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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

스노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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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애니메이션 <동물농장>과 러시아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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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영국 문학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을 바탕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1954년 영국에서 상영되었다. 존 할라스와 조

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1917년 10월에 발발한 볼셰비키혁명부터 시작하여 

NEP1)라는 신경제정책, 스탈린의 권력 독점, 모스크바 재판 등과 같이 실제 역사에

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화로서 보여주었다. 우화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동물농장>

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실제 볼셰비키혁명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작품 내에

서 알레고리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작

품 중반부터 서사가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스노볼

은 나폴레옹에 의해 쫓겨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

농장>에서는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 살해당한다. <동물농장>의 등장인물 중에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모델로 하였고,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모델로 삼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스탈린이 공포정치를 시행했던 점에 대해 풍자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동일하나,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트로츠키에 대한 점은 서로 달랐던 것

이다. 따라서 본 본문은 존 할라스,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 보여주는 볼셰

비키혁명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동물농장>에서 등장하는 스노볼에 

대해 연구함으로서 러시아혁명과 트로츠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존 할라스, 조이 베첼러, 동물농장, 조지 오웰

1) 볼셰비키혁명 이후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비에트연방의 경제발전을 위해 시행

되었던 신경제정책으로 NEP는 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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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애니메이션 제작단계에서 시나리오 구성을 애니메이션 제작진

들이 직접 구성하기보다 대부분 만화, 라이트노벨, 게임, 소설 

등과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콘텐츠의 경우 

기존 시장에 발매되어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단계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

에서 시나리오로 활용되는 것은 만화, 게임, 라이트노벨2) 등과 

같은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나, 때로는 교육용으로 제작되는 애니

메이션에서는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나 인물 등을 활용하기도 하

고, 각 나라의 전통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신화, 민담, 전설

과 같은 설화들도 소재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유명한 문학

가의 소설이나 수필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데,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서 안재훈 감독의 <메밀 

꽃 필 무렵>은 이효석 작가의 <메밀 꽃 필 무렵>을 바탕으로 제

작한 애니메이션이었다. 일본 니혼TV와 매드하우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푸른 문학> 역시 일본 문학가인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과 <달려라 메로스>, 아쿠타

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등과 같은 소설을 시나리오로 이용했

다.

소설이 다른 콘텐츠로 제작될 경우 주로 실사영화로 제작되기

도 하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경우 실사영화에서 연출할 수 

없는 장면들 연출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 나오는 상상의 세계가 

실사영화에서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충분히 표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미학은 인간의 눈

2) 라이트 노벨(일본어: ライトノベル 라이토 노베루)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태

어난 소설 종류의 하나이다. 영어 단어 Light와 Novel을 조합한 일본어식 영

어로서, 현재에는 영어권에서도 일본의 독자적인 소설 장르를 가리키는 단어

로 사용되고 있다. 약어로 라노베(ラノベ), 라이노베(ライノベ) 라노벨 등으

로 불리며, 드물지만 경문학(軽文学)이나 경소설(軽小説, 중국어에서는 이 단

어를 사용함)로 표기되기도 한다.



21

으로 보이지 않는 정령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인간이 가

진 언어를 가지지 못한 동물들조차 인간처럼 언어를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런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존 할라스,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1954년 영국에서 제작

되어 상영된 작품으로 원작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며, 조지 

오웰은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카탈로리아 찬가>, <1984>,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저술한 동기는 1937년 스페인내전에 참전하여 독재

자 프랑코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스페인내전 의용군의 지원을 맡

은 소비에트연방과 세계 공산당을 지휘하는 코민테른3)이 프랑코

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다. 조지 오

웰은 스페인 내전에서 통일노동자당(POUM) 장교로 참전하나, 어

느 순간 통일노동자당을 비롯한 의용군들은 트로츠키주의자라는 

오명으로 스탈린의 청부기관인 GPU에 의해 숙청당해야 했다. 스

탈린과 GPU가 스페인내전에서 프랑코를 저지하는 것보다 의용군

을 제거하는 모습에 대해 당시 벨기엘 출신 역사가인 빅토르 세

르주는 이렇게 기록했다.

레닌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옛 동료들을 태반이나 죽이고 스

페인의 노동자 계급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는 동안 팔짱끼고 서있었

던 스탈린의 작태, 그것은 자신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비판에 

가장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했음은 물론, '혁명 상의 공적'이라는 

그의 초라한 외양마저 더럽히고 말았다. 러시아인민과 세계의 노동

자 계급 앞에 잠시나마 스페인민주주의의 구원자로 나섰던 것은 다

만 이를 통해 자신의 수많은 잘못을 보상하고 자기 체제를 정치적

으로 공고히 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4)

3) Communist International의 약어인 comintern으로서 제3 인터내셔널로 국제 

노동자연합이 아닌 공산주의 국제연합으로 1917년 10월 혁명을 주도한 레닌과 

볼셰비키들에 의해 창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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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은 그때의 경험을 회고하여 <카탈로니아 찬가>를 저

술하고, 스탈린과 스탈린주의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동물농장>

을 저술하였으며, 추후 1949년에는 스탈린주의에 의한 전체주의

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1984>가 저술한다. 

