레닌 훈장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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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1933년에는 트랙터의 조립 방법까지 습득하

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 회사에서 여성 트랙터 여단을 조직하며 보다 

활발한 생산 활동을 펼쳤다. 안겔리나의 여성 트랙터 여단에서는 15마력

짜리 트랙터를 이용하여 1935년에는 1,230헥타르, 이듬해에는 2,000헥타르

의 작업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당시 평균 300헥타르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였다(기계형 2017, 118-119).

이에 따라 “농민적 소박성, 억셈,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사보타주를 비

롯한)에 맞선 투쟁, 스탈린에게 바치는 생산 맹세, 경작 전선의 승리, 크렘

린으로서의 클라이맥스적 여행(올리브색 링컨을 타고!)과 위대한 지도자

의 영접 등” 그녀를 둘러싼 성공 스토리가 양산되었다. 결혼 관련 이야기 

역시 “수많은 트랙터 소설, 콜호스 오페레타, 전원생활을 다루는 코미디 

영화들의 씨를 뿌린 비옥한 줄거리”로 발전되었다(스타이츠 2008, 

126-127). 영화를 보건대, <부유한 신부>의 여주인공 마린카와 <트랙터 기

사들>의 여주인공 마리야나가 실존 인물인 안겔리나를 모델로 하여(두 영

화의 주연을 맡은 여배우도 동일함) ‘창조’된 인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

는 듯하다. 

다만, 두 작품 모두 이들 여주인공이 영웅적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미 영웅적 위치에 등극한 상태에서 그녀를 통해 

남성 영웅이 (재)발견되는 양상을 조명한다.18) 그러면서 유쾌하고 희망적

인 분위기가 영화 전반을 장식한다. 주인공(들)을 위협할 만한 악인은 나

오지 않으며, 기껏해야 사소한 오해로 인한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갈등을 

부추기고 자연 재해 혹은 기계 고장 등이 위기의 요인으로 상정된다.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얼굴에는 대체로 웃음이 넘쳐 난다.19) 

18) 그 과정에서 강한(능력 있는) 여성 인물이 두 남자들 사이에 서서 결정권을 쥐게 

된다(Beumers 2013, 87). 

19) 관객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소련영화가 배우의 전형성, 시각 기법의 사

실성, 낙관적 결말 구조, 연속 편집의 사용, 사회 비판의 결여, 건전한 분위기 등에

서 동시기 할리우드 영화와 일정 부분 유사성을 띤다는 휴아코(George Huaco)의 

지적처럼(휴아코 1999, 165),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은 로맨틱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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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를 비롯한 당대 소련영화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영화에 침투된 낭만성과 낙관주의가 테크놀

로지 유토피아의 표상을 수반하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역

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기계와 인간, 여성과 남성, 개인

과 집단의 조화를 추동하며 유기적 조직체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4. 유기적 조직체 : 기계와 인간, 여성과 남성, 개인과 

집단의 조화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의 주요 인물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

유는,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 젊은이 모두 결국 ‘일’과 ‘사

랑’에서 성공을 쟁취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대로, 이들 남

녀 주인공은 작품별, 성별로 차등적으로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다. 주목되

는 것은, 생산의 과정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

이다. 

<부유한 신부> 속 곡물 추수 광경을 들여다보면, 영화의 첫 부분에서와 

같이 남성 트랙터 기사가 선두를 이루고 농기구를 손에 든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뒤를 따르는 일상의 행렬이 종종 눈에 띈다. ‘남성-트랙터/여

성-농기구’라는 이분법적 구별이 시각화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기에 오히

려 작업 능률이 고양되는 듯한 기운이 감지된다. 남성은 트랙터의 힘을 이

용해 길을 닦고 여성은 몸을 움직여 논밭을 일구는 역할 분담이 행해지는 

가 결합된 흔한 뮤지컬 영화와 비견될 만큼 특유의 낭만성과 낙관주의를 내비춘

다. 기실, 이는 1930년대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일반적인 제작 경향이기

도 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인 <차파예프>를 예로 들면, 슈미야

츠키의 지적대로 차파예프의 영웅적 행위뿐 아니라 감수성과 동정심을 지닌 그의 

인간 존재(human being)로서의 면모 또한 두드러져 있다(Taylor/Christie 2002,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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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남성은 ‘트랙터-기계’의 일부가 되고 농기구는 ‘여성-신체’의 일부

가 되어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그 기능이 극대화되는 것

이다. 마치 오차 없이 작동되는 수많은 톱니바퀴들과 같이 광활한 대지에

서 각자의 일을 수행하는 기계와 인간,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영화에서 

때로는 롱 테이크-트래킹 쇼트를 통해 역동성과 박진감을 자아내고 때로

는 롱 쇼트를 통해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 작품에는 1920

년대 유행을 이루던 ‘소비에트 몽타주’(Soviet Montage) 영화들의 편집 기

법이 차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부유한 신부>의 해당 장면

의 경우 몽타주 영화의 역동성은 취하면서도 이미지들 간 충돌이나 갈등 

양상보다는 조화와 협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드러낸다.  

