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즈二말런사후 흐루시초프의 공산당 개혁정책* 

---당내 공공원칙의 전개를 중섬으로-→ 

박 

I. 머 리 말 

까
끼- 헌 

니끼따 셰르게예비치 흐루시초프가 공산당중앙위 제 1 서기로 소련을 통치하 

던 1953'"'-'64년의 10여년동안 소련체제는 공고화된 개인독재체제의 징후를 강하 

게 보였던 그전의 스딸린통치후기와 1965년의 꼬걱긴 경제개혁을 제외하곤 주 

로 조섬스런 현상개선으로 일관했던 그후의 브례즈네프시기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얼어났다. 카리스마적 스빨 

련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규정성과 역동적 통치스타일로 대변되는 흐루시초프의 

주관적 개혁의지가 맞물려 전개되었던 변화의 흐름속에서， 특히 흐루시초프에 

의해 스I날련사후 소련체제의 주관리자로 그 위상이 재확렵되었던 공산당은 체 

제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 흐루시초프가 당 제 1 서기로 취엄한 53년 9월의 농 

촌 라이온 당조직 개펀에서부터 오블라스뜨 이하 지역당조직을 각각 공업， 농 

업담당구조로 양분했던 62년 11월의 당구조 이원화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개혁과정을 밟았다. 

이 글은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같은 일련의 공산당 개핵조치 가운 

데 그의 집판 중기부터 지역당조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던 당내 「공 

콩원칙」의 도엽에 춧점을 맞추어 그 내용과 의마플 스빨련사후 소련공산당개혁 

전반의 큰 흐픔속에서 파악해 보라고 한다. 

앨 반적 으로 흐루시 초프시 대 에 ‘공공원칙 ’ (obshchestvennye nachala) 은 저 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연만 시민을이 무보수， 자말적 참여 정신에 

입각， 본엽 외의 여가시간이l 사회 잔체의 공공복려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 

‘* 이 논문은 서 울대학교 소랜 • 동구연구소 대우연구미의 지웬플 받은 연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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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로 이해되었으며 1) 지역당조직내의 도임은 본엽이 따로 있는 일반활 

동당원 (aktiv) 둡과 일부 비당윈들이 무보수， 자말작 윈직하에 당장치 (partiinyi 

apparat) 내 정규 녕관리들의 업무블 떠맏는 행태로 주로 나타났다. 

흐루시초프하에서 당내 공공원칙은 연방공화국에서 라이온까지의 당위원펴산 

하에 ‘비정규훈령관’ (vneshtatnyi instruktor) 직제의 도입을 지시한 58년 9월의 

중앙위시행령에서 최초로 공식 도입됐으며 이후 일련의 중앙위조치를 통해 주 

로 고르꼼， 라이꼼을 중심으로 ‘비정규위원회’ (vneshtatnaia Komissiia) , ‘협의 

회’ (sovet) , ‘비정규부서’ (vneshtatnyi otdel) 등이 추가로 섣치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2) 이에 따라 62년 초에 이르면 전국 지역당조직의 비정규관리는 근 

33만명에 육박해 당장치 전체 규모플 크게 앞섰다 3) 

기존의 당장치에 속하지 않은 활동당원과 일반 평당원의 이같은 대규모 당무 

참여는 해당지역당조직의 운영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뿐 아니라 더 나 

1) S. Novikoγ， Obshchestνenηye nachala-nachala kommunizma (Moskγa: Profizdat, 
1962) , p.5; “Obshchestvennaia li eto rabota?," Parti끼aia zhizη’ (이 하 PZh) , 
No.9 (1965년 5월 ), p.45. Obshchestvennye nachala는 소련 제 도 및 언 어 자체 의 
고유한 의마플 함축하고 있어 적절한 한국용어로 대체하기가 힘들다. 구마학자들간 
에 는 「공공참여 J (public participation) CPaul Cocks, “ The 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 Chalmers Johnson 펀 ， Change iπ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p.165J , I샤회 원 칙 J (social principle) CWilliam 
Conyngham, 1ηdustrial Management in the Soviet U.ηion: The Role 01 the 
CPSU in lndustrial Decision-making, 1917~ 1970 (Stanford, CA: Hoover Ins
titution Press, 1973) , pp.83-86, 119; Robert G. Wesson, “ Volunteers and 
So미ets，" Soνiet Studies, XV권 3호(1964년 1월)， p.235J , I자발요소J(γoluntary 
element) CTheodore H. Friedgut, Political Participation η the USS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p.45 각주 83J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 
다. 한펀 세 계 공산주의 운동 이 온지 로 프라하에 서 발간되 는 영 문월 간지 World 
Marxist Reνiew에서는 이를 「사회원칙」으로 번역하고 있으며〔예컨대 N. Yegoric
henko, “The Social Principle in Party Work," ß，낀lR， 5권 8호(1962년 8월)， 

PP.58-59J , 소련 간행 물의 영 역 주간지 Curreηt Digest 01 the Soνiet Press는 구체 
적 문액에 따라 「공공원칙 J ， r자발원칙 J(γoluntary principle) 등 여러 용어플 사 
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크게 상하지 않는 
것￡로 보이는 「공공원칙」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소련공산당은 행정구역에 따라 당조직이 견성되며， 랜청구역은 외에서부터 연방←→ 
공화국{오플라스뜨， 끄라이 아끄룩， 시 (고로드) 및 시 산하의 고긴 랴이 온， 농촌라 

이온 등j프로 확산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행정구역마다 단위윈희가 션치되고 그 산 
하에 종적 구조의 칩헨기구가 조직띈다. 이 글에서는 연의상 각 괜정단위에 상응하 

는 딘위원회윤 (당)중앙외 공회-국딩(중앙)위원회-오브꽁， 끄라이꼼-아꾸프스꼼， 
고르꼼 벚 고프꽁 산하의 고프"1-이관， 농촌 "1-이꼼으로 부프기로 한다. 

3) G. I. Shitareγ， “Demokraticheskii tscntralizm-• zakonomernost’ razγitiia marksis
tsko-leninskoi partii," Voprosy istorii KPSS (01 하 VI KPSS) , No.4 (1962년 

7~8월)， p.30; Pravda , 1962. 1. 27, p.2 및 1962.2.8, p.1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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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흐루시초프 당개혁작엽의 일부로서 스딸린사후 당의 지도적 역할 변화에 

도 중요한 명향을 마쳤다. 

이의 구체적 파악을 위해 이 글은 휴루시초투하에서 녕내공공원칙의 도입에 

이르게 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공공원직의 전개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다 

둘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당내공공원칙의 도엽목표와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지역 당조직의 공공원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흐루시초프의 당개 

혁정책 일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섣각 이후 지역당내 공공원칙의 기본양상을 간단히 살 

핍으로써 브폐즈네프←꼬스l 긴체제하에서 공공원착과 관련띈 당정책변화의 일연 

을 잘필 것이다. 

여기서 흐루시초프하의 당내공공원칙에 대한 검토작엽의 전제로서 두가지 사 

항을 지적할 펠요가 있다. 첫째， 지역 당조직에서의 공공원칙적용은 넓은 의마 

에 서 당최 하위 단위 인 초급 당조직 (pervichnaia partiinaia organizatsiia) 에 서 대 부 

분이 비전임관리인 당서기의 주관하에 각소속당원에게 부여되는 ‘당무위임’ 

(partiinoe poruchenie) 의 한 형 태 로 파악될 수도 있 으나， 지 역 당조직 과 초급당 

조직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당무위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난다 4) 즉 보통의 당무위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당장치와 ul 당장치당원간 

권위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수반하는 꽁시에 공공원칙참여당원의 위상에도 변화 

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4) 초급당조직에서의 「당무위임」은 혁명 이훈 소속단위플 중선으로 한 각 단원플의 정 
치이년교육， 생산한동 과외참여 등이 주내용윤 。1 루어 왔으며 흐루시초프시거의 단 

운헌은 과외훤동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소속당원(후보당원 포함)들의 지식 및 

경험 축적， 비당원들에 대한 당의 영향력 확산 등을 기본 목적 S로 꼼고 있다. 

Voprosy partiinoi raboty (Moskva: Gospolitizdat, 1959) , pp.280-284; “ o par. 
tiinykh porucheniiakh," PZh, No.2(1965'건 l월)， p.38; “ Kazhdomu kommunistu 
partiinoe poruchenie," PZh, No.5 (1958'건 3월)， pp.57-58; “Skol’ ko mozhno 
imet’ poruchenii?," PZh, No. 21 (1963'견 11월)， pp. 51-52; Pravda, 1954.5.26, 
p.2. 
연부 소련단관계 간펜플도 언반 당무위임과 공공원칙에 의한 지역당엽우 참여블 

구분하기 외 해 후자의 경 우릎 「주요 딘 무위 염 J (osnovlloc partiinoc poruchcnie) 또 
는 「책 엠 당무위 임 J (otγctstvennoe partiinoe poruchenie) ..e..로 지 칭 하고 있 다. 예 컨 

대 , Praνda， 1962.2.8, p.1 사션 A.A. Mcrkuloγ & V.M. Rczvanoγ， “ Razvitie 
obshchcstvennykh nachal v deiatel'nosti partiillykh organov (1956~1963gg.) ，" 

Voprosy partiinogo stroitel' stva posle oktiabria (Rostov: Izda tcl ’ stγo Rostoγskogo 

universiteta, 1967), p.127; E. Nalivaiko, Kh. G. Aidaroγa & S.R. Kul’ baev 
편 Obshchestvenn)’e nachala-ν zhizη’ (I z opyta raboty partiiηy kh organizatsii 
Kazakhstana) (Alma.Ata: Kazgosizdat, 1964) , p.69 참조. 



156 

둘째， 각 생산단위에서의 경제활동감독강화를 위해 59년 6월 중앙위결정에 

따라 초급당조직 산하에 결 성 펀 ‘당통제 위 원회 ’ (partiinaia kontrol'naia komissiia) , 

그리고 62년 11월의 중앙위총펴결의에 의해 당， 국가감독기구의 통합윤 목작으 

로 새 로 구성 펀 ‘ 당 • 국가통제 위 원 회 ’ (Komitet partiino-gosudarstvennogo kon

tr이ia) 의 각지역조직과 이들 기구의 업무를 돕기 위한 초급당조직수준에서의 

‘보조그룹 및 보조직’ (gruppa i post sodeistviia) 에 참가한 비정규관리와 비 당 

원들도 딩내공공원칙케이스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체적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초급당조직의 당통제위원회는 앞에서 본 당무위업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대다수의 당서기가 비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급당조직의 기본 특 

성으로 지역당장치내의 공공원칙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당 • 국가통제위원회에 

서의 공공원칙은 초급당조직수준의 보조그룹과 보조직을 같은 이유에서 논외로 

할 경우 각 지역당조직수준에서 비정규관리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나 위원회 자 

체가 당， 국가의 혼합기구성격을 지녀 순수한 당장치조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는 이유에서이다. 

n . 당내공공원칙도입의 기본배경 

A) 스딸린말기의 소련공산당 

스딸린치하에서 소련공산당은 1952년 정식 및 후보당원융 포함， 근 6백 9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리는 거대정당으로 성장했으나5) 이같은 양적 팽창과 달리 20 

년대말 이후의 지속적 공엽화과정 맞 30년대 후반기의 대숙청과 더불어 확랩펀 

스I달련개인숭배 • 독재체제가 계속되면서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변혁의 주 

체적 성격을 지녔던 이전의 혁명정당에서 개인독재에 종속하는 하나의 거대관 

료기구로 변모했다. 이같은 변모과정이 섬화되고 았던 스딸련말기 공산당의 주 

요 특정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소련체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공산당위치의 하략이다. 적어도 1934년 

17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사회전반의 주요사항캘정에 있어서 당이 다른 그룹에 

대해 우월적 지도력을 행샤했으나， 개인독재채재가 공고화되면서 공산당은 국 

5) 1952년 10원 19차 당대펴의 [수엠위원화 J (Mandatnaia Komissiia) 보고에 의하면 
갇은 해 10멜 l언 현재 공산단의 갱식망원은 6, 013, 259맹， 후보 단원은 868, 886 
명 이 였 다_ Pravda, 1952_ 10.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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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조직， ul 밀경찰， 군부와 더불어 스딸란을 정점무록 하는 4대 체제유지기 

구의 하나록 그 위치가 약화되었다. 대숙청에 의해 당의 제도적 정체 및 사기 

가 크게 타격받았을뿐 아니라 공업화， 근대화에 따른 경제관리업무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정부행정기구의 권한을 강화시겼다. 비록 주요 행정직의 대다수을 

공산딩원이 차지하고 또 당과 정부간의 상후인사이동이 빈번했으나 하나의 제 

도로서의 집단이익이 교차하는 가운데 스날란은 자신의 절대지위유지를 위해 

당의 실질적 역할융 계속 위축시키면서 의도적무로 양자간의 경쟁상태를 유발 

하는 동제 수단을 사용했다 6) 

이와 함께 스I달린 공도정치의 수행자로 기능했던 ul 밀경찰조직이 스딸린의 

강력한 후원 아래 당을 도함한 제반사휘그룹위에 군립하는 절대권력을 행사함 

에 따라 공산당의 독자적 지도역할은 더욱 침해되었다. 대숙청의 절정기에는 

심지어 당내고유업무사항인 당직자선출， 당원업무평가 등에까지 비밀경찰을 관 

할하는 내무부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민번했다 7) 이같은 상황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와 제도적 응집력은 계속 축소돼 러l 닌시절의 ‘불셰바끄’ 

당으로부터 일종의 ‘지도자중심’ (führerist) 당으로 그 지위가 하락하였다 B) 

다음으로 공산당자체의 고도의 중앙집권화， 관료화현상을 들 수 있다. 흔히 

‘위로부터의 혁명’:로 불리는 20년대 말 이래의 강제농업집단화 및 급속한 공 

6)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01 the Soνiet Unioη， 개 정 증보판(NY: 

Vintage Books, 1971) , p.557. 스딸린에 의한 공산당의 역할 축소는 예컨대 주요 
결정의 서영시 스딸란이 서기장이 아니라 연방각료회의 의장 자격a로 했￡며， 1941 
년을 기점우로 당과 정부의 공동결의문 말표시 당-정부 대신 정부-당의 순서로 

나왔고， 당대회 및 중앙위 총회 소집이 현저하게 줄어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1939 
년의 당정관에는 전당대회와 중앙위 총회가 각각 최소한 3년과 4개월만에 l밴씩 열 
리도록 규정되어 있었A나 1939년의 18차 당대회 이후 13년만에 19차 당대회가 개 

최됐고， 또 스딸린 통치기의 마지막 12년 동안 중앙위 총회 회합은 불과 3벤에 지 
나지 않은 것￡로 나타녔다. 중앙위 총회 개최 회수는 T.H. Rigby, “Khrushchev 
and the Resuscit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Austrailiaπ Outlook, 13권 
3호(1959년 9월)， p.168. 

7) 예 컨 대 N. Khrushchev, Khrushchev Remembers, Strobe Talbott 펀 역 (Boston: 
Li ttle, Brown, 1970) , pp.80-81 참조 

8) Leonard Schapiro & ]ohn W. Lewis, “ The Roles of the Monolithic Party under 
the Totalitarian Leader," ]. W. Lewis펀 ， Party LeadershiP and Reνolutionary 
Power in Chiη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pp.118 • 120, 
122-127 참조. I지도자 중성」이라는 개념은 더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소련체제가 스딸련하에서 볼셰비끄 「운동정권J(moγement regime)에서 「지도자 중 

심」 운동정권우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Robert C. Tucker, “On Revolutionary 
Movement Regimes," Tucker, The Soviet Political Mind: Stalinism aηd Post. 
Stalin Change , 개 정 판 (NY: W. W. Norton, 1971),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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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추진은 사펴전반에 대한 강략한 국가동제아래에 수행되었고 이에 요구되는 

대규모 동원 • 관리기제는 필연적으로 중앙집중화관 관료행정체제의 수립을 동 

반했다. 이후 외앤적 성장모텔에 입각한 중앙계획， 명령경제체제하의 지속적인 

공업 • 근대화가 계속되띤서 거대행정기구로서의 당조직은 관료적 병리현상의 

자기확산과정을 밟았고 동시에 개인독재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체제유지논리의 

수용은 당조직의 집중화， 관료화현상을 섬화시컸다. 이에 따라 1925년 당시 약 

2만 5천명으로 추정되던 당장치의 전문당관료규모도 스딸린말기에 이르러 19만 

4천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9) 당내 정책결정과정은 당조직기본원칙으로서의 

‘민 주적 집 중제 ’ (demokraticheskii tsentralizm) 에 서 민 주주의 요소가 계 속 약화 

되면서 스딸린을 정점으로 이들 아빠라치끼를 중심으로 더욱더 폐쇄화되고 배 

타적인 경향을 딱게 되었다. 

파라맛형 당장치의 거대한 아래부분을 이루고 있는 오블라스뜨， 시， 라이온 

등의 지역당조직도 스I달런 개인숭배 • 독재채재의 구축 및 유지플 가능케한 하 

부 구조로서의 ‘작은 스딸린’ (l ittle Stalin) 들이 출현했고10) 득히 지 역 당위원회 

제 1 서기들을 중심으로 절대권력을 행사， 지역당전체회의， 위원펴총회， 활동당 

원짐펴 등 형식적인 의미의 당내집단지도 및 대표제도마저도 정상기능이 크게 

마비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11) 

이같은 공산당의 상대적 지위변화 및 당조직의 집중화， 관료화과정이 야기한 

주요현상의 하나는 한편으로 당장치와 일반당원 사이의 괴리감 증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치 로 대 표된 공산당과 일반대 중간의 사회 적 거 리 강의 확 

산으로 나타났다 12) 즉 스딸린 개인독재하에서 혁명이념설현의 주담당자란 이 

9)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개 정 판 (Cambridge, MA: Harγard Unive 
rsity Press, 1963) , pp.190, 205-206. 이 에 미 해 샤피 로는 1925년 과 52년 의 당장 

치 규모플 각각 20， 000파 225， OOO~235， OOO으로 추산하고 았 다. (Schapiro, 앞의 책 , 
pp. 321, 530). 공산당원 전체에 대한 전임당관료의 비융은 이 기간동안 1대 40에서 

1대 35(페인서드) 또는 1대 50에서 1대 30(샤피로)으로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된다. 
10) Georg Lukacs, “Reflections on the Cult of Stalin," Survey , 47호(1963년 4월)， 

pp.105, 107. 
11) 예컨대， 흐루시초프는 52년 10웰 19차 당대회의 당정관 개정 춰지 연설에서 지 역 

당위원회 서기국에 의한 집단지도부 대체， 당관료와 일 1관 당원간의 이중기율존재， 

아례로부터의 비판 역암 등윤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Pravda, 1952. 10. 13, pp. 
2, 1, & 1-2. 

12) George W. Breslauer, Betψeeη Socialism aηd Communism: Chaηging Soviet 
Perspectives Since Stalin , 미 쉬 간대 마 발간 박사학위 논문， 1978,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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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지도작 위치로부터 소수의 득권적 당장치에 의해 지배되는 거대관료조직 

￡로의 공산당 위상변화는 당장치， 일반당원， 대줌을 엽결시키는 근본적 이해 

관계의 공유 또는 공동채적 띤다}감의 약화로 이끌었던 것이다 13) 

13) 이는 1950년대 초반 하비-도대 이시아 얀구소가 2차대전 와종에서 체포， 녁유되었다 
가 전쟁 종료 후 본국 송환을 거부한 뒤 유립， 미국에 거주해 온 3천여명의 망명 

소련인플을 대상a로 질시한 광범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Alex lnkeles & Raymond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 MA: Harγard University Press, 1959) , 14장 참조. 