조지 오웰의 스탈린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물농장>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란 점에서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알레고리적으로 배치

한 것이 특징이며,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도 역

시 원작처럼 등장인물을 알레고리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존 

할리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을 감상하면 처음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서사가 유사하게 진행되나, 작품 중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스노볼이 풍차계획을 수립할 무렵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의 개들에 의해  쫓겨나지만,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는 스노볼은 살해당한다. 

그림 1. 존 할러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 영화포스터 

스노볼을 숙청한 나폴레옹은 모든 권력을 차지한 후 풍차계획

을 수행하였으나, 풍차계획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나폴레옹

과 돼지들의 부정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에게 고통만 가중된다. 

동물농장 내 동물들이 나폴레옹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나폴레옹

4) 타리크 알리, 정연복 역, 『만화로 보는 트로츠키』, 책벌레, 2002,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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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동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개들을 동원하여 자신

에게 반항하는 동물들을 제거한다.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반항한 

동물들을 제거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소설과 애니메이션에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는 자신에

게 반항한 동물들을 두고 동물농장을 배신한 스노볼의 추종자라

고 말하고,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는 자신에

게 반항한 동물들을 존스와 스노볼 같은 자라고 말한다. <동물농

장>에서 나폴레옹은 스탈린이라면, 스노볼은 스탈린에 의해 암살

당한 트로츠키5)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존 할라스와 조이 베

첼러의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스노볼로 통해 트로츠키에 대해 

연구하고, 트로츠키를 연구함으로써 트로츠키와 러시아혁명에 대

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 스노볼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의 첫 장면은 매너농장 

수퇘지인 메이저 영감이 동물농장 내의 모든 동물을 소집하면서

부터다. 메이저 영감은 자신의 수명이 다 된 것을 알고 죽기 전

에 매너농장 내 모든 동물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긴다. 메이저 영

감이 유언을 남길 때 돼지무리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돼지무리 사이로 하얀 돼지인 스노볼과 검정색 무늬 돼지인 

나폴레옹이 메이저 영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다른 동물들

과 달리 스노볼은 메이저 영감이 남기는 말을 매우 진지한 자세

로 경청한다. <동물농장>의 등장인물을 알레고리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저 영감은 독일 사회경제학자인 카를 마르크스이고, 돼지무

리들은 볼셰비키혁명 전후의 볼셰비키당원이며, 하얀 돼지인 스

5) 트로츠키는 볼셰비키혁명에서 활약한 러시아혁명가로서 본명은 레프 다비도비

치 브론스타인이며, 1879년 우크라니아의 유태인 가정에서 1917년 10월 볼셰

비키혁명 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을 맡았고, 1929년 러시아에서 추방 

후 계속 망명 중 1940년 8월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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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볼은 레온 트로츠키이고, 검은 무늬 돼지인 나폴레옹은 스탈린

이다.

<동물농장>에서 등장인물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

들을 우화적으로 나타냈으며, <동물농장>의 이야기 중심은 나폴

레옹이 동물농장에서 보여주는 폭정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

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에트연방에서 스탈린과 스탈린

주의의 관료집단의 폭정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었으며, 대숙

청기간에는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에 반해 스노

볼은 레닌과 같이 볼셰비키혁명을 이끌어낸 트로츠키로 대표적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이다.

트로츠키는 본래 러시아에서 봉건주의를 해체하고 농노를 해방

하려는 나로드니키의 일원이었으나,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알렉산

드라와 만나 마르크스주의자로 되기를 결심한다. 트로츠키는 

1897년부터 남부러시아 노동자동맹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볼셰비키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혁명가로 소비에트연방의 

참모 및 코민테른의 조직 및 운영을 맡다가 1924년 1월 레닌 사

후 정치적 라이벌인 스탈린에 의해 소비에트의회에서 축출된다. 

1927년 소비에트의회에서 강제로 출당당하고, 1929년 소비에트에

서 추방되어 터키, 프랑스, 노르웨이 등과 같이 외국으로 망명하

다가 1940년 8월 마지막 망명지인 멕시코에서 스탈린의 자객에 

의해 피살당한다.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 트로츠키를 우화한 

스노볼이 나폴레옹에 의해 살해당하는 시점은 실제 역사와 시기

적으로 다르나,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살해한 시점부터 존 할라스

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는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풍자와 

모순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

장>의 매너농장은 차르인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던 러시아제국이

었고, 매너농장에서 일어난 동물혁명은 1917년에 발생한 2월 혁

명6)과 10월 볼셰비키혁명을 의미하며, 매너농장의 이름이 동물농

6)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도 연합국을 도와주기 위해 참전하나, 전쟁 중에 별 

다른 소득은 없고, 계속 전투 중에 병사들은 죽어가고, 러시아 내부는 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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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변경될 때 동물농장은 소비에트연방을 의미한다. 동물혁

명 이후 존스는 다시 자신의 농장을 되찾기 위해 주변 농장주들

과 연합하여 동물농장을 공격하고, 동물동장의 동물들은 농장을 

지키기 위해 존스 일행들과 싸우게 된다. 이때 벌어진 전투가 외

양간전쟁이고, 외양간전쟁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발발된 러시아내

전이었다. 