한편 <트랙터 기사들>에 이르러서는 농업 생산의 공정이 대부분 기계

화되어 있다. 마리야나를 포함한 작품 내 여성 인물들은 농기구를 쥐는 대

신 트랙터를 움직임으로써 남성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논밭은 온통 (사람이 올라탄) 트랙터의 움직임들로 채워져 있

다. 게다가 영화 속에는 이뿐 아니라 기차,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트

럭, 탱크 등 다채로운 기계 장치들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넓게 펼쳐진 논

밭이나 들판 못지않게 길게 이어진 도로가 공간적 배경의 일부를 조성하

며 해맑고 신나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예컨대, 영화 초반 ‘우체부의 노래’

를 부르면서 각각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길을 내달리는 마을 우

체부원 하리토샤(Харитош, 블라디미르 콜친(Владимир Колчин) 분)와 

마리야나의 표정과 자태에는 즐거움과 씩씩함이 묻어난다. 그밖에도 이 

작품은 트랙터, 승용차, 트럭 등의 기계 장치와 이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을 

각기 분리된 개별 쇼트들로 담아내는 촬영 방식을 통해 그 기술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조합한다. 그리고 해당 장면을 통해 영화는 이들 기계의 속도

감과 기술자의 숙련도를 특별한 것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요 인물(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일이라 할 만하다. 나아가, 영화를 관찰컨대 비단 남녀 주인공에 머

물지 않고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주어진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듯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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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 단면은 음악과 율동,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휴식, 오락, 축제의 

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직장의 동료 혹은 마을의 일원으로 구성된 사람

들이 유흥을 즐기거나 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는 서로의 문제를 공동

으로 고민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행복이 접점을 

이루고 결국에는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모든 구성원

들에게 만족감과 안정감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20) 

하지만,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전히 ‘일터’

임에 틀림없다.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공공의 목표와 개개인의 욕망, 권력 구도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공

간이기에 그러하다.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 속 일터 장면에 낭

만적이고도 낙관주의적인 요소가 유독 강하게 곁들여진 원인은 바로 이러

한 지점에 존재한다. 그러나 역으로, 오히려 이는 현실에서 일어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과 입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의 집권 과정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농업 집단화

의 양상에 관해 훑어보도록 하자. 사적 토지 활용 및 이로 인한 부의 축적

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농촌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 1920

년대 소련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러나 스탈린 시대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1929

년 11월 스탈린은 전국적인 ‘농업 집단화’의 수행을 선언하였고, 그 영향

으로 12월부터는 혁명 이전 시기부터 부농으로 군림해 온 ‘쿨라크’(Kulak)

20) 1930년대 들어 소련에서는 재즈 음악과 탱고 춤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민속음악과 대중가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에 “긍정의 파

토스가 주입”됨으로써 “그 모티프는 낙관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적극적이었”

는데, 이들 노래는 음반, 라디오뿐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뮤지컬 영화 속에도 삽입

되었다(스타이츠 2008, 135). 한편, 1930년대 후반에는 <소로친스키 시

장>(Sorochinsky Fair)(1937)이나 <말리노프카에서의 결혼식>(Wedding in 

Malinovka)(1937)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민속적 뮤지컬 오페레타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콜호스 영화 코미디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스타이츠 200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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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및 제거 작업이 벌어졌다(흘레브뉴크 2017, 

203-204). 농업 집단화 정책 실행의 거점은 국영농장 ‘소프호스’(Sovhoze)

와 집단농장 ‘콜호스’(Kolkhoz)였다. 국가 소유의 소프호스는 “새로 개발

된 지역에서 거대한 곡물 생산자이자 다른 많은 과제를 맡은 곳”의 기능

을 부여 받았을 뿐, 실질적인 중심지의 역할은 콜호스에 주어졌다. 콜호스

는 원칙적으로 농장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 공간이었으며, 이들은 자신이 

행한 노동량에 근거하여 제각기 다른 몫을 분배 받았다. 이들에게는 사적 

경작이 허용된 여분의 텃밭이 주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농업 집단화

의 물적 인프라는 상당 부분 쿨라크 계급의 해체를 통해 갖추어진 것이었

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추진된 농업 집단화의 속도는, 1929년 10월 1일 