스딸린 말기의 공산당 위치를 이같이 파악할 때 앞에서 지적한 대중정당A로서의 
성장과 일연 모순되게 보인다. 공동체 의식 약화와 대중정당화 사이의 상충적 요인 

째운이다. 그러나 당원 증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양자가 반도시 모순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스딸린 말기 당원증가의 대부분은 대숙청의 종식 
과 함께 39년 3월의 18차 당대회에서 그때까지 존재하던 노동자， 농민， 인벨리겐찌 

야 간의 당가입요건차멸을 없엔 대규모 충원정책 및 41년 6월 독일의 침공 이후 국 
민단함과 전쟁동원을 목적S로 정치， 이념적 고려사항을 극소화시킨 대거 당가입 

조치에 의한 것우로 나다난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대숙청말기인 38년 l월 l일 

1 ， 920， 002명이었던 전체 당원수는 41년 l월 1일에는 3， 872， 465영， 그리고 45년 l윌 
l언에는 5， 760， 369명 S로 급속한 증가릎 보였다. “KPSS v tsifrakh," PZh , NO.19 
(1967년 10월)， p.9의 연도별 당원집계표 참조. 
다음우로 스딸린 통치 후반기 소련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경 향올 고려치 않￡면 

안된 다. 한 서 방학자에 의 해 「대 후퇴 J (great retreat) 라고 지 칭 됐 듯이 (Nicolas S. 
Timasheff, The Great Retreat: The Growth and Decline 0/ Commuηism π 

Russia (NY: E.P. Dutton , 1946) , X-XII장J ， 스딸린이 31년 6월의 이 른바 「새 록 

운 6개 조건」 연섣을 통해 부르조아 기술인벨리겐찌야에 대한 자세 변화 및 「소부 

르조아적 임 금평 등주의 」의 폐 지 플 강조한 이 후 [J. V. Stalin, “ New Conditions
New Tasks in Economic Construction," Stalin, Problems 0/ Leηinism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76) , pp.546-552 & 536-539J 소련사회 는 스딸린 후반 
기플 통해 육체-정신노동간의 불평등 구조가 확산되는 사회계층화 과정에서 인앤 
리겐찌야가 또 하나의 득권그룹ξζ로 재등장했다 (01 에 대해서는 Robert A. Feld. 
messer, “ The Persistence of 5tatus Adγantages in Soγiet Russia," Americaπ 
Jourηal 0/ Sociology , LIX쉰 l호(1953년 7월)， pp.19-27과 Alex lnkeles, “Social 
5tratification in the 50미et Union: 1940~ 1950," Americaη Sociological Reνiew， 

15판 4호 (1950년 8원)， pp.465-479 잔조J. 
이와 함께 20년대말 사폐， 문화，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기존 소부르조아 농민문 

화의 배척과 프홀레다리아트 문화의 구축을 내세우면서 광냄위하게 전개됐떤 일종 

의 운화혁 영 도 (Sheila Fitzpatrick 펀 Cultural Revolutioπ iπ Russia, 1928~31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1978) 참조그 점차 쇠퇴하연서 전통주의 
로의 복귀 및 부， 득권， 안락한 생 활 등에 정 착하는 「소시 민적 추구J (meshchanstγ0) 

가 또 하나의 새 로운 사회 풍조로 자리 장게 되 었다 (Vera Dunham, 1π Stalin’s 
Time. Middle 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pp. 19-21 및 5. Fitzpatrick, The Russian Revolution 1919~ 1982 
(NY: Oxford University Prcss, 1984) , p.150 찬조J. 
이같은 기본맥략에서 스 I늬만 말기에 。1 .2먼 공산당 가입은 당 이념과 그 실천에 

대한 공감보다는 주위의 당가엽 압력과 섣득， 그리고 당가입 자체가 가져올 수 있 

는 여러 혜택에 대한 개인주의적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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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딸린사후 초기의 지역 공산당개혁정책 

1953년 3월 스딸린의 사망과 함께 그뒤릎 이은 집단지도층은 상이한 정책노 

선과 권력승계투쟁속에서도 스I달린체제의 여러가지 부정적 유산의 수정에 원칙 

적으로 동의하고 전반적 개헥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공산당개혁과 관련해 스 

I날린사후의 소련정치전개의 기본방향과 -ú- 루시초표의 개혁구도플 결정짓는 주 

요사건으로는 다움의 3가지 를 팝을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스딸린의 죽음 그 자체가 일차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공포정치와 개인독재로 상정지워지는 스랄란동치 후반기의 ‘성숙된 스달린주 

의’ (mature Stalinism) 는 근대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철저한 사회통 

제를 특정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이건 또는 지도자숭배와 이데올로기의 흔합 

체가 정규동치제도플 대신한 일종의 ‘가전(家傳)정권’ (patrimonial regime)으로 

파악되던간에 스딸린이라는 한 개인의 차려스마적 위치가 액심요소의 하나로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14) 스딸린의 사망은 이같이 체제유지에 필요불가 

분했던 카리스마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누가 후계자가 되든간에 카리 

스마상실에 따른 정통성의 공백을 메꾸는 동시에 새로운 정동성 창출실체를 모 

색해야할 기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로 1953년 6월의 베리아체￡ 및 잇달은 저l 거는 스I날런사푸의 체제동치수 

단을 규정짓는 주요계기로 작용했다. 베리아의 숙청과 이에 따른 바밀경찰， 공 

안기구의 대폭적인 약화는 엘리트간의 권력투쟁도구로서뿐 아니라 통치방식으 

로서의 테러사용포기에 대한 지도충의 전반적 합의를 의미했다. 따라서 이는 

엘리트내부정치의 새로운 게임규칙의 수립이란 측면외에도， 한 사회질서에 대 

14) 전통적 견해인 전자의 대표적인 것a로는 물론 Carl Friedrich & Zbignew Brze
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ηd Autocracy (Cambridge, MA: Harγard 

University Press, 1956) 이 있고 베벼에 의거한 후자의 새로운 시각은 예컨대 

Graeme Gill, “ ldeology, Organization and the Patrimonial Regime," Jourηalol 
Communist Studies, 5권 3호(1989년 9월)， pp.285-302플 을수 있다. I성숙된 스딸 

린주의」는 비알려의 용어로 그는 이 시기 소련체제의 기본 성격우로 CD 대규모 테 
녁체제 @ 공산당의 역동성 상설 (젠 거시적 정치조직의 무형화(無形化) @ 극단적 
동원 경제성장 모텔 @ 제층화， 분화적 익얀성， 극단적 민족주의 등 이칠적 가치체 
계의 존재 @ 사회띤핵의 혁명적 충동의 종식과 현존재도의 보수적 현상유지노력 
φ 개 인 독재 체 제 플 을고 있 다. Seweryn Bialer, Staliη’ s Successors: Leadership, 
Stability and Chaηge 찌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γersity 

Press, 1980) , pp.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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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 원의 기 본동의 를 이 끌어 내 는 주요 수단으로 강제 력 (coercive power) , 울 

질적 보상 (remuneration) , 규범 릭 (normative power)을 꼽을 때 15) 당연히 강제 

요인의 약화를 의미했고 세가지 동의창출방식간의 새로운 균형이 요구되었다. 

또 바밀경찰의 쇠되는 스딸린치하에서 공산당조직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거대 

세력집단의 몰락을 의미，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회복에 한 계기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스I날린의 개인숭배 및 테러정치블 정면으로 공격한 56년 2월 20차 

당대회의 흐루시초표 ul 밀연설을 들수 있다 16) 지도충내의 권력투쟁에 치중하는 

크레블란학 (Kremlinology) 적 분식이 지적하듯 흐루시초표가 연설 곳곳에시 말 

벤꼬프， 몰로또프， 까가노바치 등이 스딸린의 공포정치에 갚숙이 관여되었음을 

암시함으로써 이들 라이벨의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의도했다는 동기설명은 상당 

한 성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공산당 및 소련체제발전과 관련시킬때 후 

루시초표의 III 멜연션은 적어도 다음의 371-지 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젓째， 메라아숙청에시 제기랬던 권략투갱 및 동치수단으로서의 테러사용포기 

라는 명제의 완결작업이 비밀연설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록 지도충 내부의 강 

펴한 만발로 득별비공개자리에사 연설이 행해졌으나 흐루시초프는 공식적으로 

당의 최고상부기구인 당대회를 통해 공포정치의 장본인이었던 스날련의 행각을 

직정 고말함으로써 공포동치체제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 

둘째， 흐루시초표는 Bl 밀연섣에서 스딸린의 개인독재와 공산당을 분리시킴으 

로써 스딸린치하에서 혁명이념수행자로서의 역동적 기능이 크게 약화됐던 당의 

위치를 호l복시켜 이훈 당이 소련체제말전의 주담당자역할을 확립케 되는 주요 

계기블 마련했다. 20차 당대회후 비밀연설과 관련해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지도 

자 돌리아티가 제기한 것처럼 17) 흐루시초표가 이처럼 당과 스딸란을 분리시킨 

15)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ηs. On Power, 
Involvement , and Their Correlates (NY: Free Press, 1961), 특히 제 l 장 참조. 
또 이 의 사회 주의 체 제 적 용에 대 한 더 깊은 논의 는 Alexander Dallin & George 
W. Breslaucr, “Political Terror in thc Post-Mobilization Stage," C. Johnson 
펀 , 앞의 책 , pp. 191-214 참조. 

16) 비빌연설 전문은 소련 내에서 정식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 20년대말 발행을 중지 
했다가 근년에 다시 냐오기 시작한 당중앙위기관지 Izvestiia TsK KPSS, 89년 3월 
호， pp. 128-170에 “ o Kul’ te lichnosti i ego posledstviiakh"라는 제하에 33년만에 
처 음우로 공식 1단표되 었다. 

17) Nuoνi Argomenti, No_ 20 (1956_ 6.16). The Anti-Stalin Campaign and Interna
tional Communism , 콜덤 비 아대 Russian Institute 펀 (NY: Columbia University, 
1956) , pp.1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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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는 개인숭배가 가능했던 기본원언을 34년 이후 스딸린의 개인적 야망 및 

심리적 요인으로 돌린 것은 비밀연설의 중요한 한계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이나 소련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은 당시의 흐루시초프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었고， 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스I날린의 죽음으로 인 

한 정동성의 공백에 직면해 흐루시초표는 스날런으로부터 당을 떠1 어내 체제전 

연요로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정통성 창출의 、실체 확립을 의도한 것무로 이해 

된다. 

세째， 흐루시초프는 스딸린사후 소련체제의 과감한 개혁의 펠」L성을 인식하 

고 스딸린치하에서 형성된 기득이권세력， 경직된 관료체제 등이 개혁추진의 결 

링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말란 비난을 통해 일종의 충격요볍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비밀연섣은 이들 보수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마블 띠면서 개 

혁추진의 기본적 분위기 조성이란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스딸린의 죽음， 베리아의 숙청， 흐루시초표의 비밀연설이라는 3대 사건의 의 

마를 스I달린사후 흐루시초표의 개혁구도와 연결시켜보면， 공포정치의 종식과 

함께 공산당이 새로운 정통적 체제관려자로서 개혁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기본방향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테러포기에 따른 동의창출 

수단으로서의 강제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물질적 보상과 규범랙이 차지하는 위치 

의 증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구체적 대안모색은 지도총 개개인 

의 노선차이 및 쉰녁투쟁과 결부되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으나18) 기본 

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한 울질적 보상의 강화， 그리고 노동자， 농민충의 당기입 

확대 등 대중참여증대을 통한 체제와의 일치감 증진이라는 규뱀랙 고양으로 나 

18) 권력투쟁 및 노선차이와 관련해 당시 집단지도층은 3가지 그룹으로 크게 냐눌 수 
있다. 흐루시초프에 의해 대표되는 당 중심의 조직-구조적 개혁노선， 말렌꼬프 등 
국가관료엘리뜨의 기술주의적 (technocratic) 개학노선， 그리고 뚜렷한 대안없이 스 

딸린체제의 주요 기본 골격을 지키려 한 볼로뜨프， 까가노비치 등의 구스딸린주의 
자(Old Stalinist) 그룹이 그것이 다. Richard Lowenthal , “Party vs. State. Thc 
Permanent Reγolution 1s On Again," Problems of Communism , VI권 5호(1957 
년 9'"'-'10월)， p.3. 물론 이같은 단순화는 정치권력과 정책노선간의 상관관계에 따 
른 마묘한 변화를 놓칠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해야할 것이다. I권력-정책연계」 
(power.policy nexus)에 칩중하는 「갇등 모델」에 입각해 흐루시초프시기의 소련정 
치 전 개 를 파악한 대 표적 저 작으로는 Carl Linden, Khrushcheν and the Soviet 
Leadership, 1957'"'-'1961 (Baltimore: Johns Hopkins Uniτersity Prcss, 1966) 와 
Robert Conqucst, Powcr aηd Policy η the USSR (NY: St. Martin’ s Press, 
1961) , Sidney Ploss, Conflict aηd Decisioη Makiη'g π Soviet Russia: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Policy, 1953'"'-'1968 (Princeton, NJ: PrincetQn Uniγersity 
Press, 1965) 등을 을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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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펀 스I날런사후의 공산당개혁은 바로 이같은 기본틀에 

서 전개되었으며 지도적 역할 약화 및 집중화， 관료화 심화라는 부정적 유산의 

극복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내 공공원칙도입의 직접 계기를 이루 

는 57"-'8년까지의 지역당조직을 중심으로한 개혁작업은 다음과 같이 다섯갈래 

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들 개혁조치는 상호연관성을 지니면서 전개돼 제각 

기 분리시켜 개별적 측면만 볼 경우 전체의 포콸적 구도를 놓칠 위험성이 있a 

나 논의의 펀의상 일단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스말란치하에서 거대관료체제의 일부로서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었던 당관리기 

제가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화를 이루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스I날린체제에서 집 

중화가 삼화됐던 국가행정기구의 분권화와 명행해 추진되었는데 두가지 방향으 

로 전개되었다. 

첫째， 공화국수준 이하의 지역당조직에 그때까지 중앙당과 상급당기관이 보 

유하고 있던 세부적인 당무관할권이 하위당기구로 이양됐다. 중앙위는 55년 8월 

의 결정을 동해 공화국중앙위원회， 오브꼼， 끄라이꼼에 당중앙의 사전허가없이 

관할구역내의 당관리 및 초급당조직서기룹 임의로 이동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동시에 요블라스뜨， 아끄룩， 시， 라이온 당위원회에 당중앙의 지정한도 

내에서 일년예산의 지출용도결정권을 허용했다 19) 

중앙위는 이와 함께 57년 8월에는 공화국중앙위에 산하 고르꼼， 라이꼼의 신 

설， 폐지 및 관리임명권， 그라고 기존 라이온단위의 폐지， 확장 및 새단위 신 

설권을 부여했으며 58년 9월에는 중앙위담당부서의 동의하에 특정 고르꼼， 라 

이꼼의 구조확정 및 변경권이 공화국위원회에 추가로 이양되었다 20) 

하위당조직으로의 당무이양과 함께 추진펀 또다른 분권화조치는 중앙당의 직 

접통제하에 있던 일부행정부처내의 정치담당기구 해체 및 중앙위파견 당조직자 

제도의 철펴l 로 나타났다.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군대 외에도 안보， 전략적 중요 

성을 지니는 민병대 (militsiia) , 철도 및 해상운송부대에 업무현장에서 조직되는 

초급당조직외에 중앙당이 직접 관할하고 지역당조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19) Voprosy parti셔oi raboty, pp.345-346. 
20) Spravochnik partiinogo rabotnika(이 하 SPR) , 1판 (Moskva: Gospolitizdat, 1957) , 

pp.441-2와 2판(1959) ， 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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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치담당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56"-'7년사이 이들 정치기관이 없어지면 

서 각 부처내의 초급당조직 및 당정치， 조직업무는 소속구역 지역당조직의 관 

할권으로 념겨졌다 21) 이와 함께 30년대 공업화과정이래 당중앙위의 특사자격 

으로 전국 각처의 주요산업시설 등에 직접 파견돼 지역당조직의 통제권밖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중앙위당조직자’ (partorg TsK)도 56년 8월의 중 

앙위결정에 따라 당내 민주주의 증진과 지역당의 책임증대를 이유로 그 직제가 

폐지되고 대신 해당현장의 초급당조직에 전임서기 (osvobozhdennyi sekretar’)직 

이 도입되었다 22) 

당장치축소 

지역당 활성화작업의 두벤째 흐름은 스I달린치하에서 비대해진 당장치의 축소 

개편작엽으로 나타났다. 조직비대화는 관료화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었고 중앙집 

중화와 마찬가지로 당， 정부조직 모두에 나타난 공동적 현상이었다. 말벤꼬표 

는 52년 19차 당대회 중앙위보고에서 이미 조직운영비 절감 및 경제성 제고플 

위한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촉구한 바 있고23) 스날련사망 이푸 당조직과 관련한 

기구축소는 흐루시초표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흐루시초표는 농업증산을 위해 열린 53년 9월의 중앙위 총펴에서 농촌라이꼼 

의 고급인력보강을 위한 한 방편으로 오블라스뜨， 끄라이， 공화국 당 • 국가기 

구의 불펄요한 부분을 축소함으로써 연직되는 관리들을 라이꼼으로 보낼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24) 이후 지역당조직의 엽무활성화 및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해 당장치축소는 스딸린사후 초기의 지역당 개혁조치의 주요한 부분을 이 

루었다. 

21) SPR , 1판(1957) ， pp.408-9, 405-6, 436-9. 운송부처내의 정치담당기구 설치는 39 
년 1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정관에서 최초로 규정되고 있다. Programmy i ustavy 
KPSS (Moskva: Politizdat, 1969) , pp.340-41. 이 들 정 치 담당기 관의 조직 구조 및 
지 역 당조직 과의 관계 에 대 해 서 는 Sidney Harcave, Structure and Functio껴ηg 0/ 
the Lower Party Organs η the Soviet Union , Human Resource Research 
Institute,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954년 1 월， pp.18-19 참조. 

22) SPR , 1 판(1957)， p.429. 중앙위당조직자 제도는 34년 17차 단대회의 당정관에 의 

해 신설되었다. Programmy i ustavy, p.309. 중앙위 당조직자의 막강한 권위는 
한 수력발전소에 파견된 조직자가 오블과스뜨 단회의에서 오브꼼과 연방내각의 전 

력부릎 싸장아 비판한 네에시도 잔 나다난다. Pravda, 1952.9.6, p.2. 
23) Pravda, 1952.10.6, p.6. 
24) N.S. Khrushcheγ Stroitel' stνo Kommuηizma v SSSR razvitie sel’ skogo 

khoziaistva (이 하 Stroitel' stvo) , 제 1 렌 (Moskva: Gosudarstγennoe izdate l' stγo 
politicheskoi literatury, 1962) , p.76. 또한 fravda , 1953, 9, 16, p.1과 1053.10.6, 
p. 1 사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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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와 연방각료회의는 54년 1월의 공동결의문을 통해 당， 국가행정기관 

의 관료화에 따른 조직비대화를 신랄히 비판하고 지역 당 • 국가기구들에 이의 

신속한 시정을 강녁히 지시했다 25) 이에 따라 스딸란시매의 행정구역세분화로 

계속 숫자가 늘어났던 정치 • 행정구역의 통합과 지역당조직의 자체간소화작업 

을 통해 당장치 축소작업 이 활발하게 추진댔 다 26) 또 당중앙위 도 자체 축소에 나 

서 56년 초까지 중앙위산하 당장치의 약 25%가 줄어들었으며 27) 20차 명대회 

의 흐루시초프중앙위보고 및 결의문에서 당 • 국가기구의 지속적 축소작업이 촉 

구되면서 28) 이와 관련된 일련의 중앙위조치가 내려졌다. 

56년 3월에는 공화국위원회， 오브꼼， 끄라이픔 당장치의 25"-'30% 경축지시 

가 있었으며 57년 9월과 10월의 시행령을 통해 중앙위는 기구축소작업을 하위 

지역당조직으로 확산， 농촌라이꼼과 고르꽁-고르라이꼼의 스댐진을 각각 15"-' 

20% 벚 10"-' 15%씩 줄이도록 지시했다 29) 이와 함께 57년 5월에는 계속 늘어 

냐는 초급당조직 전임서기에 제동을 결기 위해 소속당원 1백명 이하의 초급당 

조칙 에 는 비 전 엄 서 기 (neosvobozhdennyi sekretar’) 가 당조직 을 관리 하도록 규정 

했다 30) 

당장치축소과정에서 주목을 끈 조치는 하나의 설험적 시도로 고르꼼， 라이꼼 

산하의 여러 부서 (otdel)를 폐지한 것을 들수 있다 31) 이는 56년 5월의 중앙위 

결정에 따라 라뜨비아공화국내 4개 고르꼼의 부가 없어진 것을 시발로 하여 32) 

25) Direktivy KPSS v Sovetskogo pravitel' stva po khoziaistνennym νoprosam ， 제 4 
권 (Moskva: Gosudarstγennoe izdatel’ stγo politicheskoi literatury, 1957) , pp. 
155-6. 