러시아내전은 볼셰비키혁명에 의해 쫓겨난 러시아귀족과 장교

들이 백위군으로 소집하여 외국의 지원을 받아 소비에트연방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다. 러시아내전에서 트로츠키는 소비에

트연방 군사인민위원으로 임명되어 적군(赤軍)을 창설하고, 직접 

전쟁터에 가서 전쟁지휘관으로 활약하였으며, 트로츠키의 활약으

로 소비에트연방은 러시아내전에서 승리한다. 트로츠키가 볼셰비

키혁명과 러시아내전에서 활약한 것처럼 <동물농장>에서 스노볼

은 농장혁명과 외양간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내전에서 승리 후 소비에트연방은 또 다른 문제

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볼셰비키혁명과 러시아내전 전후로 러시

아제국 및 소비에트연방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이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전에 발발한 2월 혁명이 발생한 원인은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에 따라 자국 내 식량과 물자가 부

족하여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고, 그 이전에 발발한 

1905년 러시아혁명은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참전하여 패배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러시아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었으나, 혁명 그 자체가 경

제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게다가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러시아병사들이 사망하였으며, 

러시아내전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전쟁에 참전한 

대부분 병사들은 러시아농촌의 농민이거나 도시의 노동자였으며, 

생필품이 부족하여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러시아왕실은 계속 전쟁을 하기

를 원했고, 이에 분노한 페트로그라드 노동자가 파업하고 군인들까지 그 파업

에 동조하여 봉기를 일으켜 왕궁을 습격하여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퇴위

한다. 이때 볼셰비키당원들은 2월 혁명이 1789년 7월에 발발한 프랑스대혁명

과 같은 부르주아혁명이므로 러시아 통치권을 임시정부에게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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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전쟁에 참전하거나 사망할 경우 농촌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전시상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수확물을 강제로 징발했으며, 농촌 출신의 군인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불만의 고조는 1921년 3월 크론슈타트 소비

에트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트로츠키

를 비롯한 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을 진압하

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트로츠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소비에트연방 내에서 크론슈타트는 볼셰비키에 대해 매우 호의

적인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반란을 제

기할 만큼 불만이 깊었으며, 그 원인은 소비에트연방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중앙위

원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20년 

트로츠키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체계를 소비에트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1921년 10차 당 대회에서 레닌은 신경제정책 

NEP(New Economic Policy)을 펼치게 되었다. <동물농장>에서 나

오는 시퀀스로는 스노볼이 추진하려던 풍차계획이었다.

<동물농장>의 풍차계획처럼 소비에트연방에서는 산업화를 발전

하기 위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산업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농민으로부터 식량을 징발하여 이를 

자본력을 활용해야만 했다. 이런 연유로 일부 부농들과 기술자들

에게 큰 이윤이 돌아가게 되었으나, 볼셰비키혁명 이후 다른 국

가와의 무역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NEP의 운용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였고, 당장 큰 성과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어도 꾸준히 진

행되어야할 정책이었다. 

<동물농장>에서 스노볼이 풍차계획에 몰두하는 장면에 알 수 

있듯이, 매너농장에서 동물혁명이 발발한 이유는 농장관리가 매

우 부실한 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동물들이 배고픔과 추

위에 고통 받았기 때문이다. 스노볼은 동물혁명 이후 농장 내 동

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장 내의 경제구조

를 바꾸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 스노볼은 농장 내 동물들

과 함께 농장재건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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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볼은 동물농장 재건 이외에도 농장 내 동물들이 지식을 가

질 수 있도록 교육에도 큰 심혈을 기울이고, 동물농장의 동물혁

명이 성공한 것을 주변 농장에게 계속 알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스노볼이 의도한 것과 달리 동물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으며, 주변 농장에 소식을 전파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노볼은 자신이 수행한 계획이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동장농장의 재건을 풍차계획을 구상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재능과 스노볼이 동물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에 대해 질투한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스노볼이 풍차계획을 동물들에게 설명할 때 그동안 자신이 숨겨

놓은 개들을 풀어 스노볼을 공격한다. 스노볼은 개들을 피해 동

물농장 밖으로 도망치나 결국 개들에 의해 살해된다. <동물농장>

에서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서로 대립되는 시점은 풍차계획을 두

고 설전을 펼친 때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대립되던 시기는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을 주장한 것이고, 스탈

린의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었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소비에트연방만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이고, 스탈린의 일

국사회주의는 소비에트연방의 경제발전으로 통해 먼저 국가기반

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소비에트연방 내의 볼셰비키는 스탈린주의와 반스탈린주의로 

분리되었으며, 스탈린은 그동안 정치국에서 활동하면서 GPU를 비

롯한 스탈린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반스탈린주의자들을 숙청하고, 

그 중에서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중점적으로 숙청시키

기 시작했다. 스탈린이 반스탈란주의자를 숙청할 수 있었던 계기

는 스탈린이 소비에트 5인 정치국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었

다. 또한 1922년 3월 11차 당 대회는 레닌이 참석한 마지막 대회

였으며, 이 대회가 끝난 후, 당중앙위원회는 스탈린을 공산당 서

기장으로 선출한다.7) 

레닌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소비에트연방이 수립될 때 초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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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서 활동하였으나, 1918년 사회혁명당(SR)당원이던 파니 카플

란이란 여자가 쏜 총에 턱과 팔을 맞아 크게 중상을 입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고, 1922년 5월에 레닌은 반신마비를 일으켜서 10

월에는 일을 할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12월에는 두 차례 

더 발작을 일어났다. 레닌이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되면서 스탈린은 소비에트의회에서 큰 권력자로 대두되었으며, 

레닌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넓어진 스탈린의 행태에 대해 걱정하

였다.