시점에 7.5%였던 집단농장 소속 가구의 비율이 1930년 2월 20일에는 

52.7%를 기록하였음이 증명하듯 굉장히 빨랐다(흘레브뉴크 2017, 208). 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쯤에는 콜호스에 합류한 농가가 1,400만 호 이상

이 되었고, 전체 경작지의 68%가 콜호스에 편입되었다.21) 그리고 제2차 

및 제3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이르러서는 “25만 곳에 약간 못 미치는 콜호

스가 2,500만 곳 이상의 개별 농가를 대체”하며 농업 집단화 작업이 “사실

상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1). 이를 통해 

스탈린 정권은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농촌 전역으로 확장시켰는데, 

그 바탕에는 1939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의 농업 박람회 등을 

발판으로 당시 소련 정부가 유포한 유토피아의 상(像)이 제시되어 있었다. 

‘유토피아’(Utopia)라는 용어는 1516년 출판된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동명 소설 속 가상의 섬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소설 속 유토

피아 세계는 개인 별로 하루 6시간의 노동과 10년 주기의 거주지 이동을 

의무화하면서 차별 없는 주거 환경과 자유로운 물자 사용을 규칙으로 두

었다. 때문에 화폐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부락 생활 및 공동 경작이 삶의 

터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1930년대 소련 정부가 추구한 사회주의 농촌의 

21) 10%는 소프호스의 소유였으며, 개별 농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토지는 22%뿐이었

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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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은 표상은 동시기 영화에도 짙게 반영되어 있다. 가령, <부유한 

신부> 속 마린카가 속한 콜호스 소속의 여성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고 이

동하며 밥을 먹고 낮잠을 청한다. 작업 중 누구도 꾀를 부리거나 힘을 아

끼지 않으며, 식사나 휴식에 대해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이도 없다. 마찬가

지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처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린

카가 만인에게 추앙 받는 노동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콜호스에는 단장 안나(Анна, 파라가 표도로브나(Палага Фёдоров

на) 분)가 등장하긴 하나, 공동체를 대표하고 일원들을 통솔할 뿐 권위에 

사로잡히거나 월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그룹의 일원들 역시 그녀에

게 동조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교

한 기계 장치를 연상시킬 만큼 화면을 통해 유기적 조직체의 이미지를 창

출한다. 

한편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에는 개개의 트랙터(기사)가 유

기적으로 조직화되어 협동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발현시킴으로써 곡물의 

파종 및 추수를 선도하는 트랙터 작업반의 활약상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클림이 자신의 연적인 나자르의 트랙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손을 

봐줌으로써 결국에는 나자르의 공적이 신문 지상에 실리기까지 한다는 

<트랙터 기사들> 내 사건의 전개가 단적인 예라 할 만하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연설 내용을 참조컨대, 트랙터를 비롯한 첨단의 기

계 장치들은 농업 집단화를 견인하며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설파하고 그 

우수성을 돋보이게 할 효과적인 기제로 지목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농업단위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

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농업단위를 확장하는 방

식이다. 그것은 농업인구의 빈곤화․농업상의 자본주의 사업의 발전 등을 

초래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건설하

는 방식이다. 그것은 소규모의 농장들을 기술적․과학적으로 완비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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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농장에 합병시키며 농업에서 일체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색출해낸다. 

우리는 이 두번째 방식을 선호한다(대니엘즈 1997, 87).

1929년 11월 농업 집단화를 선언하며 행한 위의 연설에서 스탈린은,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적․과학적 완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묵은 ‘러시아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산업화

의 길을 따라 전력으로 진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후 소련

은 그의 표현대로 ‘중금속과 자동차와 트랙터의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대니엘즈 1997, 86). 