26) 1952년 l월 l일 각각 167, 508, 4 ， 373개 에 달했 던 오브꽁， 고르라이 꽁， 농촌라이 꽁 
은 56년 1월 1얼 현재 148, 440, 4, 1287~ 로 줄어 틀었다. 고르꼼은 인구증가와 도 
시화 과정속에 같은 기간 동안 5447~ 에서 5백 65개로 약간 늘어났다. P.F. Pigaleγ， 

Mestnye partiinye organy-organy politicheskogo i organizatsioηnogo rukoνodstνa 
(Moskva: Izdatel'stvo VPSh i AON pri TsK KPSS, 1962) , p.9. 

27) 수슬로프의 20차 당대 회 연 설 . Praνda， 1956.2.7, p.9. 
28) 흐루시 초프의 지 적 은 XX s" ezd Kommunisticheskoi Partii Sovetskogo Soiuza (이 

하 XX s" ezd) stenografìcheskii otchët, 제 1 권， pp.70-71 , 92-93, 104. 단대 회 
결의 문의 관련부분은 갇은 책 , 제 2 권， p.423. 

29) 56년 3월의 시 행 령 은 SPR， 1판(1957) ， p.406. 
57년 9원과 10'셀의 시행령은 SPR， 2판 (1959) ， pp.545-6, 546. 

30) SPR, 1판 (1957) ， pp.440-1. 
31) 고프관， 라이 꼼은 모두 연율적 a로 조직 부 (orgotdel) 또는 당조직 부 (otdel partiinykh 

organov)와 선전산통부(otdel propagandy i agitatsii)플 /설치했S며 고프꼼은 별도 
로 공엔교몽부(promyshlenno.transportnyi otdel) 와 견우에 따마서 뱅건 벚 통상 • 
깨 경 기 관부 (otdcl administratiγnykh i torgoγo-fìnansoγykh organov) 를 두었 다. 

32) SPR, 1판 (1957) ， pp.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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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와 코커서스지역의 고르꼼， 라이꼼에서 상당규모로 실시되었다 39) 

하위지역당조직에서의 부서폐지는 당장치축소란 측연과 함께 당엽무의 개선 

이란 의도도 아울러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종래의 당위원회-부-훈령관으 

로 이루어진 지역당의 수직구조에서는 훈령관들이 부별로 나뉘어져 각부마다 

당위원회 관할하에 있는 모든 초급당조직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 훈령관수가 

적은 한 고르라이꼼의 선전선동부에서는 l명당 200개의 초급당조직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34) 이에 따라 훈령관의 관리업무가 부설해질수 밖에 없 

으며 또 여러부의 훈령관이 동시에 한 초급당조직을 소속부 업무기능별로 관리 

하묘로 개별당조직에 대한 총관적 지도가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35) 

부의 폐지 및 이에 따른 훈령관수의 증가로 기능분할원칙 (funktsionalka) 에서 

비롯되는 이같은 운제점이 상당히 해소되는 동시에 훈령관들에 대한 당위원회 

서기들의 직접지도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36) 그러나 반연에 

훈령관들간의 기능분담이 없어점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야 한다는 부담증대와 함께 업무총판화는 대중정치교육， 선전선동 등 비조직업 

무의 약화를 펼연적으로 초래， 하위지역당장치의 부서폐지는 크게 확산되지 못 

하고 지역당위원회가 각각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 

도록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37) 

당내 민주주의와 접단지도강화 

당장치축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추진된 개혁조치의 하나로 당내 민주 

주의 및 당지도업무의 집단성 (kollektivnost’) 증대작업을 들수 있다. 

지역당조직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및 집단지도의 약화는 당위원회 1등서기 또 

는 서기가 지배하는 집행기관 국 (biuro) 이 공식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는 지역당 

33) 따지끄공화국 당중앙위 서기에 의하면 57년 중반 공화국내의 모든 농촌라이꼼과 고 
르꼼， 고르라이꼼에 걸쳐 부의 폐지가 추진됐으며 (T. ul’dzhabaev, “Sovershens. 
tγuem rabotu partiinogo apparata," PZh, No.14 (l957 1건 7월 )， p.2 lJ 끼 프기 즈공 
화국도 농촌라이 꼼의 부가 모두 없어 졌다CPravda， 1959. 1. 9, p.3). 

34) Pravda, 1957.5. 18, p.2. 
35) Pravda, 1957.3.16, p.2; Sovetskaia Latvia, 1958.4.4, p.2, Curreηt Digest 0/ 

the Soviet Press C야 하 CDSP) , X권 20호(1958) ， p.24. 
36) 예컨대 Pravda, 1956.11. 27 p.2; Ul’dzhabaev, 앞의 끌， p.23; Kommunist Tadz

hikistana, 1957.10.13, p.2, CDSP IX권 41호 (1 957), p.18. 
37) Lazar Slepoγ Vysshie i mestnye organy partii (Moskva: Vysshaia partiinaia 

shkola pri TsK KPSS, 1958) , p.94: N.A. Zolotareγ & P. I. Kotel'nikov, 
Organizatsionηo-partiinaia rabota, 제 2 쉰 (Moskγa: Izdatel’ 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1973) ,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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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구와 일반 당원들의 집합적 의사블 무시한채 당무를 수행하는 데서 비롯 

되며， 이에 따라 당위원회총회의 정기소칩 불이행， 활동당원회합의 소집지연， 

‘아래로부터의 바판’억압이 일상화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일반당원은 

물론 당위원회 위원들도 소외되는 당우수행의 집중화현상이 심화됐다 381 

스빨런사후 중앙당 지도부의 집단지도체제수립과 중앙위총회， 당대펴의 정기 

개최가 이루어지고 당엽무의 집단지도원칙과 함께 역사말전에 있어서 인민대중 

의 띄할이 강조되면서 391 지역당조직에서도 당내 민주주의 맞 집단주의침해와 

관련해 근본적 시정이 촉구되었다. 

쁘다브다 시-션에 따르면 당내 민주주의는 “당원대중이 사펴주의 사꾀건설의 

여려 문제플 결정하는 자유， 당원듭의 적극성 (aktivnost’) 증대 및 능동적 당무 

참여”를 의미하며 당지도업무의 집단성원칙은 일차적으로 “경제 • 문화건섣 및 

당업무의 주요 문제가 당위원꾀에 의해 집단동의로 결정되는 것”을 뜻하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401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해 집단기구로서의 지역당위원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위원회총회， 국회의， 활동당원휘합 및 당직자선출을 위한 

보고-선거집회의 정기소집과 지역당의 정책결정 •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위 

원들의 적 극참여 가 촉구되 었다 411 

이와 함께 ‘당여콘의 대변자’， ‘당결정의 투쟁적 션도자’， 또는 ‘당위원회의 

지주’로서의 활동당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들을 비롯한 일반 당원들의 당무 

참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421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원칙의 강화는 아 

래로부터의 참여증대를 통한 소수집행부의 독주억제， 관료주의의 지양이란 의 

38) 예컨대 52년의 당정관에 따라 각각 1개월 및 2개웰 동안 최소 한벤 이상 열도록 규 
정펀 고프꼼， 라이꼼 및 오브꽁， 끄라이꼼 총회가 수개월이 지나도콕 전혀 소집되 

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우며 총회 자체도 소수의 당 장치 칩행부에 의해 언방적￡ 

로 진행펴는 형식주의가 팽배했다. 구체척 사례로는 Pravda, 1952.12.2, p.2; 1953. 
7.22, p.2; 1953.8.31, p.l. 

39)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이본의 권위자 슬러l 뽀프 (L. Slepov) 와 단첼학 이폰지 『캘학 
의 제문제 jJ (Voprosy 껴losofii)의 펀칩인 콘스딴티노프(F. Konstantinov)의 Pravda 

기 고논문을 플 수 있 다. Pravda, 1953.4.16, p.2 및 1953.6.28, pp.2-3. 또한 
Pravda, 1953.8.22, p. 1 사섣 참조. 

40) Pravda, 1953.8.31, p. 1 및 1955. 10. 19, p. 1. 
41) 52년의 팅전관에서 각각 1개원과 2개원로 청해진 고프꼼， 라이 판과 오브꼼， 끄라。1 

낌의 풍회 소집 시끼는 지역 단 조직의 건의픔 반영 20차 단대회의 당정관 언부 
수정시 각각 3개원과 4개원로 늦추어쳤다. XX s"eχd， 제 2 쉰， p.428과 제 1 권， 

p.ll1. 
42) 환동탕원에 대한 이같은 갱의는 Pravda, 1954.11. 25, p.l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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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에도 실무인력의 동원을 통한 당업무의 향상이란 측면도 아울려 지녔다. 

즉 이제까지 주요당무로부터 소외당해왔던 당위원회 위원들과 일반 활동당원들 

을 당업무에 끌어들업으로써 각자 자기전문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 

은 이들의 실무능력을 당무수행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43) 

스I당련사후 당니l 민주주의 벚 진단지도원척의 추진은 20차 당대회에서 결정 

적 계기블 맞는다. 흐루시초프는 기조연섣에서 집단지도원착강화， 당내 민주주 

의확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일반대중의 국정참여플 당의 주요의 

무로 규정했을뿐 아니라， 비말연션에서 스딸련 개인숭배 131 판과 함께 개인숭배 

의 재딸을 막기 위한 기본조치로 집단지도원착 등의 례닌주의적 당규범 준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완전펴복을 또 다시 강럭히 촉구한 것이다 44) 특히 흐 

루시초표는 비밀연섣에서 특정개언의 권력담용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요구딘다 

고 강조함으로써 지역당조직 지도부에 커다란 경각심을 볼러 일으컸을 것으로 

보인다 45) 

20차 당대회 이후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원칙강화는 스딸린개인숭배체제 

의 부정적 경과의 극복과 연결되면서 46) 활동당원 및 당원대중의 능동적 당무참 

여가 더욱더 강조되었다‘ 47) 이와 함께 당지도부와 당원대중간의 관계는 “당원 

대중이 당의 주인이며 당지도자는 지휘관이나 관료적 관리자가 아닌 조직자， 

교육자”로 이 해 됐다 48) 

당업무방식의 변화 

43) Pravda, 1955. 10. 19, p. 1 사성 1954. 11. 25, p. 1 사셜 1955. 10.22, p. 1 사젤 
참조. 

44) “o Kul ’ te lichnosti i ego posledstγiiakh" Izνestiia TsK KPSS, No.3 (1989년 3 
월)， p.165. 이와 관련해 20차 당대회 직후 관할구역에서 「주인 J (khoziain) 챔세플 
하는 지 역 당 서 기 들에 대 한 신 랄한 비 판이 뒤 따랐다. 예 컨 대 B. Borisov, “ Partiinaia 
demokratiia γospitanie kadroγ，" PZh, No.8(56년 4원)， p.20 참조， 

45) “o Kul ’ te 1ichnosti," p. 165. 
46) 예컨대 개연숭배와 그 부정적 결과의 극복에 대한 56년 6원 30엘의 당중앙위 결의 

문 “ o preodolenii kul ’ ta 1ichnosti i ego posledstvii," Pravda, 1956.7.2, p. 1; 
Pravda, 1956.3.16, p.l 사성 1956.3.28， p.3; 1956.7.6, p.3. 개인숭배의 부정 
적 결과로는 사회주의 건선에 있어서 인민대중과 당의 역할 저하， 당내 민주주의 
맞 집단지도 원칙의 침해， 공산딩원의 적극성， 강의성 저해， 샤펴주의 직볍성의 위 

반， 비띤- 및 자기비관 익암 등이 거론댔다. 
47) 예 칸대 Pravda, 1956.6.14, p.l 사성 1956. 5. 25, p. 2; M. Domracheγ， “ Vnutraia 

partiinaia demokratiia povyshenie aktivnosti kommunistov,'’ Kommunist, No.9 
(1956년 6월)， pp.60-73. 

48) “Polnost’ iu vosstanovit’ razvit’ leninskie normi partiinoi zhizni," Kommunist , 
No.4 (1956년 3원)， p.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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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개혁의 네번째는 당업무의 관료주의 지양정책과 엽무성격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당시 일상화펀 지역당엽무 관료화의 주요 특정은 닥상엽무와 불펠요 

한 꾀합남딴에 치중한 헬장지도의 부재， 초급단조직관리의 소홀， 간펀적인 특 

명 전권관리 의 하위 당기 구파견 및 캠 페 인식 업 무처 리 등으로 나타났다. ‘사무

관료적 지 도’ (Kantseliarsko-biurokraticheskoe rukovodstvo) 또는 ‘관료적 사무 

처리방식’ (administrirovanie) 으로 지칭되는 이같은 전형적인 소련식 관료병리화 

현상은 흐루시초프 주도하에 농업발전을 위한 당기구의 적극지도가 촉구되면서 

또 당내 민주주의 회복노력과 함께 시정노력이 본격화되었다. 

53년 9월의 중앙위총회에서 흐루시초프는 농엽부진의 주원인의 하나로 칩단 

농장， 기 계 -트랙 터 배 급소 (mashino-traktnaia statsiia, MTS) 에 대 한 라이 꼼의 

피상적， 관료적 지도방식을 꼼고， “당장치로부터 생산현장으로” 이동해 “항상 

일반대중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당조직 정치엽무를 강력히 촉구했다 49) 

아울러 54년 1월 당중앙위-연방각료회의는 합동결의에서 관료적 탁상업무에 

대한 신란한 비판과 함께 “노동자， 칩단농장원， 인펠리겐찌야들 가운데서의 조 

직， 정치엽무”에 칩중할 것을 지역당 • 국가행정조직에 강력히 지시했다이 이 

후 흐루시초프는 일련의 농업관련설과 20차 당대회 중앙위보고에서 일관되게 

지역당조직의 현장생산조직업무를 강조했으며 51) 이에 따라 지역당장치 전반의 

조직업무활성화는 물론， 특히 개별생산단위 및 초급당조직과의 직접정촉이 가 

장 활말한 당장치 하부의 훈령 관 역 할이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되 었다 52) 

“생 산현 장에 서 의 실제 적 이 고， 구체 적 이 며 활동적 인 엽 무" (prakticheskaia, 

konkretnaia, zhivaia rabota na meste) 로 규정된 53) 새로운 스타일의 당조직엽무 

는 흐루시초표하에서 재정립펀 당업무의 성격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 

방 소련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소련체제말전에 있어서 지역당조직은 관할구역내 

의 여러 분야플 총괄하는 일정의 ‘지역조정자’ (area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49) Khrushchev, Stroitel' stν0 ， 재 l 권， pp_ 77, 83_ 
50) Direktiνy KPSS, 재 4 쉰， pp.155-6. 
51) 예컨대 54년 2원 중앙위 총회의 처녀지개간사엽연선 (StroiteZ' stvo, 제 1 권， pp.274, 

276, 279, 280) , 54년 4원의 최고소비에트연섣(갇은 책， 제 l 권 pp.293, 295) , 55 
년 l원 중앙위 층펴의 축산엽증진연성(갇은 책， pp.480, 188, 491) , 55년 4원의 농 

엽관계섣우자연선(갇은 책， 제 2 권， 1962, pp.73, 93, 97) 벚 20차 당대화 중앙위 
보고연션 (XX s"ezd, 제 l 권， pp. 103, 104). 

52) Pravda, 1953.10.6, p.2; 1951. 1. 11 , p.1 사션 . 
53) Praνda， 1955.12.6, p.2; 1956.3.5, p.1 사션 . 또 “ Povyshat’ organizatorskuiu 

r01’ partiinogo apparata," PZh, No.5 (1955년 3월)， pp.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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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 옴으로써 담당지역의 경제관리에도 계속 깊숙히 개입해 왔으나54J 척어 

도 공식적으로는 당조직의 세부적인 경제활동관여가 정치지도조직으로서의 당 

의 위상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왔다 55) 

그러나 당업무의 본질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흐루시초포시기 전반을 통해 상 

당한 수정을 겪게 된다. 흐루시초프는 53년 9월 중앙위 총회에서 농업행정과 

관련해 “당정치엽무와 경제임무가 분리뭔 수 없음”을 역설했고56J 55년 5웰의 

공업관련중앙위 총회 연섣에서는 공업근대화에 대해 당조직이 ‘커다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57J 당엽무 일반에서 경제관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20차 당대펙에서는 당의 주임무가 소련의 경제력 증대에 있다고 

전제한뒤， 지역당조직의 업무평가는 관할구역내의 경제실적에 기초해야 하며 

당관리에 대한 이념교육 및 과학발전도 생산활동과 직결돼야할 것이라고 강조 

함으로써 당업무성격에 대한 상당히 획기적인 재규정을 시도했다 58) 흐루시초 

표의 이같은 관념은 연방， 공화국 내각 부처의 폐지 및 오블라스뜨 단위 중심 

의 국민경제회의 신설로 특히 오브꼼의 경제관리역할이 크게 증대한 57년 5월 

의 사브나르호즈개혁에서도 두드러졌다. 이는 62년 11월 지역당구조 이원화 개 

펀시 당조직구성의 기본원리를 ‘관할구역원칙’ (terri torial ’ nyi printsip) 으로부터 

‘생 산원 칙 ’ (proizvodstvennyi printsip) 으로 바꾸는 데 까지 연결 된 다. 

그러나 동시에 흐루시초프는 경제관리의 중요성 증대가 당조직과 경제기구와 

의 기능혼란이나 대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당무원칙을 덧붙임으로써 59J 

스딸린사후 그에 의해 추진된 당업무의 성격변화는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 

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경제 업무의 적절한 조화”플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60J 

54) 물론 이 는 Jerry F. Hough, The 8<。이et Prefects: The Local Party Organs iη 

Iηdustrial Decisioη-Mak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의 기본주제이다. 

55) 즉 소비에트 기구나 경제기관을 「통한J (cherez) 경제활동의 정치적 지도가 요구되 
었￡며 지역당조직의 직접적인 경제엽무개입은 소비에트， 경제기구에 대한 일종의 

「대체 J(podmena)를 의미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간주돼 왔다. 스딸란 말기의 이갇 
은 공식 규정 의 한 예 로는 Praνda， 1953.2.26, p. 1 사션 “Partiino-organiza tsionn ui u 
rabotu--na uroven’ noγykh zadach partii" 참조. 

56) Khrushchev, Stroitel' stν0， 제 1 권， p.72. 
57) Pravda, 1955.5. 19, p.2. 
58) XX s" ezd, 제 l 쉰， pp.100, 106, 112-114, 86. 
59) 예 컨대 XX s"ezd, 제 l 권， p.104. 
60) Pravda, 1955. 1. 5, p. 1 사성 1955.8.17, p.1 사성 1955.‘ 8.20, p.l 사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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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료의 자질향상 

경제관리의 부상 및 당기구의 구체적 현장조직엽무가 강조되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소양이 주펀 기준으로 간주돼왔던 당관리들의 실무자질개선이 추진되었 

다. 흐루시초표는 53년 9월의 중앙위보고 등 일련의 농업관계연젤에서 농엽관 

리기출을 갖춘 관리들의 라이꼼보강 벚 기존당관리들의 농정지식습득을 농엽생 

산증진의 펼수조건의 하나로 퓨았고61)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53년 9월의 라 

이꽁산하 MTS담당 훈령관그룹설치가 실패한 주원인으로 라이괜-서기， 훈령관 

등 당장치의 농정엽무능랙 미 ul 륜 들었다 62) 이에 따라 지역당관리들의 실무능 

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반 당학교에서는 이념교육과 함께 생산관련기 

초지식을， 그리고 고급당학교에서는 전문기술대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특정산업 

분야의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당관리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할 것을 촉구 

했다 63) 

이같은 지시에 맞추어 당중앙위는 56년 7월의 시행령을 통해 지역 빚 고급당 

학교 교과과정에 경제지리， 공 • 농엽계획입안， 산업테크놀-로지， 농업기계 • 근 

대화， 축산업 등을 신섣했고(4) 56년 9월에는 상당수의 오블라스뜨에 기존의 1년 

짜리 당 • 소비에트관리 재교육과정 대신 설무능력양성을 위한 상설단기코스가 

마련됐다 65) 이런 흐름속에서 당관리의 자격조건으로 이전까지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자질에 강조점이 주어지던 것이 이제는 ‘설무적， 정치적 자질’ (delovoe, 

politicheskoe kachestvo)로 바뀌어 경제관리능력이 당장치 인적 구성의 주요기 

본요건의 하나로 공식화됐다 66) 이에 따른 지역당장치의 인력강화는 기존당관 

리의 실무재교육과 함께 상위지역당기구로부터 하위기구로의 관리이동， 경제전 

문분야에 종사중인 청년층 벚 기성전문가들의 ‘충원’ 또는 ‘호선’ 방식으로 추 

진되었다 67) 

61) Stroitel' stν0 ， 제 1 권， pp.77, 83; 54년 2원의 중앙위연션(갇은 책， pp.274, 282) , 
55년 1월의 중앙위연섣(갇은 책， pp.486, 471), 러시아공화국 꾸프스끄 오블라스트 
호무또프까 라이 꽁 관리 들과의 대 담 (Praνda， 1955.1.11, p.2) 참조. 