1922년 12월 레닌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소비에트연방에서 과

두제를 구성하고 있는 6인의 특성에 대해 비교하였다. 레닌은 스

탈린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는 스탈린이 

무례하고 아량이 없고 변덕스럽다고 여기고 그를 총 간사 직에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레닌은 트로츠키가 빼어난 능력을 지녔다

고 칭찬했지만, 자만심이 지나치고 행정적인 문제에 빠져든다고 

그를 꾸짖었다. 그 유언장이 비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의도였지만, 그의 비서가 그 내용을 스탈린에게 슬쩍 귀띔해 주

었고, 그 뒤로 스탈린은 레닌을 자기에게 보고하는 의사들의 감

시 아래 두고는 레닌과 외부의 연락을 끊었다.8)

본래 스탈린은 볼셰비키혁명에 참여했지만 레닌이나 트로츠키

처럼 특별한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으며, 러시아내전 당시에도 특

별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스탈린이 최초로 트로츠키

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을 보여준 계기는 바로 러시아내전이었

다. 트로츠키가 러시아내전에서 직접 전쟁지휘관으로 활동할 때 

트로츠키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많은 사람의 원성을 샀다. 이 

때문에 1919년 3월에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붉은 군대의 가차 

없는 중앙 집권화에 반대하는 군사반대파가 형성되었다. 스탈린

은 이 군사반대파의 지지자였다.9) 스탈린은 레닌이 활동하고 있

을 때에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레닌이 활동하지 

7) 타리크 알리, 정연복 역, 앞의 책, p107

8)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135~136

9)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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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레닌은 

스탈린의 권력이 확대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스탈린과 함

께 과두제의 한 명인 지노바예프를 비롯한 고위 볼셰비키당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국가행정이나 경제운영이나 붉은 군대에서 직위

를 차지한 전직 노동자였다. 나머지 당원은 (대부분 병사인) 농

민과 (그 대다수가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으로 엇비슷하

게 양분되었다. 제10차 당 대회 직전에 크라씬은 다음과 같이 선

언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비애와 고통의 근원은 공산당이 이

념을 위해 죽을 태세가 되어 있는 확신에 찬 이상주의자 10퍼센

트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입당한 양심도 없는 기생충 90퍼센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크라씬이 과장하고 있었음이 거의 

틀림없긴 하지만, 그는 당 통제권을 출세주의자에게 빼앗기고 있

다는 널리 퍼진 느낌을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실제로, 평당원들

이 “윗분”이 누리는 특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

다. 이 특권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러시아작가 코르네

이 츄콥스키가 1919년 11월 24일 일기로 기록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볼 수 있다. 

“어제는 코르키의 집에 찾아갔다. 지노바예프가 와 있었다. 현관

에서 고급 승용차를 보고 놀랐다. 차 좌석에 곰 가죽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지노비예프는 새되고 질리는 

목소리로 말했다.”10)

지노비예프는 레닌의 측근으로 볼셰비키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

물로, 카메네프와 함께 스탈린을 과두제를 이끌었고, 추후 스탈

린과 대립하게 되나 다시 스탈린에게 투항한다. 그가 투항한 이

유는 볼셰비키당원이란 명예와 직책,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였다.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 주변에 있던 스퀄러를 비롯한 돼

지들은 신문사인 프라우다를 비롯한 볼셰비키당원이었다. <동물

농장>에서 돼지들은 나폴레옹을 지지한 점에서 스탈린을 지지하

10)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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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스탈린주의 볼셰비키당원이었다. 게다가 볼셰비키당원이 기존

의 인력이 아닌 새로운 인력이 계속 유입되었다. 1925년에는 입

당연도가 1905년 이전인 당원의 수가 겨우 2,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감옥살이와 유배를 겪었거나 일정 기간 외

국에서 산 적이 있는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의 가치관은 평범한 

신참 당원의 가치관과는 매우 달랐다. 그 신참 당원 대다수는 초

등교육만을 받았으며 맑스주의 이론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11) 

이들이 볼셰비키당원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와 아파트

를 받기 위해서이며, 이들의 유입이 가중될수록 소비에트연방은 

관료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기 쉽게 

만들게 해주었다.

트로츠키는 레닌에게 경고하기를 “처음에는 당 조직이 당 전

체를 대신하게 되고, 다음에는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앙위원회를 대신해 한 사람의 '독재

자'가 등장하게 된다.”12) 트로츠키의 예언대로 스탈린은 소비에

트연방을 유권자가 선택한 자신의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가진 민

주주의국가에서 관료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국가로 만들게 되

었다. 