아울러,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농업 집단화가 본격화된 1930년대를 통

과하며 대중 선전․선동의 차원에서 <부유한 신부> 및 <트랙터 기사들>

과 같은 대중 영화에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재)구성되었음은 

물론, 여타 문학․예술 작품(의 제목) 속에 스며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게라시모프(Alexander Mikhailovich Gerasimov)의 그림 <집단 농장의 명

절>(A Collective Farm Festival, Колхозный праздник)(1937)이나 무히

나(Vera Mukhina)의 조형물 <노동자와 콜호스 처녀>(The Worker and 

Kokhoz Woman, Рабочий и колхозница)(1937)는 집단화된 농촌 사회의 

낭만적 ‘현실’을 형상화하였고, 자빌라(Наталья Львовна Забила)의 시 

<트랙터 공장>(Tractorobud, Тракторобуд)(1933)의 경우 여기에 기술 및 

기계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루나찰스키(Anatoly Vasilyevich Lunacharsky)가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적으로 농업과 공업의 발전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연의 주위”에 대한 

“개조”야말로 “형식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욕망(경제)에 만

족을 주”는 ‘생산으로서의 예술’의 기능에 부합함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찰스끼 외 1987, 204), 1930년대에 가장 유력한 선전 매체이자 대중 오락

의 지위를 점하고 있던 영화 부문에도 그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소비에트 영화산업”은 다분히 “인위적이며 자의적으로 수백만 

농부의 ‘이해’와 ‘취향’에 반응하기 위하여 재조직” 과정을 거쳤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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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육 및 교양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던 농촌 인민들을 광범위하게 포

섭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라 할 만하다.22) 그 결과 영사기의 보급 비율

에 있어서도 1915년 도시 91%, 농촌 9%였던 것이, 1928년 도시 58%, 농촌 

42%를 거쳐 1932년에 이르면 도시 35%, 농촌 65%로 변화를 보였다(휴아

코 1999, 166). 

더불어, 발성영화로의 기술 전환으로 대변되는 제작 환경의 변화 속에 

소련영화의 장르적 특성화도 동반되었다. 대표적 장르는 뮤지컬 코미디였

다. 특히 알렉산드로프(Grigorii Aleksandrov)가 연출을, 그의 아내 오를로바

(Lyubov Orlova)가 주연을, 두나예프스키(Isaak Dunayevsky)가 음악을 맡은 

일련의 작품들이 커다란 명성을 얻었다. 이들의 조합에 의해 “2년 간격으

로 4편의 뮤지컬이 제작되었”다. <즐거운 친구들>(Jolly Fellows, Весёлые 

ребята)(1934), <서커스>(Circus, Цирк)(1936), <볼가-볼가>(Volga-Volga, В

олга-Волга)(1938), <빛나는 길>(The Bright Way, Светлый путь)(1940)

이 그것인데, 이들 작품은 “즐거운 인생과 밝은 낙관주의라는 공식 테마

를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그럼으로써, 피리예프 감독의 동시대 영화 <부

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 또한 “알렉산드로프 영화의 시골판”으로

까지 일컬어질 만큼, 당대 소련영화의 좌표 역할을 하였다(스타이츠 2008, 

156-157). 

이를 통해 반대로 유추해 볼 사항은,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

에 기입된 1930년대 스탈린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와 권력 행사의 정당성 

등이 알렉산드로프 감독 작품을 포함한 여타 소련영화에도 유토피아의 외

양을 띤 채 나타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대적 

22)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 여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 인구의 1/5만

이 식자층이었고 농촌의 경우 여성 인구의 9/10가 문맹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스

탈린 통치기를 거치며 ‘정치적 통제’의 여건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블래닝 2003, 332). 일례로, 제1차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대학

과 직업기술학교”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어,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32년에는 관련 법령과 위원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슐긴/꼬쉬만/제지나 2003, 

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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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 만들어낸 이상(향)을 둘러싼 내용이었던 바, 텍스트 안팎을 검토

컨대 그 내적 모순이나 현실과의 간극이 어렵잖게 발견된다. 

5.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의 허와 실 : ‘사회주의 낙원’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에서 유토피아적 분위기가 최고조로 

응집되어 있는 곳은 영화의 결말 부분으로 비춰진다. <부유한 신부>의 마

지막 신(Scene)은 콜호스와 트랙터 작업반의 일원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 춤과 음악을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오해를 푼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파블로가 마린카에

게 파트너 요청을 한 뒤 몸을 맞대고 춤을 추며 화해를 하면서 영화의 막

을 내리는 이 장소에서, 그 직전에 트랙터 작업 반장에게는 적기 훈장이 

달린 깃발이, 나이든 야간 순찰원에게는 새 장총이, 회계원인 코빈코에게

는 자전거가 수여된다.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한 노고와 공로의 대가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마린카를 차지하려

는 욕심에 그녀와 파블로 사이를 이간질하며 ‘밉상 짓’을 서슴지 않던 코

빈코까지도 회계 사무와 콜호스 및 파티 운영 등의 공으로 상을 받는다는 

설정 자체가 무갈등론과 유토피아적 성격을 띤 이 작품의 특징을 재차 확

인시켜주는 듯하다. 심지어 영화는 유쾌한 표정의 코빈코와 순찰원의 모

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의 유동성과 초점화 대상

의 유연함이 순조롭게 조화를 이룬다.