62) XX s" ezd, 제 1 권， p.108. 
63) 갇은 책 , p.109. 
64) SPR, 1 판， pp.41O-5. 
65) 같은 책 , pp.429• 30. 
66) 예 컨 대 Pravda, 1958.8.17, p.1 사설 . 이 는 53년 2원 26일 사션 (주 55) 과 이 컴 에 

서 아주 대조적이다. 

67) 비정치 전문분야 종사자플의 탕내 휴수에 !았어서 충원 (recruitment)과 호선 (coop. 

tation)의 차이 에 대 해 서 는 Frederick J. Fleron, Jr., “System Attribu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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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스딸린사후 초기에 흐루시초프 주도하에 진행된 지역당조직 중심의 

공산당개혁작업을 5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지방분권화， 당장치축소， 

당내 민주주의 강화는 주로 당기구의 제도적 운영이l 관한 것이고 경제관리의 

중요성 증대를 전제로 한 구체적 현장지도의 강조， 비정치실무인략의 당조직보 

강은 당업무의 수행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넓게 추진된 개혁작업은 상당한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대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장치축소로 56"-'7년의 일련의 중앙위시행령 

이후 공화국， 오블라스뜨， 끄라이당장치는 약 40%, 고르꼼과 *이꼼은 25%가 

넘게 줄어든 것￡로 나타났다 68) 아울러 설무능력향상 및 전문인력보강에 따라 

교육수준도 높아져， 예컨대 우그l라이나공화국의 경우 59년 후반 오브 당관리의 

민주주의 확대에서 

중앙위조치를 통해 지역당기구의 자율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4번째 원칙， 

구속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당내 

vysshee obrazovanie)을 이수했고 58년 중반 러시 아공화국 따따르 오블라스뜨의 

라이 꼼서 기 가운데 근 90%도 같은 교육수준을 지 녔 다 69) 

반면에 개혁작업자체의 기본적 한계는 지방분권화와 당내 

엿볼수 있다. 지방분권화는 일련의 

다소 커졌으나 당조직의 기본원리인 

즉 “하부기관에 대한 상부결정의 절대적 

준고등교육 ( nesovershennoe 는
 

또
 

고등교육 92%가 라이꼼서기의 -;1 2 그쿄 
-•:..-=., P , 그E 

P , 

쉽게 

성이 

적극적 개선이 촉쿠되 

민주주의간의 유기적 조화” 

추진되었다 70) 

있는것은 상충요소를 지니는개 

중요성 증대를 전제로 한 구체적 현 

요구는 당업무를 주도하는 당장치의 

민주주의 및 집단지도강화도 개인숭배척결과 연결되면서 

었으나 역시 “엄격한 중앙집권화와 광범위한 내부 

플 본질로 하는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틀속에서 

이같은 자체한계보다 더 문제의 소지가 될수 

혁작업의 동시추진이었다. 즉 경제관리의 

장업무의 강화와 전문실무능력의 부담증대 

Career Attributes: The Sovict Political Leadership System, 1952 to 1965," Carl 
Beck 등 연 ，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Y: David McKay, 
1973) , pp.47-8 참조. 

68) V. Churaev, “Developmcnt of lnner-Party Democracy in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orld Marxist Review, 2쉰 6호(1959년 6웬)， p.29; 
Pigalev, Mestnye partiiηye organy, p. 60. 

69) Pravda, 1959.10.26, p.2; 1958.6.5, p.2. 
70) G. Shitarev, “Demokraticheskii tscntralizm rukovodiashchaia dciatcl ’nost’ 

partiinykh organoγ，" Kommunist , No. 18 (1953년 12원)， p.52; “ Demokraticheskii 
tsentralizm-osnova upraγleniia sotsialisticheskaia khoziaistva," Koηlmuηist， 

No.4 (1 957년 3웰)，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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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의미한페 비해 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당장치의 대규모축소쪽으로 진행되었 

던 것이다. 또 직정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집단농장농민 중심의 적극적 

당가입을 촉구한 54년 2월 및 20차 당대회의 흐루시초프연설과 이플 확인한 20 

차 당대회결의로 당원수가 계속 늘면서 711 이들이 속하는 초급당조직 및 하부 

당조직 관리와 관련해 지역당장치의 엽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장치축소를 계속 추진하거나 적어도 현상유지를 고수할 경우 이같 

은 모순요소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혁작엽의 3벤째 방향이 하나의 

해소방안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개인숭배의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고 당내 민 

주주의와 집단지도의 강화를 위한 한 방펀으로 지역당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활 

동당원과 당원대중의 적극적 당무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당장치를 더 확장시키지 

않으면서 내용과 형식 모두 새롭게 규정된 당엽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것 

이었다.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일반 당원들이 정규당관리의 업무블 상당부분 

떠맡는 공산당내 공공원칙이 공식제도화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흐루시초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스딸린사후 초기의 당개 

꽉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카라스마적 스딸린의 죽음으로 인한 정 

통성의 공백을 메꾸고 통치수단으로서의 테러포기에 따라 사회적 동의창출방식 

을 개펀해야 한다는 기본과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근대화 및 참여증대로 

기본방향이 잡혔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충의 당충원확대와 함께 비당장 

치당원들을 당업무에 적극 끌어들임￡로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뿐 아니 

라 당장치-일반 당원간의 격리감 해소 및 공산당의 사회적 기반확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었다. 

Jn. 당내 공공원칙도입의 전개과정 

흐루시초표하에서 공산당내 공공원칙의 적용은 처음부터 그 개념이 마리 총 

체적으로 섣정되고 이에 맞추어 제도적 적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원칙 

71) 흐루시초프 연섣은 Stroitel' stvo, 제 1 권， pp.281-2 및 XX s"ezd, 제 1 권， p.110. 
관련 단대회 의결의내용은 XX s"ezd, 제 2 권， p.425. 전체 당원 규모는 53년에 3 
만여명이 줄였으나 54년과 55년에 각각 9만 2천명과 2만 6천면이 늪였고 그후 흐루 

시초프 정권동안 더 빠른 속도록 늪였다. 이에 따라 1953년 l원 1일 6， 897， 224쉰 

이 었던 전체 당원수는 65년 l원 l일 11 ， 758， 169연 으로 늪었S며 1953'""64년 동안의 

연 평 균 증가규모는 약 40만 8천 영 에 달했 다. “KPSS v tsifrakh," PZh, NO.19 (1967 
년 10원)， p.9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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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지니는 개별적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종합， 공식화시켜 당 

업무의 공공원칙으로 규정하고 이후 이 틀을 바탕a로 다양화되고 확산되는 방 

식으로 전개되었다. ‘공공원칙’이란 표현 자체는 흐루시초표시대에 와서 최초 

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일반 당원의 당장치업무 참여제도는 이전에도 간헐적으 

로 실시되었다. 

려l 닌의 ‘공산주의적 노동’ (kommunisticheskii trud) 과 직접민주주의 관념 및 

당 • 국가기구의 관료화방지 대안으로 20년대초 당의 ‘중앙통제위원회’ (Tsen-

tral’ naia Kontrol'naia Komissiia) 와 ‘노농감독국’ (Raboche-Krest’ ianskaia Ins-

pektsiia)을 통합한 당 • 국가통제 엽 무에 활동당원 및 비 당원의 참여 가 적 극 장 

려되었으며， 신경제정책 (NEP) 시기에도 다수의 우예즈드， 고로드， 구베르니야 

당위원회산하 조직부， 선전선동부 등에 III 정규협의회 (vneshtatnaia kollegiia) 가 

섣치돼 일반 당원이 당업무에 참여했다 72) 이와 함께 지역당위원회소속 당관리 

와 일반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postoiannaia komissia) 가 조직돼 당장 

치보조역할을 했었다 73) 

20년대 후반에도 접점 비대해져가는 당장치의 간소 • 합리화블 위해 NEP시기 

에 늘어난 각종 위원회를 없애는 동시에 비정규훈령관제도의 도입 등 활동당원 

을 당장치업무로 끌어들이려는 노댁이 있었다 74) 그러나 20년대말의 1차 5개년 

계획과 강제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 농촌라이온의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당장치감소추세는 역전되었다 75) 

30년대 에 는 일 반활동당원의 당장치 훈령 • 감사업 무(instruktorskie obsledovanie) 

참여 , 지 역 당위 원 회 의 자원 보조직 (dobrovol'nyi pomoshchnik) 등의 비 전 입 당무 

제도가 한때 실시됐고 또 36년에는 중앙위결에에 의해 지역당위원회의 비정규 

훈령관직 섣치가 의무화되기도 했무나 당조직의 관료화가 심화되는 추세속에서 

일반 당원들에 대한 불신， 차별로 얼마안가 규정자체가 무시되고 일반당원의 

정규당장치참여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76) 

72) V. I. Zhelezin, “Obshchestγe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na sovremennom 
etape," VI KPSS, No.6 (1965 1건 6월 )， p.12. 

73) 같은 글， p.12. 
74) Zolotarev & Kotel'nikov, 앞의 책 , 제 2 권 , p.87; E. I. Bugaeγ & B.M. Leibzon, 

Besedy ob ustaνe KPSS (Moskva: Gosudarstvennoe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1962) , p.158; Conyngham, 암의 책 , pp.19-20, 34. 

75) Conyngham, 같은 책 , p.34. 
76) V. Mashentsev, KPSS v bor’ be za povyshenie aktivnosti trudiashchikhsia v 

period Stroite l' stvo kommunizma (Dushanbe: Ifron , 1967) , p. 5; V.G. Pchc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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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때 흐루시초투하의 당내공공원착도입은 전혀 새로운 시도로는 간주 

될 수 없으나 그 적용규모와 정도에서， 그리고 흐루시초표에 의해 새롭게 규정 

된 당의 전반적 위상 및 역할과 관련시킬때 그전의 바슷한 조치와 질적으로 다 

른 측면을 지녔다. 

A)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 : 비정규훈령관 

앞에서 살핀대로 지역당장치축소 및 구체적 현장업무의 중요성과 함께 초급 

당조직， 생산현장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훈령관의 역할이 강조되던 50년대 중반 

지 역 당조직 에 서 이 미 비 정 규훈령 관 (vneshtatnyi instruktor) 제 도의 도입 운제 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스따브로뽑 끄라이 내의 한 고르꼼의 정규훈령관은 56년말 

줌앙위딸간 『당생환dI (Partiinaia zhizη’)지에 보낸 독자펀지에서 과가 한때 이 

직제가 존재했음을 둡고 이의 부활에 대해 조심스템게 문의해 왔다 77) 그러나 

『당생활』 펀집진은 이전에 일부 지역당위원회에 섣치됐던 비정규훈령관은 오히 

려 활동당원의 규모플 축소시겼으며 경험， 지식이 일천한 당원이 비전임훈령관 

으로서 당장치의 수행기능을 맡아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부활문제 

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당생활』 펀접진은 당위원회위원을 비롯한 

환동당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일반흔적 조언에 그쳤다 78) 이후 바정규훈령 

관제도의 도입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 58년 9월 30일의 당중앙위 시행령 

으로 공식 도입되었다 79) 

앞장의 지방분권화 부분에서 본것처럼 중앙위의 이 시행령은 기본주제가 지 

역당기구의 권한확대에 관한 것으로， 오브꼼， 끄라이꼼， 공화국중앙위에 “공산 

당원을 적극적인 당업무에 광법위하게 끌어들이고 젊은 당일꾼요원을 더 잘 양 

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위원회에 비정규훈령관직 설치권리를 부여한다”는 것 

“ Ukreplenie razγitie sγiazci partii s massami (1 953~1962gg.) ，" VI KPSS, 
NO.3 (1963년 3원)， p.4 

77) “ Privlechenie aktiva k rabote raikoma i gorkoma," PZh, NO.21 (1956년 11월)， 

p.70. 
78) 같은 글， pp.70-71. 
79) 중앙위 시행령이 있기 수개월전 리뚜아니아공화국의 한 라이꼼에서 정규훈령관의 

부족을 매꾸기 위해 라이꼼단관리로 인한적이 있는 당원 2영플 u] 정규훈령관에 인 

덩한 것으로 나다났다. Sovetskaia Litva, 1958.4.4, p.2, CDSP, X권 20호(1958) ， 

p.25. 이릎 불 띠} 당시 지역당조직 자체 치원에서 미정규훈령관 제도가 일시적 ξ 
로 도엽된 경우가 일부 있었을 것우로 추정되며， 58녔 9월의 시행령은 이블 공식적 

오로 확산시키치 위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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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내용의 전부였다.뻐) 따라서 비정규훈령관 시행령은 결과적￡로 당내 공 

공원칙의 공식적 시발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원칙’이라는 표현 

은 정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며 규정자체도 여러 측면에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시행령이 해당지역 당위원회에 대한 권리부여사항으로 돼있어 구속력이 

강한 지시성격을 띠지 않았을 뿐더러 비정규훈령관직제가 도입될 지역당위원회 

의 수준， 비정규훈령관의 규모， 업무방식， 지위 등도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당조직의 비정규훈령관직 설치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았 

을뿐 아니라 초기도엽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다. 예컨대 원칙적￡로 공 

화국위원회로부터 초급당조직의 당위원회까지 비정규훈령관직이 설치펼 수 있 

다고 해석되었으나81) 실제 이행과정에서 공화국당위원회는 전혀 거폰되지 않았 

고 요브꼼， 끄라이끔도 간휴 언급랬을뿐 주로 고르꼼， 라이꼼 수준을 중심으로 

구체적 시행논의가 전개되었다. 뒤에서 더 자세펴 살펴보겠지만 이는 일반활동 

당원들의 당장치업무담당에 대한 기존당장치성원들의 반말과 불신， 또는 재도 

신설에 따른 추가업무의 부담회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화국위원 

회， 오브꼼， 끄라이꼼의 상위지역당조직에서 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훈령관의 규모와 관련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논란 끝에 

각 당위원회가 자체의 상황평가에 입각， 적정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되 

었다 82) 업무위임방식도 비정규훈령관들을 지역당위원회의 부서에 배치시켜 개 

인별로 초급당조직들을 분담시키는 방법， 당위원회의 개별지시업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을 놓고 혼란이 있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가 비정규훈령관의 독자 

성， 창의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전자의 방식이 우세해졌다 83)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던 비정규훈령관의 지위문제는 정규훈령관에 종속되는 

보조적 역할과 정규훈령관과 같은 권한을 갖는 수평적 지위 사이에 갈등이 있 

80) SPR, 2판(1959) ， p.555. 
81) “o vneshtatnyl‘ h instruktoral‘ h partiinykh komitetov," PZh, No.l (1959년 1원)， 

p.18. 
82) 1. Bodiul & G. Fedostsev, “ V neshtatnye instruktory za rabotoi," PZh, NO.8 

(1 959년 4원)， p.38; M. Efremoγ， ‘“‘ Us인i1it' vn떠1너iman띠1너ie k rabo따te γvneshtatnyk‘h 1 

ins얀tru바1냐kt‘야to야roγ par야t디iinyk‘，h k‘om미it뼈eto아pγ.，" PZh, NO.14 (19601건 7원 )， p.8. 
83) “ Vneshtatnye instruktory," PZh , NO.19 (1960 '건 10원)， pp.50-53; “ Sodeistvovat’ 

razvitie obshchestvennykh nachal v partiinoi rabote," PZh,No.5 (1962년 3원)，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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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자율성보장을 위해 정규훈령관과 동등한 지위가 부여댔다 84) III 정규훈 

령관들의 인적 구성도 처음에는 당， 소비에투 근무경력이 많은 고참당원이나 

지도급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경제， 문화발전의 구체적 지도 및 청년당 

원육성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해 경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당원의 

흡수가 강조되 었다 85) 

B) 21차 당대회와 당내 공공원칙 

공산당내 공공원칙확산의 첫번째 주요계기는 공산주의사회의 전연구축선언과 

함께 7개년 경제계획을 채택한 59년 1"'2월의 21차 특별당대회었다. I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대회」과고 명영된 이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표는 그때까지의 체제말 

전으로 소련에서 ‘사휘주의의 완전， 최종승리’ (polnaia i okonchatel’naia pobeda 

sotsializma) 가 이뤄져 이제 ‘공산주의사펴의 전면겼설단계’ (period razvernutogo 

stroitel’ stva kommunisticheskogo obshchestva) 에 들어 섰다고 선포했다 86) 

새단겨1 의 기본과제릎 공산주의의 물질 • 기술적 기반 쿠축， 소련의 경재， 국 

방녁강화， 인민대줌의 물질， 정신적 욕구충족 및 1인당 국민총생산의 최고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추윌로 규정한 흐루시초프는 이의 기초작업으로 1959"'65년간 

공업 및 농업총생산의 각각 80%와 70% 증대라는 야심적 7개년 계획을 내놓았 

다 87) 이와 함께 정치분야의 과제로는 소비에트민주주의 및 인민대중의 적극 

성， 장의성 계말， 사회공공조작의 국사결정기능확대， 당과 국가의 조직 • 교육 

역할강화 등이 제시됐으며， 최고형태의 사회조직으로 모든 공공조직을 지도하 

는 공산당의 역할증대가 강조되었다 88) 

이같은 전제하에 7개년 계획완수를 위한 인민대중의 적극적 동원이 촉구되었 

으며 이는 모든 시민의 경제 • 문화건설참여라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말전뿐 아 

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공산주의 의식계발 및 공산주의 노동형태의 촉진과 연 

84) Bodiul & Fedoscev, 앞의 글， p.39; Efremov, 앞의 글， p.13. 
85) M. Zavatskii, “Vneshtatnyi instruktor partiinogo komiteta," Kommunist Belo

russii, No. 1 (1960년 l웰)， p.62; P. Pigalev, “Sovershenstvovat’ rabotu mestnykh 
partiinykh organov," PZh, No.24 (1961년 12월)， p.3. 

86) 흐루시 초프의 7개 년 계 펙 보고연 섣 . Materialy vneocherednogo XXI s" ezda KPSS 
(야 하 Materialy XXI s" ezda) (Moskγa: Gos. izd. pol. lit. , 1959) , pp.98, 11. 

87) 7개 년 계 획 보고연 설 (Materialy XXI s" ezda, p. 12) 과 7개 년 계 펙 목표지 수 (Materialy 
XXI s" ezda, pp. 185, 203)_ 

88) 흐루시초프의 당대회 보고연설(같은 책， pp. 12, 107) 및 당대회 결의운(같은 책， 
pp.14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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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되었다 801 대중동원과 관련해 후루시초폭는 7개년 계획의 성취여부가 생산 

및 업우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지역당 

기 관과 하급당조직 의 동원 • 조직 역 할을 더 욱 중요하게 부각시 컸다 901 아울러 

당대회 결의문은 당의 대중좁원， 조직엽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 

의 일관된 척용」이 더욱 중요성을 지난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실무 

지식을 갖춘 청년당요원들의 지속적인 당직진출이 강력히 촉구됐다 911 

이같이 공산주의사회 전연건설이라는 21차 당대회의 새과제와 관련， 7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대규모 대중동원의 살천적 필요성과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 

행에 수반되는 이론적 측면이 결합되면서 이후 공공원칙개념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3로 부상했다. 특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의적 활동의 증대와 공공조직 및 근로대중의 국가행정참 

여확대가 강조된 것은 당조직에 있어서 지속적인 당내 민주주의 강화 및 일반 

당원의 적극적 당무참여블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92) 21차 당대회 。l 후 지역당 

기구 공공원칙확산의 자극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59년 6월의 중앙위결정으로 초급당조직에 당동제위원회가 

결성되고 일반당원과 후보당원이 대거 이에 참여했다 93) 당통제위원회는 생산 

기엽의 국가계획완수， 기술발전， 적시제품이송 등에 대한 당의 감독기능강화가 

공식설치목적으로 제시됐으나 동시에 믿으로 부터의 공공감독( obshchestvennyi 

kontrol’) 실천이란 측면과 함께 초급당조직차원에서의 그앙맨위한 공공원칙확산 

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941 

지역당조직에서의 공공원칙은 비정규훈령관도입이 계속 추진되는 가운데 당 

위 원 회 산하에 각종 ul 정 규 상섣 위 원 회 (postoiannaia komissiia) 와 혐 의 회 (sovet) 

89) 흐루시 초프의 당대 회 보고연 설 (같은 책 , pp. 103, 108, 93, 104) 과 딩 대 회 결 의 문 
(같은 책， p.162). 