볼셰비키혁명 이전에 볼셰비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수 천 

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 내지 계몽주의자들이었

다.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 볼셰비키 

내지 소비에트에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마르크스주의 내지 계

몽주의 사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초등교육 수준 교육이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에트라

는 평의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집단에 들어가 벼

락출세를 꿈꾸는 자들이 많았다.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의해 정치적으로 축출이 가능했던 점은 

<동물농장>에서 스노볼이 다른 동물들에게 교육으로 통한 의식개

혁이 불가능 했던 것처럼, 오히려 권력의 이익을 보고 따르는 볼

11)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145

12) 타리크 알리, 정연복 역,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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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비키당원 내지 코민테른 조직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1917년 2월 혁명과 볼셰비키혁명이 발발한 이유는 전쟁, 빈곤, 

추위, 압제 등과 같은 정치적 무능과 사회구조적인 문제였고, 이

로 인해 차르체제와 케렌스키정권은 혁명에 의해 전복되었다. 하

지만 러시아혁명이 성공해도 볼셰비키 내부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러시아혁

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2. 트로츠키의 죽음, 동물농장재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스노볼은 나폴레옹의 개들에 의해 

내쫓기는 것으로 나오나,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

에서 스노볼은 나폴레옹의 개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온

다. 트로츠키는 1927년 12월 15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에 의해 볼

셰비키에서 강제로 출당되어 1928년 알마아타로 유배를 가게 되

고, 1929년 1월 GPU에 의해 강제로 소비에트에서 영구 추방된다. 

추방된 트로츠키는 1929년 터키, 1932년 프랑스, 1935년 노르웨

이로 망명하였으며, 1937년 최후의 망명지인 멕시코로 가게 된

다. 

트로츠키는 1940년 8월 20일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스

탈린이 보낸 자객 라몬 메르카데르13)의 피켈에 머리를 타격당해 

다음날 8월 21일 사망한다. 트로츠키의 사망은 당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트로츠키의 죽음은 단순히 트로츠키만의 죽

음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에 대항하던 마르크스주의자 내지 트로츠

키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트로츠키주의자 내

지 제4 인터내셔널14)의 규모는 축소된다. 트로츠키의 죽음은 당

13) 라몬 메르카데르(Ramon Mercader, 1913~1978), 트로츠키의 살인범으로 1940

년 살인죄로 20년 복역 후 모스크바로 가서 비밀리에 영웅으로 환영받았으며, 

KGB(국가보안위원회) 장군의 직위를 받았으나, 소비에트연방에 실망하게 된 

메르카데르는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쿠바로 이주하는 것을 당국에 청원하

여 죽을 때까지 쿠바에서 살았다.

14) 트로츠키가 레닌과 같이 만든 코민테른이 스탈린의 관료주의 지배기관으로 

변모하자, 트로츠키는 코민테른을 대신할  제4 인터내셔널을 193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으며, 제4 인터내셔널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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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계에서 큰 화젯거리였으며, 이 사건을 토대로 1972년 프랑

스 영화감독 조셉 조지의 <트로츠키 암살사건>이 제작되기도 하

였다. 

스탈린은 트로츠키가 자신에게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

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트로츠

키를 제거한 이유는 트로츠키가 추방 후에도 계속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트로츠키가 레

닌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1922년 5

월 뇌일혈로 병상에 누워 1924년 1월에 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레닌은 병상에 누워 레닌이 없는 소비에트연방에 대해 생각하

기 시작했다. 레닌은 스탈린이 소비에트연방의 서기장으로 부적

당한 사실을 인지하여 스탈린을 견제하려 했으나, 뇌일혈 증세가 

심해지면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레닌은 자신이 죽

고 난 뒤에 레닌의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소비에트 당 대

회에서 유언장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레닌이 작성

한 유언장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었으나 그 중에서 가

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레닌의 마지막 싸움은 스탈린을 

겨냥한 것이다. 당이 1923년 3월의 재12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레닌은 이런 계획을 세운다. 

1. 스탈린이 정치국원들의 권한을 넘어가서 그루지야를 침공하도

   록 적군에게 명령한 것에 대한 견책을 가한다.

2. 스탈린을 서기장 직책에서 해임 한다.15)

레닌이 사망하기 전에 가장 신뢰하던 인물은 트로츠키이었고, 

가장 경계했던 인물은 스탈린이었다. 레닌 사후 스탈린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숙청할 수밖에 

없었고,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외국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추방 후에도 스탈린에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

았으며, 1936년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이란 도서로 통해 스

15) 타리크 알리, 정연복 역, 앞의 책,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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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과 소비에트연방의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배반당한 혁명>에서 스탈린의 관료주의가 소비에트연방의 모순

점으로 등장하여 볼셰비키혁명에서 추구했던 가치관을 모조리 부

정하게 되고, 소비에트연방의 관료주의인 일국사회주의를 유지하

기 위해 스탈린은 파시스트 국가인 나치독일과 동맹을 맺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1939년 나치와 독일·소비에트연방 불가침비밀조약을 

맺게 되었고, 1941년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

소비에트연방 불가침비밀조약을 위반하여 소비에트연방을 침공하

며, <동물농장>에서 이를 두고 풍차전쟁이라고 우화한다. 트로츠

키의 <배반당한 혁명>은 스탈린의 소비에트연방 정부에 대한 모

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 스탈린의 평판을 불리하

게 작용하게 된다. 스탈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에트연방 

내  트로츠키의 모든 정보를 왜곡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트로

츠키가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하수인이라고 조작한다. 모

스크바재판에서 레닌의 측근이었던 지노비예프는 다음과 같이 거

짓증언을 한다.