<트랙터 기사들>의 경우 라스트 신이 아예 마리야나와 클림의 결혼식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리야나의 언급대로 수확 시기 이후인 첫 눈이 

올 때쯤 거행된 그녀와 클림의 결혼식 행사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야외(처럼 꾸며진) 장소에서의 다채로운 악기 연주와 주민들의 활동적 움

직임이 돋보였던 <부유한 신부>와는 달리, 이 영화는 넓은 연회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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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한 사람들이 긴 탁자 위 푸짐한 음식들을 앞에 놓고 축배를 드는 장

면으로 연출되어 있다. 또한, 각 인물과 집단을 개별 쇼트와 팬을 이용하

여 다소 타이트하게 포착한 <부유한 신부> 마지막 장면에서의 촬영 기법

과는 달리, 신랑․신부 뒤편의 창문으로부터 시작된 화면이 줌-아웃되면

서 뒤로 빠지며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천천히 롱 테이크로 담아내

는 설정 쇼트가 인상적이다. 이처럼 영화는 ‘작업 완료=임무 수행=목표 

달성’ 이후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소련 인민들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화각의 변동적 움직임을 통해 화려하고도 

낭만적으로 재현해 낸다. 

그렇다면, 이들 영화가 나온 1930년대 당시의 실상은 어떠하였을까? 스

탈린 정권이 추진한 경제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당시 유럽 국가들 가

운데 후진국에 속해 있던 소련을 단기간에 산업화시키는 데 일면 효과적

인 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효율성의 한계와 부가적인 병폐가 병

존해 있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소비재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생산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이로 인

해 정작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초라해졌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소련

의 공업이 이루어낸 것보다는 훨씬 더 미심쩍은” 결과가 펼쳐졌다. 할당

량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사적 경작이 허용된 작은 텃밭

에 노력을 쏟는 사람들도 있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2). 농민

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기까지 

하였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진 기근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23) 그 사이에 가축의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24) 

23) 특히 1932년에는 우크라이나, 캅카스 북부, 그리고 일부 중앙 러시아 지역에 극심

한 기근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다분히 “집단화로 인한 혼란, 과도한 조달 할당량, 

흉작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59). 이 가운데 우크

라이나는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곳이기도 

하다. 

24) 1928년에서 1933년 사이에 말은 3,200만 마리에서 1,700만 마리로, 소는 6,000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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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못지않게 인민들을 괴롭게 한 일은, 국가 주도의 공산주의 계획경

제 이행 중에 공권력에 의한 과도하고 폭압적인 통제 행위가 자행된 것이

었다. 특히 농촌 집단화와 이를 위한 쿨라크의 해체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

자가 생겼다.25) 이로 말미암아 당시 소련 사회에는 동시기 스탈린 정권이 

실시한 ‘공포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농촌으로까지 드리워지게 되었

다.26)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쿨라크로 낙인 찍혀, “소련의 

농촌을 전격적으로 휩쓴 탈쿨라크화 운동”을 거치면서 계급 투쟁의 대상

이 되었다(김남섭 2011, 329). 한편으로, 집단적 농업 생산 공정 체계의 구

축을 거쳐 ‘경제와 통제력의 결합’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름 아

닌 ‘기계-트랙터 배급소’(Mashinno-Traktornaia Stantsiia)를 통해서였다. 여

기서는 수확기를 중심으로 “집단농장에 필수적인 기계”를 제공하고 “집단

농장들 사이의 작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행사”하였다.27) 

스탈린 정권은 인민 대중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그럴듯한 ‘당근

리에서 3,300만 마리로, 돼지는 2,200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로 줄었다(흘레브뉴

크 2017, 212). 

25) 농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1929년 1,300여건이 발생하고 참가 인원은 244,000여명이

었으며, 1930년 1~2월에만 1,500여건에 324,000여명을 기록한 바 있었다. 이어 동

년 3월에는 그 수치가 6,500여건, 150~200여만으로 늘어 정점에 이르렀다(흘레브

뉴크 2017, 208-201). 한편, 1930년에서 1931년 사이 삶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된 쿨

라크와 그 가족의 숫자는 약 36~38만 가정에 170~1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

는 7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김남섭 2011, 314). / 소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쿨라크

와 농민들의 저항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였는데, 전술한 바대로 <부

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곳도 우크라이나 지방

이다. 