90) 같은 책 , pp.103-4. 
91) 같은 책 , pp.163, 105-106. 
92) Pravda, 1959.7. 13, p.2. 
93) 당통제위원회의 살치， 엽무내응에 관한 중앙위 결정은 SPR, 3판(196 1)， pp.555• 

561. 
94) Pravda, 1959.8.3, p. 1 사섣 1959.9.23, p.2; “ Proverka ispolneniia --vazhnei

shaia chast’ organizatsionnoi raboty," PZh, NO. 1O(1 961년 5윈)， pp.3-8. 단통제 
위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1 61 년 만에 。1 ;0 바 소련 진역에 걸쳐 10만여개가 조직되 

고 60만여명의 일반 당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Partiinyi kontrol ’ na 
proizγodstve，" PZh. NO.6 (1 964년 3월).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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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되면서 확산국면에 들어갔다. 상설위와 협의회는 비정규훈령관의 경우 

처럼 중앙위 시행령에 의해 공식도입되지 않고 지역당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펠 

요시 션치하도록 관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58년부터 당위원회 위원들의 당무참여도를 높이고 당엽무 활 

성화플 위한 한 방펀으로 당조직， 이념， 경제부문 등 당업무분야별로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위가 일부 지역당조직에 설치되었고95) ’ 21차 당대회 이후 

도엽 사례 가 늘면서 비 정 규훈령 관과 마찬가지 로 주로 고료꼼， 라이꼼을 중심 무 

로 당위원회 위원 외에 전문직종의 활동당원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96) 

비정규상설위 역시 도입과정에서 당장치의 권능침해를 이유로 상당한 거부반 

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상충부는 「대중공포증J (massoboiazn’)에 대한 레 

닌의 신랄한 비판을 들면서 대중과의 결속이 더 든튼해 질수록 당도 더 강화된 

다고 반박했다 97) 도입초기에 상설위는 당조직엽무， 이념교육， 선진생산 • 경험 

확산 담당으록 나눠졌으나 이후 경제분야가 세분화되고 문화업무가 추가되면서 

공업위， 교동위， 건축위， 통상위， 교육 • 훈련위， 여성위 등 다양한 법위에 걸 

쳐 확산되었다. 

협의회는 인적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상설위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딱었으며 

모스끄바， 레닌그라드 등 상당수의 지역당위원회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설위 

대신 협의회블 설치했다 98) 경제부문에서는 기술협의회， 경제협의회， 기술 • 경 

제협의회， 기숲발전보조협의회가 가장 만번히 도입되었다. 

각종 상설위 도입과정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득별상설위의 일종 o 록 지역당위 

원회 산하에 설치된 입당지원 및 당원징계운제에 관한 비정규예비심사위 (vnesh-

tatnaia komissiia po predvaritel’nomu rassmotreniiu voprosov priema v partiiu 

95) 예 컨 대 F_ Surganoγ， “Postoiannye komissii raikoma," Kommunist Belorussii, 
NO.5 (1959'건 5월 ), pp.48-50‘ 

96) T. Saval’ eγ， “Opiraiias’ na aktiv," Kommunist Moldavìi, No.9 (1960'건 9월)， 

pp.51-53; N. Vodop’ ianeγ， “ Postoiannaia komissiia gorkoma partii," Kommunist 
Moldavii, No.9 (1960'건 9월)， pp.54-56; V. Alexin & N. Danilin, “Komissiia 
po organizatsionno-partiinoi rabote," PZh, No.5 (1962년 3월)， pp.34-37. 

97) P. Demicheτ， “Razγivat’ obshchestve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PZh, 
Nos.15-16 (1961'건 8원)， p.106. 

98) P. Pigaleγ， “Obshchestγennye nachala v rabote partiinykh organoγ，" Kommunist , 
No.7 (1962년 5월)， p_ 64; 1. Vivdychenko, “Delo zhiγoe， tγorcheskoe，" Obshches
tv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1:; opyta raboty partiinykh organizatsii 
ukrainy) (Kiev: Gos. izd. pol. lit. USSR, 1962)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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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ersonal’nykh del kommunistov) 이 다. 례 닌의 주도하에 23년에 통합되 었던 중 

앙통제위-노동감독국이 34년 스r달련에 의해 당통제위원회와 소비에트통제위원 

회로 다시 분리된 이후， 공화국， 오블라스도， 끄라이수준에서는 당통제위원회의 

지역기구가 존재했￡나 하위지역당조직에는 정규정계기관없이 당위원회의 국이 

징계엽무와 업당심사를 함께 관리해 왔다. 흐루시초표시대에 들어서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됐으나 당내 공공원칙 확산과정에서 하위지역당조직에 당원징계와 

입당지원을 예비검토하는 비정규상설기구가 설치된 것이다. 

당중앙위는 60년 12월의 시행령을 통해 모스끄바 고르꼼과 모스끄바， 례닌그 

라드 오브꼼에 대해 산하 고르꼼， 라이꼼에 당위원회위원 및 활동당원ξ로 구성 

된 15명 이내의 비정규예비심사위의 설치권리를 부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예비 

심사위의 신설이 공식화됐다 99) 시행령에서 나타나듯 비록 예비검로에 한정됐 

으나 지역당위원회 최고칩행기관의 득권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예비심사 

위의 도입은 일단 당조직이 광대한 일부 지역을 대상a로 시험적 운용을 시도한 

훈 그 확산여부플 결정짓기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모스그L바， 레닌그라드지역에서 1l]정규예비심사위가 설치되는 가운데 다른 지 

역당에서도 이플 모델로 완만한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냐 61년 말까지 모스 

끄바， "，1]닌그라드 이외의 지역당에서는 예비심사위업무가 징계검로에 한정됐으 

며 100) 62년 1월의 추가중앙위시행령에 의해 동위원회설치를 전국a로 확산시키 

기로 결정띈 이후 두가지 업무플 동시에 담당하는 예비심사위가 급속히 늘어났 

다 101) 

C) 22차 당대회와 당내 공공원칙 

21차 당대회를 계기로 여러 형태의 1l]정규직제가 지역당조직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당업무의 공공원칙적용이 당조직 논의의 정식주요이슈로 제기됐다. [j당 

생활』지는 60년 7월 언론기관내의 공공원칙확대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공원칙’ 

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킨 뒤 61년 중반부터 당내 공공원칙문제블 적극적으로 논 

99) SPR, 4판(1963) ， pp.470-71. 
100) 예 컨대 E. Silinek, “Obshchestvennye nachala γ rabote raikoma," Kommunist 

Estonii, NO.8 (1961 1건 8월 )， p. 111; V. Kharitonin, “ Na obshchestγennykh 

nachalakh," Koηtmunist Belorussii, NO.9 (1 961년 9월 ), pp. 59-62; P. Batsula, 
“Noγyi aktiγ raikoma," Partiiηaia ‘Zhizη’ Kazakhstaηa (이 하 PZh Kazakhs. 
tana) , No.2(1962년 2월 ), p.47. 

101) 62녔 1월의 중앙위시행령은 SPR， 4판， 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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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으며 102) Il'쁘라브다』도 61년에 들어서 「공공원칙에 입각한 행동당원의 당무 

참여」를 사섣의 주요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103) 

이후 당내 공공원칙은 지역당업무의 핵심이슈의 하나로 부각됐으며， 공산당 

의 노동계급 전위대로부터의 ‘전인민당’ (vsenarodnaia partiia) 화 및 사회주의국 

가형 태의 프를례 타리 아트독재로부터의 ‘전인민국가’ (vsenarodnoe gosudarstvo) 

화플 선언한 61년 10월의 22차 당대회를 계기로 결정적인 확산과정에 들어갔다. 

1903년 및 1919년의 강령에 이어 공산주의사회 건설계획으로 제시된 제 3 차 신 

당강령은 “당이 그 내부생활에 있어서 공산주의자치의 가장 선진형태를 개발하 

는 모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집단지도원칙， 당내 민주주의 맞 신진 

청년세력의 당직영업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유급당장치의 지속적 

축소와 자발적 활동에 엽 각한 일반당원의 비 정 규 자격 하의 당무참여 확대 를 제 

시했다 104) 

당내 공공원칙은 새로운 당정관에서 더 구체화되어， 제 42조에서 일반당원의 

비정규자격 당무참여에 관한 당강령의 원칙이 공화국으로부터 라이온에 이르는 

모든 지역당조직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재확인되고 하위지역당조직 관련부분의 

52조는 “아끄룩， 시 (고로드) , 라이온의 당위원회는 비정규훈령관을 두며 제반 

당업무와 관련된 상설 및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원칙에 입각해 당위원회 

엽무에 공산당원을 끌어들일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105) 

또 흐루시초프는 당대회의 중앙위보고 및 신당강령보고연설에서 국가， 사회 

공공조직의 정규장치축소， 대중참여증대 및 공공통제의 강화와 관련해 공공원 

칙의 확산을 촉구하고106) ， 당내 공공원칙도입에 대해서는 당이 내부조직에 있 

어서 공산주의자치발전을 위한 타조직의 모뱀이 돼야 한다는 당강령의 전제플 

반복한 뒤 “당기관에 공공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위원회 (komissiia) , 부서， 훈 

령관， 라이꼼 및 고르꼼서기들이 훨씬 더 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당강령 

및 정관의 관계규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107) 당시 지도충내 제 2 인자로 부 

102) “o dal'neishem razvitii obshchestvennykh nachalakh γ sovetskom pcchati 
radio," PZh, NO.14 (1960 ';:l 7월)， pp.31-32; G. Shitarev, “ o novykh formal‘h 
partiinoì raboty," PZh, No. 11 (196 1'건 6월)， pp.9-16. 

103) Praνda， 1961.1.5, p.l 사설 1961. 10.5, p. 1 사섣 . 
104) Materialy XXII s"ezda KPSS (이 하 Materialy XXII s" ezda) (Moskγa: Gos. 

izd. pol. lit. , 1961), pp.424, 426. 
105) Materialy XXII s" ezda, pp.441 , 443. 
106) 갇은 책 , pp.187, 107, 116. 
107) 같은 책 , p.l02. 



t82 

각되던 꼬즐로포도 신 당정관보고연설에서 여러 공공원칙직제의 도입현황을 구 

체적으로 언급한 뒤 흐루시초프의 이같은 확산지시를 전달했다 108) 

이처럽 최고동치자들로부터의 방향제시와 함께 공산당원들에게는 기본볍규와 

마찬가지 의미를 지니는 당강령과 정관에 공공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자 전 

국의 지역당조직에 여러 형태의 공공원칙직제가 크게 확산랬다. 이마 전국적인 

대중논의릎 위해 신당강령 및 정관초안이 발표됐던 61년 여릅부터 초안내용과 

관련해 공공원착 도입논의가 지역당조직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랬고 22차 단대회 

이후 이블 주제로 한 지역당위원회 총회가 계속 열렸다 109) 

이 과정에서 비정규훈령관， 상설위， 협의회 등 기존직제의 팽창과 함께 ul 정 

규부서 (vneshtatnyi otdel) 가 또 다른 형태의 공공원칙직제로 부상했다. 이전에 

도 비정규부서는 비정규훈령관의 도입 이후 기존당장치부서의 엽무부담이 과중 

하거나 특정분야의 담당부가 없을 경우 해당 당위원회의 독자적 판단하에 가꽁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110) 흐루시초표에 의해 22차 당대회에서 공공원칙적 

용의 한 형태로 언급판 후 빠른 팽창을 보였다. 

비정규부서 역시 주로 고르꼼， 라이꼼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정 

규부서와 병행해서 설치되기도 했으나 도입이 정착되면서 주로 정규부서가 없는 

분야에서 조직돼 거의 정규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비정규부서는 대체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활동당원들로 구성됐으며 상설위와 함께 공업， 교통， 건 

축， 농업， 교육， 행정， 문화 등 지역당업무의 여러 분야에 걸쳐 가장 폭넓게 

확산됐다 111) 

108) 같은 책 , p.288. 
109) 예컨대 고르끔， 라이꼼의 공공원칙관련회의의 예로는 Iu. Repin, “Vernye pomo' 

shchniki," Partiinaia rabota na obshchestvennykh nachalakh (Iz opyta partiinykh 
organizatsii) (Saransk: Mordovskoe knizhnoe izdatel’ stvo, 1962), p.36; F. 
Stamikov, “Obshchestvennye nachala-vo vse zven’ ia gorodskoi partiinoi 
organizatsii," Obshchestvennye nachala v partiinykh rabotakh, p.29; N. Gonchar, 
“ Nadezhnye pomoshchniki raikoma partii," Obshchestvennye nachala v partiinykh 
rabotakh, p. 53. 오브꼼의 공공원칙 도입조치의 얻례로는 E. Nalivaiko, “Obshches
tv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Obshchestvennye nachala-v zhizn’, pp. 
70-71. 

110) 예 컨대 Gonchar, 양의 글， pp.59-60; Pravda, 1961. 7. 20, p.2; “Obshchestγ'e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PZh Kazakhstaηa， No.6 (June 1962) , p.44; I. 
Salikhoτ， “ Vneshtatnaia otdel shkol gorkoma," PZh , NO.8 (1963 1건 4월 )， pp. 
65-67. 

111) Vivdychenko, 앞의 글， pp. 13-15; Pravda, 1962. 1. 9, p.1 샤섣 G. Shitareγ， 
“Novym partiinym organam-novyi sti!' raboty," Kommunist , No.7 (1963년 5 
원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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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와 함께 지역당조직의 최고집단지도기구인 당위원회의 비전임서기직도 부 

분적으로 섣치되기 시작했으며， 22차 당대회 이전부터 도입관 이념 • 정치교육 

담당의 비정규연사가 계속 증가하고 이념위원회의 설치도 늘어났다. 또 지역당 

위원회산하 당조직무와 션전선동부하에 각각 ul 정규기구로 당조직실과 정치교 

육실의 섣치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62년 11웰의 중앙위총회결정에 의한 당 • 국가통제위원회 섣치에 따 

라 공공원칙이 더욱 전폭적으로 확산됐으며 112) 이전의 라이온행정단위 통폐합 

및 62년 11월 당구조 이원화개혁 이후의 대규모 라이온폐지에 따른 해당라이온 

중심지의 초급당조직서기협의회 결성 등， 흐루시초프통치 말기에는 그 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일반당원의 정규당무참여가 크게 팽창하면서 당내 공공원착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초급당조직의 당통제위원회와 혼합기구인 당 • 국가통재위원회블 제외한 지역 

당조직의 공공원칙 규모확산과정을 보면 가장 일찍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비정 

규훈령관이 21차 당대회플 거치면서 60 \1 중반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1만 7천명， 

그러고 나머지 14개 공화국은 61년 중반에 l만 5전영을 넘고 있었다 113) 이후 

공공원칙직제가 다양화 되연서 22차 당대펴 개최무렴에는 전국에 결쳐 4만 8천 

명의 비정규훈령관， 10만 5천명의 비정규연사， 그리고 각종 상설위 및 협의회 

의 7만 7천명을 포함해 약 23만명이 지역당조직 정규업무에 참여， 이마 당장치 

전체규모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114) 

112) 당 • 국가통제위원회 및 보조그룹 • 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당중앙위와 연방각료 
회 의 의 공동시 행 령 은 SPR , 5판 (1964) ， pp.303-309. 1964년에 이 프러 연 방수준에 

서부터 시， 라이온 단위에 이르기까지 당 • 국가통제위원회 조직하에 l만 9천여개 
의 부서， 위원회가 결성돼 상당수의 u1 딩-원플 포함한 16만 4천여명이 활동했으며， 
초급당조직 수준에 26만개의 보조그룹과 50만개의 보조직이 설치돼 약 4액 30만명 

(이 가운데 약 절반은 u1 당원)이 참여한 것!!...로 나타났다. Pravda , 1964.7.31, 
p.3; S. Pavlov, “ Narodnyi kontrol’ " KoηfmunÎst， No.13 (1964'견 9월)， p.123. 

113) Efrerooγ， 앞의 글， p.8; Shitarev, “o noγykh forroakh partiinoi raboty," p. 13. 
러시아공화국의 l만 7천영 가운데 농촌라이꼼에 9천여명， 고르꼼과 고프라이꽁에 

6천 5백 여 영 이 분포해 거 의 하위 지 역 당 조직 에 치 중되 었 다. (Efrerooγ， 같은 달， 

p.8). 
114) Pravda , 1962. 1. 9, p.l 사션 . 비 정 규 예 u1 섬 사위 를 포함한 상설 위 는 56개 의 공회 

국 단위윈희 맞 오브꽁， 2, 7027~ 의 고F 꼼’， 라이판에 섣치됐!!...며 협의폐는 29개의 

강폐국 외원펴 맞 오브꽁， 1, 0437~ 의 고프판， 라이꽁에 조직되었다 비교적 늦게 
착산펴기 시작한 미정규 부서플 둔 지역던 조직은 2847~ 의 고프꼼， 마。l 꽁에 달했 
다. Pigalev, “Sovershenstτovat’ raboty roestnykh partiinykh organOγ " pp. 
12-13. 



184 

22차 당대회를 전후한 확산결과 62년 1월 당시 전국적으로 8만 3천여명의 비 

정규훈령관， 13만 8천명의 비정규연사， 8천 9백여개의 상설위 및 협의회와 4천 

l백개의 비정규부서에 소속된 10만 6천명 등 지역당조직의 공공원칙규모는 약 

33만명 에 육박했 다 115) 

이후 당내 공공원칙은 더욱 빨리 증가해 우끄라이나공화국의 경우 62년 중반 

에 비정규훈령관은 62년 1월의 약 l만명에서 2만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고 

상섣위와 협의회는 1천 6백 11개에서 2천 3펙개의 3만 5천명， 그리고 바정규부 

서는 1백 57개로부터 1천 2백여개로 급증했다 116) 62년 1월 이후에는 당내 공 

공원척의 전국 집계가 나와 있지 않으나 우끄라이나공화국의 증가율이 전국의 

일반 추세플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62년 종반에 이르면 지역당조직의 공공원 

칙규모는 62년 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약 70만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62년 중반의 공공원칙규모를 유급전임당관리로 구성된 당장치와 비교해 보 

면 61년 지역당조직의 당장치는 약 15만 3천명으로 추산돼 117) 공공원칙에 의한 

비정규 당무참여자가 당장치 구성원의 근 5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당 

위원회 정규부서의 비정규분과， 당조직실， 정치교육설 등 다른 공공원칙직제를 

더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적어도 양척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당조직의 

비정규부문이 정규당장치를 크게 압도했다. 

N. 당내 공공원칙직제의 구성과 기능 

지금까지 흐루시초프의 공산당개혁조치의 하나로 실시펀 지역당조직의 공공 

원칙도입，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공원칙직제를 지역당조 

직의 종적 위계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원칙실시의 주대상인 시， 라이온당조직의 수직구조는 공식적인 최고집단 

115) Shitareγ， “Demokraticheskii tsentralizm," p.30의 집 계 표 참조. 이 표는 당내 

공공원칙과 관련해 흐루시초포 시기에 공화별 수치플 명시한 유임한 전국 집계인 
것S로 보인다. 

116) 62년 l웰 수치 는 Shitareγ， 강은 글， p.30. 그려 고 62년 후반기 의 수치 는 Viγdy
chenko, 앞의 글， pp.11 , 5, 13. 