내 결점 투성이의 볼셰비즘은 반(反) 볼셰비즘으로 전략해 갔고, 

결국 나는 트로츠키주의를 통해 파시즘에 이르렀다. 트로츠키주의

는 파시즘의 일종이며, 지노비예프주의는 트로츠키주의자의 일종이

다.16)

트로츠키가 <배반당한 혁명>을 집필시기와 맞추어 스탈린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4차례에 거친 모스크바재판으로 통해 대

대적인 숙청을 시작한다. 스탈린은 오직 자신이 레닌의 후계자라

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볼셰비키혁명 이전부터 레닌과 함께 활동

했던 볼셰비키당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스탈린 옆

에서 가장 열심히 보좌했던 니콜라이 부하린까지 처형하였다. 모

스크바재판에서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세력은 모조리 

16) 타리크 알리, 정연복 역, 앞의 책,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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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와 내통한 것으로 위조하여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에 처

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실시하던 숙청은 단순히 스탈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에트연방 경제정책과 같이 연계되어 

실시된다. 

스탈린은 1921년에 실시한 NEP에서 트로츠키가 계획한 경제정

책에 반대하였으나, 스탈린이 집권하고부터는 제1차 경제5개년 

계획을 1928년에서 1932년까지 실시하고, 제2차 경제5개년 계획

을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실시했다. 스탈린은 제2차 경제5개년

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으며, 자금을 모우기 위해 

스탈린은 러시아 자영농이던 굴락(Gulags)의 재산을 빼앗기 시작

했다. 재산을 빼앗긴 굴락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어 중노동에 시

달리거나 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으며, 당시 대숙청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수 백 만 명에 이르렀다. 

<동물농장>에서도 풍차계획은 본래 스노볼이 준비하였으나, 나

폴레옹은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가로채게 되어 동물농장의 

권력자로 군림한다. 나폴레옹은 자신과 돼지들의 이익을 위해 암

탉들의 알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암탉들이 

반항하자 개들을 동원해 제압한다. 나폴레옹은 암탉들을 처리하

기 위해 동물농장재판을 개정하게 되며, 피고석에 선 동물들을 

존스와 스노볼 같은 자라고 비난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익과 그 이익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매우 잔인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물농장재판의 재판을 암시하는 모스크바

재판을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볼셰비

키혁명이 발발한 원인은 권력자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으

나, 이제는 그 볼셰비키 본인들이 폭정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런 역사적 비극에 대해 러시아혁명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브 스미스 교수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한다.

볼셰비키가 의식적으로 폭정을 만들어 냈다고 묘사하는 성향이 강

한 사람들, 즉 볼셰비키를 상당한 정도의 행위자로 보는 사람들이 

볼셰비키가 한 실질적 선택을 그토록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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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다. 그러나 논리상, 만약 행위자와 상황의 관계가 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심하게 휘었다면 스탈린의 침로 대신 부하린이나 트로

츠키의 침로를 택하는 것이 미래의 사건 전개에 확연한 영향을 주

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같은 분석가들은 당내 투쟁에 상황을 결

정하는 국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주장되어 온 바대로 

설령 부하린과 트로츠키가 근본적으로 스탈린과 같은 유의 대사(大

事)에 관여했다 해도 - 1917년에 이해된 식의 사회주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지 오래였다 -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스탈린에

게 이겼더라면 1930년대의 공포와 유혈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으리

라 말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이다.17) 

3. 트로츠키에 대한 재평가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자객에 의해 암살당해도 트로츠키에 대한 

악평은 계속 이어졌다. 스탈린은 처음에 트로츠키에 대하여 차르

의 동조자 내지 독일나치의 스파이로 왜곡하다가 이제는 소비에

트 내에서 트로츠키의 이름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트로츠키에 대

한 왜곡과 날조는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었다.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연방 서기장을 맡은 흐루시초프가 1960년 마오쩌둥

에게 겨냥했던 말과 1956년 마오쩌둥이 흐루시초프에게 겨냥했던 

말은 모두 “트로츠키주의자!”였다. 

공산진영국가에서 트로츠키주의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힌 자들이

었고, 흐루시초프가 모스크바재판에서 누명으로 죽은 자들의 명

예를 회복할 때 오직 트로츠키만은 회복해주지 않았다. 트로츠키

에 대한 재평가는 영국의 정치평론가인 아이작 도이처의 <무장한 

예언자 트로츠키>, <비무장의 예언자 트로츠키>, <추방당한 예언

자 트로츠키>라는 3부작이었다. 아이작 도이처 역시 스탈린의 파

시즘을 반대하고, 트로츠키의 반 나치전선을 동조하여 공산당으

로부터 제명되기도 하였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뿐만 아니라 트로

츠키주의자거나 트로츠키를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정치적 숙청을 

가한 것이다. 