26) 스탈린의 정적에 대한 본격적인 숙정 작업이 진행된 것은 “레닌그라드 당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키로프가 암살된 1934년 12월”부터였는데,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시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표적은 주로 당원들이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5). 

27) 농촌 인민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콜호스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분배 체제 및 과

정에도 적용되었다. 즉, 그것은 우선 세금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특산물 등에 할

당되었고, 다음으로는 기계-트랙터 배급소에 혹은 파종용 씨앗의 대금으로 지불되

었으며, 마지막으로 콜호스의 공동 기금으로 충당되었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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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또한 구사하였다. “기술 개선, 엄청난 노력,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협

동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스타하노프’를 내세움으로써 생산량을 늘려 

나갔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63). 이와 같은 추세 하에 인민 대중

의 모범이 될 만한 “산업과 노동자들은 창조될 필요가 있었”던 바(랴자놉

스키/스타인버그 2011, 753-754), 피리예프 감독의 영화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 속 노동-생산 영웅들의 형상을 통해서도 그 전형이 제시

되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들로 영웅의 표상이 유형화되면서 실생활에서 유토

피아가 실현되기는커녕 인민의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해질 소지를 안고 있

었다는 데 존재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의 생성, 개인 간 경쟁심의 유

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 부정적 요소가 행복을 방해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기 영화 텍스트에도 묻어나 있다. 가령, <부유한 신부>에서 

코빈코는 회계사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운전사나 비행사가 부럽다는 

넋두리를 쏟아내고, 연인 사이인 파블로와 마린카는 서로의 노동 일수와 

생산 실적을 궁금해 하는데 중간에 코빈코가 끼어들면서 둘 사이에 오해

가 빚어진다. 아울러 영화는 작업 계획을 완수하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마치 기계 장치와도 같이 빠른 속도로 쉼 없이 움직이는 노동 인력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몰개성적이고 부자연(부자유)

스러운 개개인의 억압적 생활상이 (본의 아니게) 폭로되고 있는 듯도 하

다. 존 버거(John Berger)의 지적대로 1930년대 이후 소련의 회화 및 조각 

작품 속 “이데올로기적인 낙관론”이 “일상의 경험과는 매우 모순되었”다

는 점을 포함하여(버거 1988, 24), 이는 기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

한 당시의 영화, 미술뿐 아니라 문학, 음악 등 여타 문예 텍스트 속에 공통

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내재적 특성이었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을 터이다. 

나아가 당시는 이념, 체제, 국가 간의 대결 구도의 심화로 이탈리아, 독

일, 스페인 등지에서 파시스트 정권이 출현하고 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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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때였음을 반영하듯 “노동자들은 “돌격대”로 조직되었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전시의 반역자처럼 대우받”

기도 하였다(랴자놉스키/스타인버그 2011, 758). 물론 이는, 경제 계획의 

온건적 노선이 유지되던 1930년대 중반 이후 스탈린을 정점으로 한 권력

자와 그 추종자들의 관계가 갈수록 “수직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만하다(조준배 2013, 587).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 텍스트에도 반영되었는데, 단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해에 개봉된 <트랙터 기사들>에는 그 시대적 흔적이 곳곳

에 남아 있다. 영화는 작품의 히어로인 클림의 전직이 탱크 조종사였다는 

설정 하에 첫 장면에서부터 클림과 두 명의 전우들이 합창하는 <세 명의 

탱크 조종사들>(Три танкиста)이라는 제목의 곡을 삽입시킨다. 이 곡은 

영화 속에 한 번 더 흐르며,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소비에트 탱크 조

종사들의 행진>(МаршСоветскихтанкистов)으로 대체된다. 더욱이 영

화 후반에는 그 경향이 보다 짙어진다. 클림이 고쳐준 트랙터로 나자르가 

이전보다 1미터가량 늘어난 3.3미터의 폭을 만들며 경작하고 클림은 그 

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 시점에 독일인이 썼던 경찰모를 발

견한다. 그리고 이 모자를 전달 받은, 나자르가 속한 트랙터 구역 관리자

인 키릴(Кирилл, 스테판 카유코프(Степан Каюков) 분)은 적의 공격에 

언제 어디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대 경험이 있는) 클림의 역할이 중

요함을 강조한다. 바로 이때 느닷없이 힘차고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산과 

들, 강과 웅덩이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탱크들을 담은 다양한 쇼트의 화면 

이미지가 병치된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트랙터의 기능이 국가 수

호를 위한 탱크의 기능으로 전유됨과 동시에 영화의 주제가 강화된다. 소

련 내 일국 사회주의 건설을 넘어 국가 간 전쟁에 있어서도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언제든 트랙터 대신 탱크를 몰 수 있도록 하라’는 교조적 강령은 <트