117) 이 수치 는 G. Fischer, “The Number of Soviet Party Executives," Sovîet Studîes, 
XVI쉰 3호(1965년 l원)， pp.330-333에 근거한 것。l 다. 그는 1961년 당잔치 전체 

규모릎 약 18만명으로 추계하고 이 가운데 중앙탕과 초급당 조직을 제외한 지역당 

조직은 8596릎 차지했을 것ξ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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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기구로서의 당위원회 아래에 서기들을 포함，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국 (biuro) 

이 있고， 국산하에 업무분야별 부 (otdel) 가 설치되며 각 부서 아래에 초급당조 

직 직접관리를 담당하는 훈령곡l-(instruktor) 이 소속돼 있다. 따라서 하위지역당 

기구의 행정조직을 단순화 시키면 국(서기 포함)-부-훈령관의 종적 위계구조 

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이 당장치의 랙심을 이푼다. 

주요 공공원칙직제를 이 위계구조에 상응시켈 경우 비전엄사기는 국， 상섣 

위， 협의회， 비정규부서는 부， 그리고 비정규훈령관， 비정규연사， 분과 (sektor 

또는 sektsiia) , 설 (kabinet)은 훈령관 수준의 조직구조에 해당펀다고 볼 수 있 

다. 초급당조직서기협의펴는 지역당위원회의 자체산하기구로 간주하는데 문제 

가 있으나 고르꼼 또는 62년 11월 이후의 지역생산관리국( terri torial’noe proiz

vodstvennoe upravlenie)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있었으므로 편의상 훈령관 수준 

에 위치시킬 수 있다. 

이상의 정규 • 비정규직제구조는 고르꼼， 라이꼼 수준에서 단순화시켜 다음과 

같이 도형화 할 수 있으며 이같은 분류를 전제로 각 공공원칙직제의 구성과 기 

능을 검토하기로 한다. 

A) 비전임서기 

지역당위원회의 비전엄서기직은 해당 당조직의 최상위집행부에 속하는 정규 

직에 비당장치당원을 영입하는 것으로， 따라서 기존당장치로부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2차 당대회 이전까지 여러 

형태의 공공원칙직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비전임서기직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고르꼼， 라이꼼의 정규 • 비정규직제구조 

l 당 위 원 회 ( 

|묵]꽉)1낙 u] 천 역 서 7] 

1=츠--=1 니l 정샘←설윈 [ 형 의 

l 갚 굉 -콰1--， 마청큐훈령과 --퍼초켜사부섣 
| 비정규연사 갱치교육섣 1 

1=;: 정규직제 

:: 11] 정규직제 

1 초급당조직 
r 서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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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연설에서 흐루시초프가 당내 공향원칙 대상의 하나로 비전임서기직을 거 

흔한 뒤 비로소 일부 지역당조직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ul 전엽서기직은 공공원칙직제 가운데 가장 드붙게 섣치됐으며， 소련 

문헨에서 언급되고 있는 몇 안되는 적용사례플 보띤 62년 후반 우끄라이나공화 

국의 요데싸， 루간， 헤르손， 체르니고프 오블라스뜨 등을 중심으로 라이굉과 고 

르꼼에 62명의 비전임서기가 있었고 63년말 까자흐공화국의 헨리노그라드 고르 

판에서 2명의 비전임서기플 두고 있었다뻐 

비전임서기직에는 공장감독， 농엽기사 등 거의 경제， 생산현장의 전문가들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생산관려엽무릎 맏아， 당 

조직， 이데올로기 등 지역당조직의 일차적 주요부문을 담당하는 기존의 정규서 

기직에 비해 일종의 추가적， 주변적 성격을 떠었다. 

그러나 당장치운영과 관련해 서기업무의 수행능력뿐 아니라 전임서기， 부서 

장을 ul 훗한 기존당장치관리들과의 관계설정 등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가 

운데， 당시 비전임서기직의 도엽은 일단 시헝척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련다. 

이에 따라 미전엠서기직 운용에 대한 더 신중한 연구와 싶천양태의 철저한 검 

증이 촉구되 었다 119) 

B) 비정규상설위， 협의회， 비정규부서 

지역당위원회산하의 각종 비정규상설위， 협의펴， 부서는 당조직의 구체적 경 

제관리 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당장치에 속하지 않는 당위원회위원 및 전문 

분야의 활동당원들을 당업무에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당무강화 및 집단지도， 당 

내 민주주의의 증대라는 이중효과륜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120) 

이 세 형태의 공공원칙기구는 모두 지역당위원회의 부서급에 위치하면서 지 

위， 기능， 업무내용 등에서 서로 비슷한 측면도 많았으나 동시에 상당한 차이 

점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상섣위와 협의회는 비정규부서와 달리 정규당장치의 

직접연장기구로서의 성격이 약했고 따라서 업무내용도 비정규부서에 111 혜 행정 

118) Vivdychenko, 앞의 글， p.16; Nalivail‘0 , 앞의 금 p.60. 
119) Vivdychenko, 갇은 긍， p.16. 
120) “Sodeistγovat’ razγitii obshchcstvcnnykh nachal v partiinoi rabotc," p.73. 특 

-2] 이플 비정규기관은 지역탕위윈꾀 휘웬의 대거진출이 두드려져 우끄라이나공화 
국 지역당에 션치펀 1천 5맥여개의 상성위와 약 8펙개의 협의펙 구상원 3만 5천병 
가운데 지역당의원핵 위원이 거의 잘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다났다. Vivdychenko, 
앞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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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측면이 훨씬 적었다 121) 

한펀 상설위와 협의회는 당위원회업무의 보조역할을 담당한다는 데서 기본적 

유사성을 지니나 기능과 인적 구성면에서 약간 다른 점을 보였다. 즉 상섣위는 

당장치의 비정규부분으로 당조직， 경제， 운화의 여러 분야에 설치돼 각 분야의 

엽무향상을 위한 경험분석 벚 대안모색의 연구， 자문활동뿐 아니라 이에 기초 

한 당위원회 결정의 이행에도 일정부분 관여한 만면 협의휘는 보다 더 대중조 

직의 성격을 딱면서 정씩수행의 행정기능은 거의 없이 분석， 연구업무가 주종 

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상섣위는 당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생산， 전운직종의 

일반활동당원이 가세함으로써 거의 당원으로 구성된데 비해 혐의회는 비당원들 

도 상당한 정도의 합여가 허용되었다 122) 

비정규상설위원회 

상설위는 원칙적으로 국에 의해 조직되며 백러시아， 그루지야공화국 등에서 

처럼 당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위원회 총회에서 섣치문제를 다루 

었다 123) 따라서 상설위는 국과 서기의 지도관할하에 있었으며 지역당조직의 크 

기에 따라 의장과 일반위원을 포함， 보동 10'"'-'3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의 

장은 당위원회서기 또는 정규당장치에 속하지 않는 당위원회 위원이 맡았고 당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상섣위에 진출했다. 

비정규상설위는 공공원칙 전개과정에서 조직， 이념， 경제， 문화， 교육 등 아 

주 다양한 분야에 결쳐 확산됐고 비교적 규모가 큰 일부 상설위는 소속위원을의 

역할분담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산하에 과 (sektsiia) 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124) 

상설위는 담당분야에 따라 우수업무방식의 전파 및 엽무향상안 제시 외에 당 

위원회의 세부적 현황파악을 돕고， 자체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의 및 당 

121) P.E. Burak, Partiinoe stroitel' stvo ν usloviiakh razvitogo sotsializma, (1959"-' 
1970) (L’ vov: Izdatel’ stγo ob" edinenie “ Vishcha shkola," 1976) , pp.126-7. 

122) A. Krainov, “Postoiannye komissii soγety partiinykh organov," Obshchest
v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Kiev: Gos. izd. po l. lit. USSR, 1962) , 
pp.98, 113, 116-7. 

123) Pigalev, “Obshchestvennye nachala γ rabote partiinykh organov," p.64. 
124) 비정규상션위의 대표적 유형 가운네 하냐얀 「당조직 상션위」의 경우 오브판 수준 

에서는 하급딩조직， 지방소미에트， 노동조합 맞 공산청년동맹단단과， 그라고고프 

꽁과 4이핀에서는 챙년， 여성， 노동조함 당당과로 상선위가 나뉘어졌으며， 다수 
의 「이데올로기 상선위」도 반스-버1 난주의교육， 학교 • 교육기관， 대중운화， 채육파 
등우로 세 분되 었 다. Zhclczin, 안 의 금， p. 11; Burak, 앞의 책 , p.128; “Obs 
hchestv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PZh Kazakhstana , No.2 (1962년 2웰)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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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총회 안전을 준비하거나 해결안을 제시하며， 초급당조직의 위원회결정 

사항 이행을 구체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상설위는 지역당조직업무 

의 전반적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고 특히 평소 지역당엽무에셔 소외되어왔던 당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 당무참여유도가 큰 성과로 지적되었다 125) 

상설위가 상당한 정도의 행정기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청규 

부서와 업무중복이나 마찰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당조직상설위’ (komissiia po 

organizatsionno-partiinoj rabote) 의 경 우 정 규당장치 의 당조직 부는 당조직 의 일 

상운영을 담당하고 상설위는 더 장기적인 조직문제의 연구， 건의에 치중하면서 

건의사항이 당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을 경우 이의 이행과정에 관여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 126) 이에 비추어 볼때 기존정규부서와 갇은 업무분야에 설치된 

‘이념상설위’， ‘공엽상섣위’ 등도 정규부서에 대해 Jcll 슷한 상호관계를 유지했 

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협의회는 상설위와 지위， 기능변에서 유사점을 많이 보였으나 상설위와 달리 

주로 경제부문을 중십으로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기술-경제협의회’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확산과정에서 ‘기술발전보조협의회’， ‘선진경험도입 • 전파협의회’， 

‘생산혁신협의회’ 등 생산기술담당 협의회가 추가로 늘어났고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는 이전의 당위원회 여성부의 후신적 성격을 지난 ‘여성협의회’가 조직되 

기도 했다 127) 

상설위와 마찬가지로 협의회는 국의 승인하에 설치돼 국과 서기의 지도를 받 

았으며 의장은 가급적 당위원회 위원이 맡도록 장려되었다 128)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을 포함한 전체 성원은 고르꼼， 라이꼼 수준에서는 대체로 30명 안팎에 달 

했으나 요브꼼에 설치될 경우 l백 20명에 이르는 거대협의회도 있었다 129) 이 

처럼 협의회의 규모가 상설위보다 더 컸던 이유는 협의회가 상설위에 비해 더 

대중적이고 비행정적인 성격을 띤 연구， 건의기구였던 때문으로， 특히 경제분 

야협의회에서는 당원뿐 아니라 공업 • 농업전문가， 기술노동자， 집단 • 국영농장 

의 모범농민 • 근로자 등 생산현장 및 기술 • 전문직종의 비당원들도 상당수 참 

125) Praνda， 1961. 8. 30, p.4. 
126) Gonchar, 앞의 글， p.54. 
127) Shitarev, “o novykh formal간1 partiinoi raboty," p.14. 
128) Viγdychenko ， 앞의 끌， p.10. 
129) Zhelezin, 앞의 글，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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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협의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제 • 기술협의회’는 선진기술 • 과학의 생산 

활동도입 및 전파와 관련해 생산현장에 조직된 관련기구들의 업무조정， 효과적 

기술도입 • 전파방법의 연구， 기숭 • 경제회의 개최， 개별생산현장의 현황파악 

및 개선책 건의를 주업무로 했다 130) 이에 따라 ‘기술정보국’， ‘경제분석국’， 

‘공공섣계국’， ‘표준기술설정국’ 등 생산현장의 여러 공공원칙기구와 당위원회 

의 경제 - 기술협의회 사이에 엽무중복 및 대체문제가 거론되었으나， 경제 • 기 

술협의회는 이들 여러 기관의 활동을 종합한 바탕에서 당위원회의 경제， 기술 

관리업무을 보조하기 때문에 기능중복이나 대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드로 지적 

되 었다 13 1) 

협의회는 특히 경제， 기술분야의 지역당조직 지도업무 활성화뿐 아니라 활동 

당원을 비봇한 폭넓은 일반 대중의 당무참여란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보였고 

실제업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백러시아공화국 

의 경우， 지역당 경제 • 기술협의회의 업무에 기초해 59"'-'62년 동안 약 40만건 

의 생산합리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따릎 경비 절약은 1억 1천만루블을 초과했 

다 132) 또 민스끄 오블라스도도 61년 기술 • 경제협의회들의 활동에 기반한 약 2 

만명의 생산합리화 제안으로 1천여만루블의 경비가 감소했고 모스끄바 요블라 

스도는 경제 • 기술협의회들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60년과 61년 전반기에 대규모 

의 기계 • 자동화와 장비 현대화가 이루씩져 2천 4백만루블 가량의 경비절감효 

과플 본 것 으로 나타났다 133) 

비정규부서 

비정규상설위와 함께 지역당 공공원칙 가운데 가장 다양한 분야에 결쳐 설치 

됐던 비정규부서는 지역당조직구조의 기본성격에 따라 당장치의 연장으로서 보 

완역할을 맡았다. 111 정규부서는 정규부서와 마찬가지로 당위원회 총회에서 설 

130) Na obshchestvennykh ηachalakh. Leningradtsy ν bor’be za tekhnicheskii progress 
(Leningrad: Lenizdat, 1965) , p.163; A. Vader, “Sovershenstvovat’ obshches
tvennye formy raboty," Kommunist Estoπii， No.10 Cl964 1견 10월)， p. lO. 

131) Vivdychenko, 앞의 글， p. 8; Pigaleγ， “Obshchestve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PZh, No.15 (19631건 8월 ), pp.24• 25. 

132) Zhelezin, 앞의 글， p.16. 
133) S. Pritytski(백 러 시 아공화국 단중앙위 제 1 서 기 ) , “ Partiinaia rabota na obshches

tvennykh nachalakh," Kommunist(Litva) , No.l (l962년 1월)， p. 22; Zhelezin, 
앞의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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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여부가 결정되며 고르꼼， 라이꼼 수준에서는 부장과 차장 및 부소속 훈령관 

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당장치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당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부장직을 맡고 나머지 성원도 생산， 천문직종의 활동당원으로 채워졌으나， 일 

부에서는 정규당관리가 부장직에 선정되거나 간흑 소수의 비당원이 훈령관직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1341 당장치의 보완， 연장으로서 비정규부서는 원칙적으로 

정규부서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었￡며 업무내용도 당위원회의 정기활동계획에 

입각한 생산 • 사업현장의 초급당조직 관리， 당위원회 총회 및 국회의의 개최준 

비 등 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고르꼼과 라이꼼이 고정적인 당조직부， 선전선동부， 공업교동부 외 

에 1 "-'2개의 추가부서로 한정된 상황에서 정규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제， 문 

화의 여러 분야에 비정규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해당분야의 당업무릎 신장시키는 

동시에 기존정규부서와 마찰도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득히 전통 

적으로 따로 농업부을 두지 않는 농촌라이꼼의 경우 비정규농업부의 설치가 상 

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351 

반면에 기존정규부서의 담당분야에 같은 이름의 비정규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업무부담의 해소란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조직중복， 지위 및 역할조정 등의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일부 구조수정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도입초기에 농촌 및 시라이온의 통폐합으로 관할구역이 갑자기 커진 지역당조 

직에서 정규부서와 중복되는 비정규부서의 설치가 긍정적 3로 평가되기도 했￡ 

나， 공업， 교통， 건축， 농업， 기술도입， 학교， 과학， 문화， 여성부 등 도입분 

야가 확산되면서 중복섣치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됐다 1361 중복설치에 대한 대 

안무로는 동일한 III 정규부서의 신션 대신 정규부서소속의 ul 정규훈령관 증원 

또는 정규부서하에 업무분담을 위한 분과 (sektor) 설치가 제시됐다 1371 

134) Burak, 앞의 잭 , p. 125; Merkulov & Rezvanov, 앞의 글， p.123. 
135) 예 컨대 Pravda, 1962. 1. 9, p. 1 사성 1962.1.27, p.2; 1962.2.8, p.2. 그러 냐 62 

년 11웰의 지역난 이원화 개힘S로 대부분의 농촌라이온 행정단위가 펴1기된 이후 
「집단 • 국냉농장 생산관리국」 당위원회 산하의 비정규 농엽부 산치는 특정부서가 
아니라 당위원회 전체가 농염문제를 당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로 평가됐 
다. 예 컨 대 Shitareγ， “ Novym partiinym organam," pp.84-85. 

136) Pravda, 1962. 1. 9, p. 1 사션 1961. 7. 20, p.2; Pigalev, “Obshchestγennye 
nachala v rabotc partiinykh organoγ" p.63. 

137) Pigalev, 같은 달， p.63; Viγdychenko， 앞의 긍， p.16. 이 에 따마 안부 지 역 1강조 
직에서는 당조직부하에 공산청년동맹， 노동조합， 여성과가 설치댔고 선전선동부에 
는 학교， 언론， 문화 • 교육과플 두는 경 우도 있 였 다. Viγdychenko， 갇운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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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당·징계예비심사위원회 

입당지원 및 당원징계문제에 관한 비정규예비심사위는 III 정규상설위의 일종 

으로 설치됐￡나 지역당위원회의 실질적 최고집행기구인 국의 핵심업무 가운데 

하나인 입당， 징계문제 최종 결정을 위한 예비심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상 

설위와 달리 별도의 중요성을 지녔다. 이는 예비심사위 설치가 당중앙위 시행 

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시험단계플 거친 데 

에서도 잘 드러난다. 

모스끄바， 레난그라도지역의 일차시험실시를 규정한 60년 12월의 중앙위시행 

령은 예비심사위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예비심사위는 당위원회 국의 승인을 거친 15명 이하의 당위원회위원 및 

활동당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입당한지 3년 이상의 당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38) 에비심사위의 엽무는 인당지원서 제출자에 대한 신상파악과 서듀검둠 

에 기초해 적격여부길- 판단하고 또 촉급당조직에 의해 내려진 당원징계 및 해 

당 당원의 단원을 예바검로해 처벨의 정당성 여부플 검둠한 후 그 결온을 당위 

원회 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은 이플 바탕으로 입당 및 징계에 대한 초급당 

조직의 결정을 승인하도록 시행령은 명시했다 139) 예비심사위 설치를 전국의 

고르꼼， 라이꼼으로 확산시킨 62년 1월의 시행령은 심사위업무의 중요성을 감 

안， 입당 • 징계문제를 다루는 심사위회합에 당위원회 서기 한명이 꼭 참석할 

것을 의무화했다 14이 

이같이 지역당조직 주요 기본업무의 일부-플 떠맡게 띈 비정규예비심사위는 구 

성면에서도 그 기본성격이 반영되어 해당 지역에서 권위있고 당경랙이 오랜 중 

진 당원둘이 주종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엄격한 선정작엽을 거쳐 

뽑혔으며 당위원회위원 외에 초급당서기， 소ul 에트관리플 비풋， 생산 • 전문직 

종의 활동당원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플 주업무로 하는 까닭 

에 다른 바정규상설위， 협의회 등과 달리 당 경력이 요랜 현직 은퇴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 141) 예비심사위는 대체로 지역당산하 초급당조직을 

138) SPR, 4판， p.470. 
139) 같은 책 , p.471. 
140) 갇은 책 , p.470. 
141) 우끄마이냐공Ji)국 끼에프오딘이스뜨의 ;j우， 62년만 오윤다스뜨내 고?→꽁파 바이 

관에 션시쉰 ll) 정규 여I)ll) 섬시까 구성윈은 오두 350명이있우며 아 가운t:l) 181맹이 

현직 은퇴 연금수령 당원으로 진체의 절반을 념 었다. 1. Sytnik & M. Nizhnik, 
“Vneshtatnye partiinye komissii," Obshchestνennye nachala v partiiπoi rab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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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이 분담해 맡았으며， 입당지원자와 징계대상당원의 신상， 자질파악을 

위해 심사대상자들의 근무처와 초급당조직을 먼먼히 방문하는 등 일반당원 및 

비당원들과 광법위한 접촉을 가졌다. 심사위는 기존당장치 조직부 및 산하훈령 

관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업무를 수행했으며， 입당지원과 징계문제심사는 평 

균 4대 1의 비율로 전자의 심사업무가 훨씬 많았다 142) 

예비심사위의 성치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당조직의 일상업무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당위원회국 및 당조직부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 

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써 입당， 징계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더 합리적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입당 대상자들의 자질이 향상되는 동 

시에 당원징계도 부당사례가 많이 감소했다. 개별사례의 전체 처리시간도 전보 

다 많이 단축돼 수습기간을 지나고서도 처리지연 때문에 계속 후보당원 자격으 

로 남아 있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었다. 