17)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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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를 스노볼로 등장시킨 <동물농장>을 저술한 조지 오웰

은 스페인내전에서 통일노동자당 의용병으로 참전하였으나, 통일

노동자당을 비롯한 수많은 의용병들이 GPU에 의해 투옥되거나 살

해당했다.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의 모델이 된 스탈린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빅 브라더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빅 브라더

는 관료주의국가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이다. 미래

정보사회가 정부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지닌 작품으로 여기서 빅 브라더가 스탈린이라면, 본래 빅 브라

더와 같이 활동했으나 오세아니아의 반역자로 몰린 골드스타인은 

트로츠키다. 골드스타인의 외모는 염소 같은 수염과 안경을 착용

한 점과 골드스타인이 저술한 서적은 오세아니아의 금지도서이

며, 그 금지도서는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스탈린이 지배하는 소비에트연방에 대해 이상적인 국

가라는 환상에 빠져있었으며, 장 폴 사르트르와 같은 많은 마르

크스주의자들 역시 그런 오류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스탈린과 소

비에트의 정치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점차 많은 마르크스주

의자 내지 사상가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전쟁을 분기로 

하여 서유럽 사상가들은 스탈린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프랑스 현상학자인 메를로 퐁티는 <폭력과 휴머니즘>을 저술하

면서 스탈린과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비판했으며, 이 계기로 레지

스탕스부터 같이 활동해온 장 폴 사르트르와 결별을 선언한다. 

이후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서유럽 마르크스주의자

들은 스탈린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1976년 프랑

스 공산당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마르크스주의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해 결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전시대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볼셰비키혁명을 볼셰비키의 권력욕을 위해 러

시아 하층민을 선동하여 일으킨 재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티브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볼셰비키혁명의 의미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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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혁명은 인간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려고 시도한 변화에 

맞먹는 규모의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볼셰비키의 포부는 현대정

치의 잣대로 잴 때 우리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볼

셰비키가 이루려고 노력한 이상보다는 그들을 사로잡은 환상이 

더 쉽게 눈에 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와 유럽을 재1차 세계대전이라는 살육으로 이끈 공격적인 민

족주의에 품은 분노가 근본적으로 볼셰비키를 밀어붙인 힘이었음

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러시아혁명을 결코 이해할 수 없

을 것이다. 수 백 만 명이 러시아혁명을 사회저의와 자유의 전조

로 환영했다는 사실이 혁명에서 비롯되어 스탈린주의에서 절정에 

이른 끔찍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18)

스탈린과 스탈린주의에 의해 자행된 관료정치의 폭력은 수많은 

유혈과 비극을 낳았으며, 그런 스탈린주의가 조성될 수 있었던 

계기에서 레닌과 볼셰비키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볼셰비키혁명에서 그들이 추구하려던 가치에 대해서는 스

탈린주의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그 중에서 왜곡과 날조로 

가려진 트로츠키는 그 가치를 다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트

로츠키는 볼셰비키혁명 이전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과 혁명 후에

는 러시아내전과 내정까지 관여한 점에서 볼셰비키혁명을 비롯하

여 러시아혁명에서 트로츠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 후대의 사상

가들에게 그 입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자 제이슨 바커

가 제작한 영화 및 도서 <맑스 재장전>의 표지를 보면 캐릭터로 

그려진 트로츠키가 화면 중앙에 빨간약을 들고 서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트로츠키 옆에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슬라보예 지

젝, 안토니오 네그리, 자크 랑시에르 등 세계적인 석학 8명이 캐

릭터로 등장한다. 영화 <맑스 재장전>은 실사영상과 애니메이션

영상이 병렬적으로 편집된 작품이며, 영화 초반부를 감상하면 애

18) 스티브 스미스, 류한수 역, 앞의 책,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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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캐릭터로 된 마르크스는 어느 낯선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는 트로츠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트로츠키와 

만나는 장면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마르크스)가 모피어스

(트로츠키)를 만나는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이며, 영화 <맑스 재

장전>에서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 트로츠키만 마르크스를 

대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철학자에 의해 트로츠키는 본래 자

신이 받아야할 가치를 재조명받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Ⅲ. 결론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

장>을 바탕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냉전시기 독재정치를 하

고 있는 공산진영국가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우화적 작품이다. 

등장인물에서 스탈린을 상징하는 나폴레옹과 트로츠키를 상징하

는 스노볼의 대립에서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스노볼이 GPU를 상징하는 개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것으로 나온

다. 하지만 실제 트로츠키는 GPU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라, 망명 

중에 자객에 의해 암살당한다. 트로츠키는 레닌과 더불어 볼셰비

키혁명을 주도한 혁명가고, 러시아내전을 승리로 이끈 혁명가이

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의해 당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스탈린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한다. 트로츠키의 저서인 <배반당한 혁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나치와 소비에트연

방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란 예언까지 맞추면서 스탈린을 비판

한다. 트로츠키는 조직력과 권력이 부족한 한계로 인해 스탈린에 

의해 역사에서는 패배자가 되었으나,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트

로츠키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트로츠키의 도서들은 다시 세상

에 나오기 시작했다. 

20세기 소비에트연방 및 공산진영국가의 모순과 문제점은 분명

히 비판받아야 하나, 그것으로 인해 볼셰비키혁명 그 가치를 훼

손시키면 안 된다고 영국의 역사학자 스티브 스미스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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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에 의해 훼손된 볼셰비키혁명의 가치를 다시 복원하는 점

에서 스탈린에게 철저히 검열당한 트로츠키의 재평가는 필요하

다. 트로츠키의 재평가에서 그가 이룬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볼셰비키혁명이기도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관료주의로 인

해 발생되는 독재정치의 비판이다. 