랙터 기사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키릴의 입을 통해 만인을 앞에 두고 공

표된다. 이어 또 다시 <소비에트 탱크 조종사들의 행진>이 합창되며 영화



1930년대 소련영화에 투영된 유토피아적 세계와 테크놀로지 표상ㆍ함충범 / 정태수  293

는 막을 내린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래야만 한 것인가? 그 답은,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공장 노동과 콜호스 경작, 경계 태세와 전투 행위

를 해야 한다는 가사 다음에 3회에 걸쳐 따라 붙는 노래의 후렴구 속에 숨

겨져 있다.28)

그리고 살펴본 바처럼,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상향을 남발하며 스탈

린의 1인 독재 체제가 은폐하고 있던 1930년대 소련 사회의 민낯 또한 역

설적이게도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의 허상을 유포시키는 데 일조한 당대 가

장 유력한 ‘테크놀로지 매체’였던 영화 텍스트를 통해 노출된다.29) 

6. 나오며 

주지하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비용을 치른 정치적 실험이

었다고까지 할 만한 사회주의 체제가 종주국 소련에서 70여년이라는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수명을 다한 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지도 

28) 발포로 인해 소리가 울리고 철을 반짝이며   Гремя огнем сверкая блеском ст

али 

    탱크들은 맹공격에 나선다              Пойдут машины в яростный 

поход 

    스탈린 동지가 우리를 전장에 내보낼 때 Когда нас в бой пошлет товар

ищ Сталин 

    제1대장이 우리를 전장으로 이끌 때     И первый маршал в бой нас по

ведет 

29) 1930년대 소련영화에서 역시 ‘스탈린 우상화’가 만연되어 있었음은 본고의 2장에

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트랙터 기사들>에 삽입된 <소비에트 탱크 조종사들의 

행진> 합창 장면에서 그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찬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도 동일한 맥락의 현상으로 이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사회문화 전 분야

에 걸쳐 널리 퍼져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체육 분야를 예로 들건대, ‘신체문화 이

미지’에 있어 개인이 “스포츠에서 기량 발휘를 통해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였”다면 집단은 “공통의 가치를 통해 신체문화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였”으며, 이 둘의 이미지는 결국 “스탈린을 통해 매개”됨으로써 그 체

제에서 병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원용 201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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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7년여가 훌쩍 지났다. 냉전 시기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며 세계 

권력을 양분하던 강대한 ‘이데올로기 제국’이 맥없이 해체된 데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축적된 테크놀로지의 힘을 인민의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보다는 핵무기 개발이나 우주 탐사 등에 집중시킨 사회주의 정권의 

실정(失政)도 자리한다. 아울러 동시기 영화 텍스트를 들여다보건대, 그 

맹아는 이미 스탈린의 권력 집중화 현상이 노골화된 1930년대부터 싹트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사실 당시 소련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음을 넘어 비교적 좋은 편이

었다. 1929년 미국 금융가에서 촉발된 경제대공황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유력 자본주의 국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시기에도,30) 소련만

큼은 (적어도 외양적으로는) 비약적 경제 성장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달성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기술 능력과 능률, 기계적 조

직체와 기계론적 사고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동시기 소련 정

부가 이를 강조하였음은,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유토피아를 향한 ‘국가’라는 외부로부터의 강

박과 강요가 정착 인민들을 경직시키고 그들의 삶을 악화시켰으며, 그 단

상들이 이들 영화 텍스트에도 묻어나 있다는 점 또한 간과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미결정론적 본성과 유토피아의 결정론적 본성”

을 결합시켜 생산성 증대 및 기술 통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신중

섭/이기식/이종흡 2000, 13) 베이컨(Francis Bacon) 식의 낙관적 기대가 수 

세기에 걸쳐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

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조차 ‘(어디

에도) 없는(ou) 곳(topos)’이라는 유토피아(Utopia)의 본래 뜻에 부합하듯 �

30) 일례로, 1929년 3.2%에 머물러 있던 미국의 실업율은 1930년 8.8%, 1931년 15.9%

로 급증하다가 1932년에는 23.6%, 1933년에는 24.9%에 이르게 되었다(김덕호 

2000, 134). 프랑스의 경우, 1938년 산업 생산량은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

한 상태였고, 1935년부터 1939년까지 국가의 보조에 의지해야 하는 실업자의 수가 

35만 명 이상이었다(뒤포 2000, 231). 이 시기 세계 생산량은 30%, 무역량은 60%나 

감소하였다(블래닝 200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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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Das Kapital) 등의 저작을 통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 사회

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

는 것”임을 피력하며 실증주의적이고도 역사주의적인 자세로 반유토피아

적인 관점을 견지한 바 있다(손철성 2007, 120). 