입당 및 징계심사의 기본업무 외에도 예비심사위는 심사대상자 및 초급당조 

직과의 빈번한 접촉을 동히1 아직 당무경험이 별로 없는 신참초급당조직 서기들 

에게 관련업무의 올바른 처리방식을 지도하거나 징계대상당원이 스스로 잘옷을 

시정하도록 인도하고 또 비슷한 오류의 재말방지플 위해 초급당조직이나 업무 

현장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능도 수행했다 143) 

입당지원과 징계운제에 대한 예비심사위의 건의는 당위원회국의 최종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초급당조직의 결정이 벤복-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 

다. 이는 특히 당원징계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144) 소련문헨의 인용사례룹 보면 

(Kiev: Gos. izd. pol. lit. USSR, 1962) , p.125. 또 일부 예비섬샤위는 현직 은퇴 
당원이나 퇴역군인들이 의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Viγdychenko， 앞의 
글， pp.25-26 참조. 

142) V. Kapyrin, “A kak luchshe?," PZh, No.12 (1964'건 6월 )， p.43. 모스끄바시 즈 
다노프라이꼼의 경우 예비심사위는 설치 후 l년동안 2， 357건의 입당지원과 417건 

의 징계문제를 섬사했고 꾸이띄셰프 라이꼼의 예바심사위도 61년 2월부터 연말까 

지 각각 2, 150)건과 500여건을 처리한 것S로 나타났다. Pravda, 1962. 1. 17, p.2; 
1962.2.5, p.2. 

143) Pravda, 1962. 1. 9, p.1 사섣 ; “Zakrepliat' umnozhat’ opyt partiinoi raboty 
na obshchestγennykh nachalakh," Kommunist Moldaνii， NO.7 (1962년 7월)， 

p. 31; Sytnik & Mizhnik, 앞의 글， pp.132-3, 137-9. 
144) 당관계 간행물에는 거의 구체적우로 언급되고 있지 않S나 입당，，]용여부 결정도 

예비섬사위의 건의에 따라 초급당 조직의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을 

것￡로 보인다. 에컨대 끼에프시의 한 라이꼼의 경우 62년과 63년 1~3월 동안， 

1, 264건의 입당지원 가운데 예비섬사위의 건의로 31건이 입당허가 취소펀 것으로 
나다났다. V. Liakhov, V. Sarafanov, & V. Soldatoγ， “ Vneshtatnye partiinye 
komissii deistvuet," PZh, No. 14 (1963'건 7윌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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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껴1 보다는 과다징계플 수정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예컨대 64년 우끄라이 

나공화국 드네뽀로제르쥔스끄고르꼼의 예비심사위에 의해 산하 고르바이꼼들의 

징계결정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당한 과다징계로 판정됐고 라뜨비아공화국 끼로 

투 라이꼼의 국도 64년에 예1'11 심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초급당조직 징계결정의 

15%에 매해 제새내용을 완화시겼으며， 까자흐공화국의 알마아따공업오브꼼은 

81 정규심사위의 건의에 따라 하부당기구에 의해 당에서 제맹당한 대상자 가운 

페 25%의 당적을 펴복시겼다 1451 

C) 비정규훈령관， 비정규연사 및 하위 공공원칙기구 

지역당조직 수작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훈령관 수준의 대표척 공공원 

직직제로는 바정규훈령관과 연사외에 각각 녕조직부와 선잔선동부산하에 설치 

되는 바정규당조직사무섣과 정치교육설， 그리고 초급당조직서기협의회플 틀수 

있다. 

비정규훈령관 

비정규훈령관은 58년 9월의 중앙위시행령에 의해 공식 채택펀 최초의 공공원 

착직제이며 단일직제로는 비정규연사와 함께 가장 대규모로 도입되었다. 고르 

꼼， 라이관 수준의 1'11 정규훈령관은 정규훈령관과 마찬가지로 초급당조직의 지 

도관리가 랙심업무릎 이루는 관계로 주로 초급당조직사기의 추전을 받은 뒤 당 

위원휘 국의 승인을 거쳐 암맹댔다. 지역당기구의 경제관리엽무가 증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집에 따라 바정규훈링관의 선정과정에서도 당무경력， 조직능략뿐 

아니라 생산분야의 전문지식이 주요 요건의 하냐로 강조댔다 1461 이에 따라 당 

이나 소비에트 입무경력이 있는 생산， 전문직종의 활동당원 진출이 많았으며， 

시행령의 강조점을 반영한 청년당원의 영업과 함께 대중조직경험이 풍부한 은 

145) 각각 I. Vasil'ev, A. Olifer, S. Smirnov & D. Storozhenko, “ Sobliudat’ lcninskie 
printsipy," PZh, No.20 (1964'건 10월)， p.36; P. Patenko, “Opravdaγshaia sebia 
forma raboty," Kommunist Sovetskoi Latνii， No. 1 (1965년 1월)， p.56; M. 
Zhcrckhin & O. Zhanguttin, “ Vneshtatnaia partiinaia komissiia deistvuet," 
PZh Kazakhstana , No.3 (1964년 3원)， p.41. 이외에 초급당조직의 부당제재조치 

완화에 더 역 점 을 둔 예 111 심 사위 엽 무샤례 는 N. Lerner, “Khoroshee nachalo," 
PZh Kazakhstaηa， NO.2 (1962'션 2웰)， pp.42-43; V. Kudinov , “ Aktivnyc 
pomoshchniki gorkoma," PZh Kazakhstalla, NO.1 (1963년 1월)， pp.45-46; N. 
Eliseeγ， “Strogo, po γnimatel'no，" PZh, NO.15 (1965년 8원)， pp.43-44 참조. 

146) V. Pcrcτaloγ， “Vneshtatnye instruktory raikoma partii," PZh, No.6 (1960'건 3 
윌)， p.53; Pigalev, “Obshchestvennye nachala v rabote partiinykh organoγ 
Kommunist , No.7 (1962년 5월)，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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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노년층도 상당수 선정됐다. 

지역당위원회의 개별상황에 따라 비정규훈령관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 

으며 부서별로는 내체로 초급당조직과의 접촉이 제일 잦은 조직부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다음으로 선전선동부와 공엽교통부 등이 뒤플 이었다. 오브꼼 

의 III 정 규훈령 관도 고르꼼， 라이 꼼과 마찬가지 로 각부에 소속돼 해 당부서 의 지 

도관할하에 산하 당조직관리엽무를 맡았으며， 상위지역당조직업무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전문지식， 당무경험 등의 자격요건에서 고르꼼， 

라이꼼의 비정규훈령관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 것￡로 보인다 147) 비정규 

훈령관의 업무진행방식은 부서별로 차이를 보여， 조직부는 관할대상의 초급당 

조직을 개인벨로 분담시키고 선전선동부와 공업교통부는 각 분야의 분과별로 

담당업 무가 나뉘 어 졌다. 

비정규훈령관의 지위，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규훈령관과 동등하게 규정됐으 

며， 소속부의 지도하에 초급당조직의 조직， 정치， 교육 및 경제관리업무의 구 

체적 보조활동， 당위원회 총회 및 국회의블 위한 안건준비， 초급당조직의 지역 

당기구 결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지역당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등 

정규훈령관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맡았다. 

따라서 당원증가， 관할하급당조직의 확산 및 경제관리의 중요성 증대로 인한 

정규훈령관의 인력부족상황에서 비정규훈령관의 대규모 충원은 지역당조직의 엽 

무부답해 소와 지 속적 인 당장치 축소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 었을뿐 아니 라， 활동 

당원 및 당원대중을 지역당장치활동에 대거 끌어들염으로써 적극적 당무참여촉 

진과 함께 지역당기구와 초급당조직， 일반당원간의 거리감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48) 이울러 다수의 생산전문직종 청년당원들에 

게 직접 지역당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정수준의 경험을 축적한 

뒤 정규당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당관료양성학교」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 149) 

비정규연사 

비정규연사는 이데올로기위원회， 비정규선전선동부， 정치교육실 등과 함께 

147) V. Tsybul'ko, “ Vneshtatnye instruktory partiinykh komitetov," Obshchestνennye 
nachala ν partiin)’kh rabote , p.94. 

148) A. Barauskas, “Noγyi ctap v razvitii partiinoi dcmokratii," Koη1ηwnist(Litγa) ， 

No.9 (1 961년 9원)， p. 23; Shitarcv, “o noγykh formal강1 partiinoi raboty," pp. 
13-14. 

149) P. Bubnoγ， Na obshchestpennykh naçha{akh (Moskγa: M(>skoγskii rabQchii, 
1961)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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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분야에 도입된 대표적 

우와 마찬가지록 대중정치교육의 

공공원칙직제의 

경험이 있는 

하나이며 비정규훈령관의 경 

일반당원이 나 여 러 분야의 전문 

가들이 전엄정규연사들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따라서 비정규연사들은 당 

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도관할하에 있었으며 직접강연뿐 아니라 정치교육써클， 

세마나활동의 조정， 개별선전원들에 대한 이론 및 방법론적 지도 등을 맡았 

다 150) 

흐루시초프에 의해 생산녁 증대를 위한 실현적 이데올로기교육이 강조되면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비정규연 

사그룹에 참여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공공참여는 이념교육업무의 대중화， 공산 

주의건섣과제와의 연계， 참여자 자신의 이데올로기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151) 

교육계인사 외에 다양한 기존의 당관계자와 

당조직사무실과 정치교육실 

당조직 사무실 (kabinet po or gpartra bote) 과 정 치 교육질 (kabinet politprosve-

shcheniia) 은 고르깜， 라이 꼼에 서 는 각각 조직부와 선전선동부하에 설치됐으며 

대상으로 조직， 이데올로기업무의 향상을 위한 보조역할을 주로 i급당조직을 

맏았다. 

당조직사무실은 대체로 지역당조직의 비정규관리， 초급당조직서기， 당무경험 

이 많은 현직은되당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초곱당조직의 활동당원들에 대한 교 

육과 훈련을 주엽무로 삼았다. 이를 위해 조직업무와 관련펀 각종 자료제공 맞 

보조상담플 담당했으며， 대다수의 당조직사무실에 ‘방법협의회’ (metodicheskii 

sovet) 가 설치돼 우수조직업무의 연구와 보급， 초급당조직서기들의 세마나실시， 

활동당원들간의 회합알선 등 하급당원을 위한 교육， 지도기능에 춧점을 두었 

다 152) 

이데올로기분야의 정치교육실은 조직분야의 당조직사무실에 대응되는 공공원 

칙기관으로， 초급당조직의 대중정치교육과 관련해 시청각교재를 포함한 각종 

자료제공， 선전담당당원의 강연지도와 자질양성 등의 보조업무블 실시했다. 정 

150) V. Petrykin, “Kliuch k novym uspekham ideologicheskoi raboty," Obshches
tv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pp.157-8; Pravda, 1963.5.10, p.3. 

151) Gonchar, 앞의 글， p.67; “ ldelogicheskii otdel partiinogo komitera," PZh, No. 
24 (1963년 12웰)， p.48. 

152) Viγdychenko， 앞의 골， pp.18-19; “Kabinety organizatsionno-partiinoi raboty," 
PZh, No.14 (1968'건 7월)， p.65; N. Kashkina, “o kabinete organizatsionno. 
partiinoi raboty," PZh , NO.20 (1968\1 10월)，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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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교육실은 생산직종의 전문가， 교사， 은되당원， 도서관사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당원이 참여했￡며， 정치교육실과 마찬가지로 ‘방법협의회’을 설치， 선도 

적 이념교육업무의 보급， 선전담당당원과의 면담， 세마나개최 보조 등 초급당 

조직의 이데올로기교육 강화， 지원에 주력했다 153) 

초글당조직서 기 협의회 (Sovet sekretarei pervichnykh partorganizatsii) 

이 혐의회는 50"-'60년내의 라이온통폐합과 62년 11월의 당구조이원화개꽉에 

의한 농촌라이온행정구역의 폐지에 따라 그전의 없어진 라이온중심지나 도시근 

교의 부락 (posëlka) 에 조직돼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초급조직들의 찰동조정을 주 

업무로 했다.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의 초급당조직서기들로 구성되고 

해당지역당위원회의 셔기나 당위원회위원이 의장직을 맡았다. 협의회는 이들의 

지도하에 일종의 자운기관으로 활동했으며，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캠 

드11 인과 이념교육사업， 문화 • 공공서비스개선， 공공질서유지강화 등과 관련된 

추급당조직서기들의 업무플 총판 조정했다 154) 

어떻게 보면 초급당조직서 71 협의회는 라이온 "'11 지에 따라 해당초급당조직들 

의 직속관할기구가 없어진 공백을 에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전의 

라이꼼과 같은 광뱀위한 행정기능은 갖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개별 초급당조직 

의 기본업무를 침해할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주요활동내용을 볼때 초 

급당조직서기협의회는 오히려 해당지역 소비에특업무에 대한 보조기능적 측연 

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155) 

V. 당내 공공원칙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고료꼼， 라이꼼을 중심으로 한 지역당조직의 위계구조전반에 결쳐 다양하고 

광뱀위하게 도업된 공공원칙은 확산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정윤 드러냈다. 적용 

과정에셔 부각된 여러 문제점의 근본성격은 공공원칙실시에 대한 기존당장치의 

반발과 시행상의 실무적 문제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153) Yegoricheγ， 암의 긍， p.59; Petrykin , 앞의 긍， pp.155-7. 또 Pravda, 1962. 1. 5, 
p.2; 1963.5.10, p.3; 1962.1.17, p.2 참조. 

154) A. Beliakoγ & M. Lazareγ， “Soγety sekretarei pervichnykh orgallizatsii," PZh, 
No.18 (1963년 9웰)， pp.1.6-50; V. Shakaradck, “ Sovcty sckretarci," Kommunist 
(Litγa) ， No.12 (1 964년 12원)， pp.35-38. 

155) “Eshchë raz 0 soγetakh sekrctarei perγichllykh partorganizatsii," PZh, NO.3 
(1964년 2웰 ), pp.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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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장치의 반발 및 저항 

활동당원 및 당원대중의 지역당조직 엽무참여는 당장치정규관리와 이들간에 

형성됐던 기존의 일방직 권위구조 및 당장치관리의 득권적 지위플 감안할때 당 

장치로부터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즉 당장치고유의 권 

한을 일만 활동당원을과 상당부분 공유하는데 대한 거부감과 하나의 응접적 제 

도로서의 당장치성격의 희석 내지 변질에 대한 우려가 t샅바닥에 칼려있었으며， 

이에 따른 저항은 공공원칙직제의 도엽지연에서부터 설치 이후의 지위격하， 무 

시， 지도엽무소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정규당장치의 공공원칙도입에 대한 만말은 최초의 공공원칙직제로 비정규훈 

령관직이 설치될 때부터 명백히 표면화되었다. 58년 9월의 당중앙위시행령은 

비정규훈령관 설치대상으로 최상위지역당조직인 공화국당중앙위까지 포함시켰 

으나 실제 도업과정에서 일부 오브꼼， 끄라이꼼 외에 대부분 고르꼼， 라이꼼의 

하위지역당조직에 국한됐다. 공공원칙실시에 대한 상위지역당조직의 부정적 반 

응은 다른 바정규칙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61년말 당시 비정규상설위는 2, 702 

개， 협의회는 1 ， 043개의 고르꼼， 라이꼼에 설치됐으나 공화국당회원회와 오브 

꼼은 각 기구당 56개와 29개에 그쳤다 1561 또 같은 집계에서 2847~ 의 고르꼼과 

라이꽁이 비정규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브꼼과 공화국당위원회의 

비정규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1571 

당내 공공원칙실시를 명문화한 22차 당대회의 신당정관도 공공원칙직제의 섣 

156) Pigalev, “Soγershenstvovat’ rabotu mestnykh partiinykh organoγ，" pp.12-13. 
이을 각 수준의 지역당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상펴보면 (60년초 소련의 

지역단조직은 14개의 공화국당위원회， 1397~ 의 오브꼼과 6개의 끄라이꼼， 5907~ 의 

고프꽁과 361개의 고프라이꼼， 그리고 3, 9397~ 의 농촌라이꽁으로 이루어져 있였 
다. Pigaleγ， Mesfnye partiinye organy, p. 13의 표)， 비정규상성위의 경우 공화국 
단위원회， 오브꼼(끄라이꼼 포함)의 35.2%와 고프꼼， 라이꽁(농촌라이꽁과 고프 
라이꽁)의 55%에 설치됐S며， 협의회 설치율은 각각 18.2%와 21. 4%로 나타났 
다. 혐의폐 설치휠에서 상위지역당조직괴 하위조직간에 별로 큰 차이가 없는것은 
u] 정규상션외보다 협의회가 다소 더 늦게 확산되기 시작한 때운으로 파악되며 이 

훈 격차는 전전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상섣위도 62년 1웰 이푸 비정규 
에 u] 신사위의 진국적 확산 22차 당대회 이후의 전반적 공공윈척 도입 기속꾀 추 

세릎 깎안한 때 그 차이는 더욱 l셜어졌을 것으로 추정펀다. 아불리 각 지역딘위원 
，，]에 산치펀 u] 정규상섣위와 협의회의 종류， 규모， 역딴에 있어서도 상위 벚 하위 

지역단조직간에 갚- 차이가 있었으리라는 장도 캉안꾀1 야 딴 것이다. 
15í) 물폰 공화국단위원펴와 오브꽁에서는 고프꽁， 라。1 꼼보다 정규부시가 더 많은 부 

문에 설치된다는 점은 고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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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역당조직의 주요 엽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및 하위지역당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한 42조 e항에서는 비정규자격에 입각한 일반당원의 대 

규모 당무참여라는 단순한 기본원칙만 언급하고 있었고 비정규훈령관， 위원회 

등 구체적 공공원칙직제의 도입을 지시한 52조는 고르꼽， 라이꼽의 하위지역당 

조직에 국한됐다. 따라서 신당정관은 당내 공공원척의 명시적 의무화라는 측면 

에서 커다란 의미블 지니는 한펀 상위지역당조직의 반발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 

과로 이해된다. 

상위지역당조직뿐 아니라 하위지역당조직들도 적어도 초기에는 공공원칙직제 

설치에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가장 일찍 도입된 Bl 청규훈령관의 경우 시행령말 

표후 3년이 넘게 지난 62년 초반에도 아직 한명의 비정규훈령관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2"'3명 기용한 지역당위원회가 상당수 지적됐다 158) 또 공공원칙도 

입 자체의 지연과 함께 상당수의 지역당조직은 형식적으로 직제를 설치한 후 

정식엽무위업을 회피해 공공원칙기관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만변했 

다. 예컨대 깔리닌오블라스뜨의 한 라이꼼은 60년초 7명의 비정규훈령관을 임 

명했으나 이후 2년동안 단 한건의 당엽무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9) 

공공원칙 운영과정에 있어서 기존당장치의 반딸은 비정규직제에 부여된 지위 

와 권한을 무시하고 같은 수준의 당장치직제에 이들을 종속시켜 지배하려든 데 

서 잘 드러난다. 이는 공공원칙직제 전반에 결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비정 

규훈령관의 경우 당위원회부서 대신 정규훈령관 아래에 종속시켜 정보， 자료수 

집 등의 보조기능과 정규훈령관의 지시에 따른 일시 업무만 말김으로써 초급당 

조직관리에 있어서 정규훈령관과 동등한 조직업무의 수행이 억제됐다. 