트로츠키는 <배신당한 혁명>에서 스탈린이 자행한 숙청행위에 

대해 프랑스혁명에서 1794년 7월에 일어난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같은 사건으로 보았으며, 이후 자코뱅당에 가입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대혁명을 무너뜨리게 것처럼 스탈린 역시 

볼셰비키이면서도 볼셰비키혁명을 무너뜨리게 한 것에 대해 비판

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관료주의를 나폴레옹 3

세가 실시한 보나파르티즘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동물농장>에

서 스탈린이 나폴레옹이란 이름을 가진 이유는 루이 보나파르트

라는 이름을 가진 나폴레옹 3세에 비유하기에 좋았던 것이다. 

1851년 12월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런던으

로 망명간 카를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을 저술하면서“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19)”라는 문구를 남긴다. 프랑스대혁명에서 테르미

도르의 반동으로 인해 죽은 로베스피에르처럼 스탈린에 의해 죽

은 트로츠키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프랑스대혁명과 

러시아혁명처럼 기존의 독재자를 무너뜨려도 그 독재를 대체하는 

새로운 독재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은 기존 독재자인 차르

정권붕괴 이후 독재자 스탈린 등장과 공산진영국가의 공포정치를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메이저 영감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존스

를 몰아내도 악덕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물들은 형제입

니다. 크든 작든 똑똑하든 단순하든 털이 있든 없든 모든 동물들

은 평등합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동물들과 노래를 부른다. 존

스를 농장에서 내쫓고, 동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찾게 되나, 나

19) 카를 마르크스, 최형익 역,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201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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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레옹이 독재정치를 펼치면서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존스가 주인

으로 있었던 때보다 더 심한 착취와 고통에 시달린다.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들이 메이저 영감이 가르치던 교훈을 생

각하며 노래를 다시 부르자, 나폴레옹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

게 하며, “혁명은 이제 끝났다. 그 노래를 다시 부르지 마라. 

이제 그 노래는 금지다. 부르면 사형이다.”라고 한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내셔널가와 프랑스국가인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불렀으며, 인터내셔널가는 소

비에트연방의 국가(國歌)로 되었으나, 스탈린은 인터내셔널가 대

신 소비에트연방 찬가로 교체한다. 또한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

러의 <동물농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건물 벽면에 “모든 동물들

은 평등하지만, 더 위에 있는 동물이 있다.”라는 구호가 새겨지

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나, 권력을 가진 관료집단

들은 그 평등을 부정하게 된다. 스탈린과 스탈린주의 관료집단들

은 소비에트연방의 권력자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나, 대다수의 국

민들은 관료집단의 독재정치로 인해 큰 고통 받게 되었다. 트로

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대체로 관료집단은 국가의 기능보다는 이 기능을 가지고 오는 재물

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관료지배층은 국가라는 강제기구를 강화

시키고 영구화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권력과 수입을 보장하기 위

해서 이들은 수단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

하면 할수록 이들은 인민의 선진층에 대해서 더욱 가차 없는 폭압

을 자행한다.20) 

 

볼셰비키혁명은 독재정치로 인해 고통 받던 러시아민중을 위해 

일어난 혁명이므로, 소비에트연방은 “인민을 정부의 희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부를 기꺼이 인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21) 그러나 스탈린과 관료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

20) 레온 트로츠키, 김성훈 역,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 1995,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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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인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

런 문제점은 <동물농장>의 바탕이 되는 소비에트연방뿐만 아니라 

관료주의 정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도 포함된

다. 그런 점에서 존 할라스와 조이 베첼러의 <동물농장>에서 등

장하는 스노볼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볼셰비키혁명과 트로츠키

만을 재조명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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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n Snowball in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e Batchelor

Yun Young-Seok

<Animal Farm> is an animation by John Halas and Joy Batchelor, 

based on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screened in England, 1954.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y Batchelor showed true occasions 

in history, such begins with Bolshevik Revolution which broke out in 

October of 1917, through new economic policy called NEP, 

monopolization of power by Stalin, and Moscow Justice as a fable. in 

<Animal Farm> positioned real people from Bolshevik revolution as 

characters as in allegory, due to its fable-nature.

However, descriptions in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y 

Batchelor differs with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from the 

middle of its story. In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hn 

Batchelor, Snowball is killed by Napoleon, unlike in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which Snowball is thrown out by Napoleon. <Animal 

Farm> showed Stalin as Napoleon, and Trotsky as Snowball in its 

characters.

Satire description on Stalin’s reign of terrorism after 

Bolshevik Revolution was same in both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and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y Batchelor; however, the view 

on Trotsky was differ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paper is 

written to describe allegorical factors of Bolshevik Revolution in 

<Animal Farm> by John Halas and Joy Batchelor, as well as to 

reinterpret the value of Trotsky and Russian Revolution by 

researching Snowball in <Animal Farm>.

Key Word : John Halas, Joy Batchelor, Anima Fame, George Or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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