하지만, 1930년대 소련에서는 스탈린 식의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세계가 

널리 유포되었으며, 그 선봉에 ‘영화’라는 기제가 놓여 있었다. 현재의 관

점에서 보면 당대 소련 사회의 모순과 허상을 담고 있다고도 할 만한 이

들 작품 속 ‘사회주의 낙원’과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의 표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소련영화나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의 영화들에도 변형 혹

은 변용의 과정을 거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31) 그러면서 오늘날

31) 예를 들면, 알렉산드로프 감독의 1940년 작 <빛나는 길>은 “섬유공장을 통해 입신

하여 수백 대의 직조기를 한꺼번에 관리”하여 생산 영웅으로 등극한 여주인공 타

냐(Tanya, 류보프 오를로바 분)가 모스크바를 순례하고 크렘린 궁전에서 훈장을 받

는다는 이야기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는 당시 완공된 농업 박람회장이 공

간적 배경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기도 하였다(스타이츠 2008, 161). 피리예프 감독 

역시 1940대 들어서도 ‘스탈린=국가=어머니 러시아’의 도식을 따르면서 “여자들

이 밀밭에 모여들고 남자들이 기계를 지배하”는 내용의 “사회주의 노동의 영화에 

바치는 찬가”의 성격을 띤 <돼지치기 처녀와 양치기 총각>(The Swineherd and the 

Shepherd, Свинарка и пастух)(1941) 등을 통해 1930년대 연출 스타일을 이어 갔

다. 이 작품에서도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들>의 여주인공이자 피리예프의 

아내였던 마리나 라디니나가 주연을 맡았다(길레스피 2015, 77). 한편,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띤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휴전 직후에 나온 

<신혼부부>(1955)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동인 각본, 윤용규 연출로 1955년 조선국립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신혼부부>

는 ‘전후복구건설’이라는 뚜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여자주인공 은실(김현숙 

분)은 결혼 전에 기계공업 분야의 선반공이었고 남자주인공 영철(유원준 분)의 직

업은 전후복구건설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기관사다. 은실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

들은 하나같이 전후복구건설에 열성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화면 곳곳에는 전후복

구건설 장면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복구과정의 평양 전경, 역동적인 기관

차 모습은 영화에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모든 것을 3개년 인민경계계획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하여!’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장내부 장면의 미장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결합되어 영화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이 작품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원리라 할 수 있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잘 나타”낸다(함충범 200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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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유토피아’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이 마치 시대적 사명처럼 유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1930

년대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지류를 형성하여 그 표본이 되기도 

하면서 권력과 문화, 인간과 기계, 기술과 문명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의 

단초를 제공하는 피리예프 감독 작품 <부유한 신부>와 <트랙터 기사>의 

영화사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 

[주제어] 테크놀로지, 유토피아, 1930년대 소련영화, <부유한 신부>, <트랙터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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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of Technology and Utopian World Projected in the 

1930s Soviet Films 

- Focusing on The Country Bride(1937) and Tractor Drivers(1939)

Ham, Chung-Beom / Jeong, Tae-Soo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how technology was represented in Soviet 

film of the 1930s within utopian-oriented environment and how these 

representations were related with that time. Mainly, this paper analyzes two 

films of Ivan Pyrev, The Country Bride(1937) and Tractor Drivers(1939) 

which romanticizes about ideals of Soviet society through ‘technology utopian’ 

elements in the countryside. Both of the films that sets not only musical 

comedy genre with a love story but also embodies socialist realism, are about 

a story that labor-production heroes achieves both of ‘work’ and ‘love’ by 

showing their operation efficiency. Within this story, ability of individual skill 

is emphasized and efficiency of collective skill is regarded as important task. 

On the other hand, sharing roles and establishing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human, women and man, individual and group are presented 

organizationally in two films. These representations reflects (un)intentionally 

Soviet society with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and individual, group and 

group, caused by troubled process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t that time. 

Ultimately, these films hyperbolically justifies the Stalin regime's policy and 

power. However, because real lives of the Soviet people were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utopian imagination, internal contradictions or gap with 

reality are revealed in two films through various forms both inside and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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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ext.

[Key words] Technology, Utopia, 1930s Soviet Films, The Country Bride, Tracto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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