정규부서와 같은 수준에 형성된 비정규상섣위， 협의회. Bl 정규부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 지역당위원회 국이나 서기에 의해 업무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성격 

이 비슷한 부서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공원칙 자체에 

대한 전입당료들의 거부감뿐 아니라 바당장치당원들의 능력에 대한 불신도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비정규당직자블 r2급관리」로 과소평가하 

지 말고 이들에게 신뢰와 독자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먼벤히 강조됐다 160) 

158) “Sovershenstγovat’ organizatsionno-partiinuiu rabotu," PZh , No_ 3 (1962'견 2월)， 

p_1L 
159) 같은 끌， p_1 1. 
160) 예 컨 대 V_ Vorontsoγ， “Obshchestvennye nachala v rabote partiinykh organov," 

PZh , No_ 3 (1963년 2월 ), p_ 76; Efremov, 앞의 글， p_ 40; Pigaleγ， “ Obsh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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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공원칙실시에 대한 당장치의 저항은 직제설치 후의 지도， 교육업무의 부실 

에서도 여살히 드러났다. 공공원칙에 의해 지역당조직에 참여하게 된 일반활동 

단원들은 본격적인 당업무견험의 부족으로 당장치지도부의 지속적인 지도알선 

이 정상적 엽무수행의 필수요건 가운데 하나었으나， 당장치는 이블 소홀히 해 

지도， 교육활동의 주요 부분을 이룬 당위원회 총회， 국회의， 당조직세미나 등 

에의 초청， 공공원칙 참여당원을간의 정기회합 및 토흔， 정규당료을의 개별적 

지도， 공공윈칙직제 전반의 엽무결과에 대한 정기검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득히 비정규입당 • 정계예비섬사위는 담당엽무의 중요성으로 심사위휘의시 치 

역당위원회의 서기 한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시행령 자체에 규정되었￡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뚜르끄맨공화국의 한 고르꼼에 설치된 예비심사원의 경 

우 62년과 63년 초반에 결쳐 모두 22벤의 심사위회의가 있었으나 단 한벤도 고 

르꼼서기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 또 노보시비르스끄오블라스뜨 

내 한 고르꼼의 예비심사위는 61년도에 션치된 이래 6년동안 고르꼼 총회에서 

예비심사위 활동이 한번도 거온되지 않았플 정도로 당장치지도부에 의해 소홀 

히 취급당했다 162) 공공원칙직제에 대한 기존당장치의 이같은 경시는 공공원칙 

실시에 대한 거부감 및 불신과 함께 바정규칙제의 지도관리에 따르는 추가엽무 

부담의 회피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B) 공공원칙 운용상의 문제 점 

지역당조직의 공공원착도엽은 기존당장치의 반감과 경시에서 비릇된 기본적 

제약외에 설제 싣시과정에서도 설무상의 여려가지 문제정틀이 제기됐다. 첫번 

째로 지적펠 수 있는 것은 캠페인적 확산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불펠요한 공공 

원칙직제의 과다 및 중복설치이다. 앞에서 본대로 지역당조직은 공공원칙설시 

초창기에는 관련직제 설치 자체블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했으나 22차 당대회 신 

당강령과 정관에 공공윈칙실시규정이 명시되고 아울러 흐루시초프에 의해 공공 

원칙확산이 강조된 후 전국의 당조직에 걷쳐 일종의 캠페인적 양상플 며었다. 

tvennye nachala γ rabote partiinykh organov," pp.62, 67; Vivdychenko, 앞의 
긍， pp.10, 12. 

161) Liakhov, Sarafanov & Soldatov, 안의 금， p.46. 
162) N. Demidov & 1. Kistenev, “ Nuzhna podderzhka," PZh, NO.5 (1968 1건 3월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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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개혁조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루시초프의 계획성이 결여 

된 일괄추진적 정책시행스타일과도 관련된 것으로， 비정규직제의 구체적 펄요 

성과 예상효과에 대한 철지분식없이 단순히 상부지시릎 벨성적으로 수행할 뿐 

이라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태로 연결돼 공공원칙직제설치 자체가 하나의 유 

행적 성격을 딱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불펼요한 직제의 과다설치에 

의한 기존정규직제와의 업무중복， 소비에프기구의 권능침해， 공공원칙직제간의 

상호중복현상이 만벤허 발생했고 당장치의 지도관리부담 증대는 물콘 업무구분 

및 조정문제， 인녁낭비 등 공공원칙운용과정에서 상당한 흔란이 야기댔다. 

과다 및 중복설치현상은 다양한 경제， 운화분야에 경쳐 도입된 상설위， 협의 

씌 , ul 정 규부서 에 서 득히 두드러 져 , 까자흐공화국 까라간다시 의 경 우， 고르꼼 
과 산하 5개 고르라이꼼에 모두 44개의 상설위 및 비정규부서가 설치돼 일종의 

‘당내 국민 경 제 펴 의 ’ (partiinyi sovnarkhoz) 가 형 성 됐다는 비 판을 받았다 163) 또 

라뜨ul 아공화국의 한 고르판은 바정규건설부， 기술협의 회의에서 생산기술 건 

축， 교통과를 둔 공업상섣위를 설치해 바정규직제간에 큰 업무혼란이 발생했고， 

까자흐공화국 빠블로다르오 블라스뜨의 한 라이꼼은 노동조직상설위， 노동인력 

동원상섣위， 연료윤활자재상설위까지 조직해 소비에트， 경제기관의 고유영역을 

침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164) 까자흐공화국 우랄스끄 오블라스뜨의 한 지역 당 

위원회 경우처럼 비정규농엽부， 통상부， 건섣부 외에 노동안력활용조정위， 국 

가재산팽령방지위， 공화국최고소비에트간부폐의지시살천워 등의 미정규상섣위 

릎 조직， 불펀요한 과다섣치의 극단적인 예플 보여주는 당조직도 상당수 있었 

다 165) 

공공원칙직제 운영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참여당원의 선정에서 드러났다. 초 

창기 ul 정규훈령관 도입과정에서부터 제시되었듯이 생산 • 전문직종의 활동당원 

참여 및 당료양성과 노·소 균형확보플 전제로 한 청년당원의 영입이 ul 정규직 

제 구성의 기본방향으로 션정됐으나 싣제 섣치과정에서 이같은 원착이 무시돼 

선정대상이 좁은 범위에 한정뇌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까자흐공화국 잔블 

오갈라스뜨의 경우， 고르판， 라이꼼에 션치된 비정규부서 맞 상설위의 178명 구 

성 원 가운데 노동자와 집 단농장농민은 7명 에 지 나지 않았고， 다수의 지 역 당위 

163) Pigaleγ， “Obshchestγennye nachala v partiinoi rabote," p.27. 
164) “Sovershenstγovat’ organizatsionno-partiinogo rabotu," pp. 1l-12. 
165) Nalivaiko, 앞의 끌，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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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비정규훈령관， 상설위 위원선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초급당조직서기에 

치 중하는 경 향을 보여 에 스로니 아공화국의 한 고료관처 럼 

명의 초급당조직서기플 대거 기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1661 

상션위 위원으로 17 

지역딩조직이 ul 정규직제 설치과정에서 이같이 당무경험이 풍부한 소수그룹 

을 선호한 것은 평소 접촉이 잦은 이들과의 기존관계뿐 아니라 일만활동당원들 

의 엽우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 맞 예상되는 지도 • 관리부담의 증대를 꺼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띈다. 지역당조직의 이러한 성향은 

공공위 임 엽 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업 무부담의 여 유가 없는 

이미 여러 종류의 

소수선진활동당원 

의 비정규직제 기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따르자치공화국의 한 고르꼼은 노동 

조합지역위 의장， 초급당조직의 국부서기， 시소비에트사회보장위 위원 등 이미 

5개직을 겸임하고 있는 한 기계 기사를 바정규훈령관에 션정했으며， 에스또니 

아공화국 날란시의 한 고르라이꼼은 소속공장의 공공경제분석국 국장， 상설생 

산회의 간부회위원 등 무려 8종의 기존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장 부감독을 

상설위 위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1671 소수 당원에 대한 이같은 과중업무 부 

여는 새로 맡게 되는 공공원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해당 당원 

의 본업 자체를 소흘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 광멤위한 일반 활동당원 

의 당무참여 및 정규근무 외의 여가시간 활용이라는 공공원칙의 기본정신에 위 

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1681 

일반 활동 당원에 대한 당장치의 배다적 가부와 불신은 당장치정규관리의 비 

정규직제 임명으로도 나타났다. 비정규훈령관 도입초거부터 비정규훈령관에 전 

엄 초급당조직서기나 농촌소ul 에트칩행위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 

고， 공공원칙직제가 다양화되면서 일부 지역당조직은 정규훈령관 등 기존당장 

치관리를 비정규상섣위， 비정규부서 성원으로 발탁하거나 정규부서장과 정규훈 

령관에 비잔임서기직을 맏기는 등 전임당관리의 ul 정규직제 충원이라는 모순적 

현상까지 맺었다 1691 

166) “Obshchcstvcnnyc nachala γ partiinoi rabotc," PZh Kazakhstana, No.2 (l962 \J. 

2월 ), p.8; V. Mcistcr, “Rasshiriaiutsia obshchcstvc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Kommunist Estonii, No.7 (l963 \J. 7웬 ), p.40. 또한 Bubnoγ， 얀의 책 , 
p.19; Tsybul'ko , 안의 균， p.76 참죠. 

167) Efrcmov, 안의 글， p. lO; Meister, 안의 균， p.40. 
168) 에 칸대 Pravda, 1962. 1. 9, p. 1 사산 ; “Sovershenstγovat’ 

partiinogo rabotu," p. 11; Vidγychcnko， 앞의 글， pp.24• 25. 
organizatsionno. 

169) 구체적 사례는 Efremov, 암의 급， p. lO; “Obshchestvennye nachala v partii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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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당내 공공원칙도입의 성과와 한계 

58년 9월의 비정규훈링관 시행령 이후 흐루시초프 집권 말기까지 지역당조직 

의 공공원칙도입은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확산과정을 밟았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공공원칙실시에 따른 구체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스딸린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추진된 공산당개 

혁정책의 전반적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렬 것이다. 

흐루시초표 및 당지도충의 공식말언과 관계당간행불에 따르띤 공산당내 공공 

원척도업의 구체적 공식목표는 대체로 @ 초급당조직판리 및 경제， 문화분야의 

지역당조직 엽무보조 @ 당장치 규모축소 및 경비절약 @ 일반 당원의 적극적 

자주활동증대에 따른 당내 민주주의 및 집단지도원칙의 강화 @ 지역당조직의 

초급당조직， 일반당원 및 인민대중과의 유대강화 @ 전문당관리 양성과 당료예 

비군 확보 @ 공산주의자치발전과 이에 있어서 당의 선도적 역할로 집약될 수 

있다.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추진된 이들 목표는 공공원칙도입 이전의 지역당조직 

개혁방향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된 스 

딸린사후의 공산당개혁정책이 지니는 일관성의 일변을 엿볼수 있다. 동시에 구 

체적 전개과정에 있어서 개별목표의 내용과 의미는 이전의 개혁조치와 상당히 

다른 측면도 아울러 드러냈다. 이와 함께 각 목표가 당내 공공원칙 살시에서 

차지하는 ul 중도 서로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개별적 성과측면만을 살펴 

고 ul 중문제는 흐루시초포의 당개학 전반과 관련된 다음장의 종합적 이해 부분 

에서 다룰 것이다. 

A) 지역당조직의 업무보조 

50년대 중반 이후 당장치촉소정책이 겨l 속되는 가운데 한편으콘 지속적인 당 

원증가와 초급당조직 강화정책 170) ， 다른 한펀으론 21차 당대회의 7개년 계획과 

rabote," PZh Kazakhstana , No.2 (1962'건 2월 ), p.8; Meister, 앞의 글， p.40; 
Viγdychenko， 앞의 끌， p.17 참조. 

170) 정식 및 후보탕원융 통플은 전체 단윈수는 20차 당대회 직전의 약 7매 20만에서 
22차 팅대회 개최시 9백 72만， 그리고 64년 말에는 1천 1벡 75만￡로 증가했다. 
“ KPSS v tsifrakh (1 956rv1961gg.)," PZh, No.1 (1 962년 1월)， p.44 및 “ KPS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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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당대회 신당강령의 20개년 경제말전계획 등- 당업무에 있어서 경제관리의 

중요성 증대로 지역당의 업무부담은 계속 늘어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자 

격에 입각한 일반 활동딩원의 내균모 단무참여는 앞에 서 살판디} 로 기 존당장치 

의 업무부담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튜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현장조직업무가 촉구되는 상황에서 초급당조직과 가장 먼벤한 접촉을 

갖는 훈령관급의 업무부담이 두드러져， 어느 정도 당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 

춘 비정규훈령관의 대거기용은 정규훈령관의 부담경감뿐 아니라 초급당조직에 

대한 관리업무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1711 

비정규입당·징계예비심사위의 

있는 지역당위원펴 국과 최종 

당조직부 맞 산하훈령관의 엽무 

아울러 대규모 당충원정책이 추진되는 속에서 

섣치는 입당， 징계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결정에 펼요한 서류준비， 절차진행엽무플 맡은 

부담을 상당히 줄었으며 심사과정 자체도 이전의 관료주의적 처리방식에시 벗 

어나 초급당조직 결정의 상당부분이 먼복되는 등 합리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역당조직 지도부와 훈령관들은 입당， 정계섬시-엽무가 줄어듬에 따 

라 경제분야의 업무와 i급당조직 현장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비정규상설위， 협의회， 비정규부서는 기존지역당조직의 구체적 관할 

미치지 옷하는 여려 경제， 문화부문에 결쳐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에 

추가 • 보조관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딩조직의 전반적 관리능력 향상에 기 

여했으며 비정규연사 및 당조직사무설， 정치교육실도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능럭에 

의한 

정 

tsifrakh(1961~1964gg.) ，" PZh, No.10 (l965년 5원)， p.8. 한펀 소련 전국의 초 
급당 조직은 집단농장의 동펴l 합， 조직간소화 등&로 20차 ~22차 단대회 사이에 약 
5만 5천개가 줄어들어 29만 6천여개에 달했으나 64년 말에는 31만 2천개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아울러 56~61년 사이에 초급딩조직 숫자 자체는 줍악을었ξ나개 

별 소속당원의 증가로 전반적 조직 규모는 점점 커졌을 뿐 아니라， 초급당조직의 
권한을 갖는 공장내 「작엽 장 당조직 J (tsekhoγaia partiinaia organizatsiia) 이 2만 
6천 9백 개 에 서 근 4매 에 단하는 10만 3천 8백 개 로 늪어 났다. “KPSS v tsifrakh 
(l956~1961gg.) ，" pp.53-54. 이같은 성격의 작엽장당조직은 64년말 14만 4천여 

개 까지 증가했 다. “KPSS v tsifrakh (l961~1964gg.) ，" p.16. 
171) 예컨대 연구 50만의 모스끄마시 즈다노프 바이온의 경우， 비정규 훈령관 도엽시 

5377~ 의 초급당 조칙에 3만 3천명의 당원이 있었으나 서기， 부서장， 정규훈령관 
등 바이꼼의 청규당장치 관리는 50명에 불과했고， 사라또프시의 스딸렌 라이꼼은 
3377~ 의 초급당 조직파 135개의 탕그김-윤 관찰했S나 전엠 당관리는 15명에 그쳤 
다. Praνda， 1962.1.7, p.2; 1961.5.10, p.2. 또 에 스또니 아공회 국 l닫 란 시 의 센 
뜨랄느이 라이꼼도 23명의 정규 단장치가 217개의 초급단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 
다. Silinek, 앞의 글，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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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당장치의 업무부담해소와 실무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공공원칙직제의 당내 도입은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과다중복설치 , )]1 정 규관리 에 대 한 정 규당관료의 블신， 지 도]lL싣 등의 문제 점 이 

있었으나 전운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고급인꽉의 지원으로 지역당조직의 엽무 

증진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 당장치축소 및 경비절약 

이 미 스딸린사후 초기 부터 관료주의 및 조직 비 대 화 극복방안의 하나로 등장 

한 당장치 축소작업은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과 병행해서 계속 당조직사엽의 기 

본방향의 하나로 유지되었다 172) 감소추세는 일단 56"'7년의 당장치축소시행령 

이 실시된 후 50년대 말 공공원칙도입 초기에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유급전입당관리의 지속적 축소와 함께 당내 공공원칙이 의무화된 신당강령 및 

당정관 이후 공공원칙직제의 확산과 직결되면서 축소작업이 재강조되었다. 

당장치축소의 구체적 실례를 보면 모스끄바시 당조직의 경우 20차 당대회와 

22차 당대회 사이에 소속당원은 17만 7천명이 늘었으나 정규당관리는 15%가 

감소했￡며 모스끄바 요블라스도도 같은 기간동안 7만명의 당원이 증가한 반면 

정규당장치는 30%에 해당하는 9백 7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3) 레닌그 

라드 오블라스뜨 당조직은 역시 두 당대회 사이에 6만 8전명의 당원증가에도 불 

구하고 당장치는 20%가 축소했으며， 에스또니아공화국은 60년대 전반기에 걷 

쳐 당원이 20여만명 늘었으나 전임당관리는 20%가 감소했다 174) 

공공원칙확산과 병행한 정규당장치 축소작업에 따라 1952"'61년동안 전체 당 

원은 2백 80만여명이 증가， 1. 4배로는 반면에 당원 l천명에 대한 전임당관려수 

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1940년과 비교할 경우 그 비융은 3배로까지 감 

소한 것으로 지적됐다 175) 

이같은 당장치 규모축소는 당연히 당조직 운영경비의 절감을 수반， 22차 당 

대회의 중앙위감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1955"'60년 사이에 중앙당위원펙와 지 

172) 예컨대 21차 단대회의 7개년계훼 목표지수(Materialy XXI s"ezda, p.255)와 흐 

루시 초프의 22차 당대 펙 중앙위 보고연 섣 (Materialy XXII s" ezda, p. 102) 참조. 
173) Pravda, 1961.10.29, p.9; 1961.10.30, p.4. 
174) Pravda, 1961. 10.29, p.10; Vader, 앞의 글， p.9. 
175) F. R. Kozlov, “KPSS-Partiia γsego naroda," Kommunist, No.8 (1962 1건 5월 )， 

p.16; Pigaleγ， “Soγershenstvova t’ rabotu mestnykh partiinykh organov,"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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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당위원휘 수줍에서 각각 18.9%와 8%의 예산지출이 절약된 것 o 로 나타났 

다 176) 당전체 예 산지 출의 90% 이 상이 지 역 당조직 에 돌아가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당의 공공원칙도입이 확산된 60년대 전반기에도 당운영경비는 계속 줄어들 

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177) 이 와 같이 일단 당정치 축소작업 이 지 역 당조직 개 혁 

정책의 기본사항의 하나로 설정되 었을 때， 당니l 공공-원척도엽은 앞에서 본 것 

처럼 당조직 업무부담의 경감이란 보완적 역할과 함께 지속적인 축소과정에 하 

나의 추가 동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종의 제로섭게임적 성격을 지니는 당장치축소-공공원칙확대과정에 

서 양자간의 긴장관계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었고 공공원칙의 효과적 운용에 주 

요 장애요인￡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당내 공공원칙확산과정에서 당장치의 규 

모， 기능축소와 관련해 정규당관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업무가 공공 • 

자발적 방식 으로 (v obshchestvennom poriadke) 수행 됨 에 따라” 당장치 는 “조 

직 • 기 술적 기 능(organiza tsionno- tekhnicheskaia funktsiia) 수행 에 필 요한 최 소한 

의 규모로 줄어을 것”이라거나178) “당 내민주주의가 부족할수록 당장치는 커질 

것”이라는179) 긍정적 지적도 나온 반면에， “일부 당위원회가 당장치 역할을 과 

소평가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강력한 당장치와 전문당관료 없이는 당기율 

과 조직성도 없음”을 전제로 “당관리에 대한 일반당원의 존중”을 촉구하는 당 

장치수호말언이 팽팽히 맞섰다‘ 18이 

C) 당내 민주주의 확대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 확산으로 당장치 전체 규모릎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숫자의 일반활동당원이 당장치 정규엽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배타성을 띤 응접 

적 존재로서의 당장치 특성에 ul 추어 볼때 그 자체가 일단 바당장치 당원의 적 

극성， 자주활동 창달 및 당내 민주주의의 증대란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 

176) Pravda, 1961. 10. 18, p. 12. 
177) 19차 맞 20차 당대회의 중앙위 강사위원펴 보고에 따료면 1952년과 56년에 지역당 

조직에 팔아간 예산은 각각 전체 지출경 u] 의 91%와 94%갚 차지했다. Pravda, 
1952.10.7, p.2; XX s"ezd(stenograficheskii otchët) , 재 1 쉰， p.124. 

178) Shitarev, “o noγykh formal‘h partiinoi raboty," p. 13; Shitarev, “ Dcmokra 
ticheskii tsen tralizm," p. 30. 

179) “ Ot partii rabochcgo klassa k partii τsego so‘vctskogo naroda ," PZh, NO.8 
(1964년 4띨)， p.22. 

180) “ Apparat partiinogo komiteta," PZh, No.10 (1 964년 5월 ), p.3; Bugacv & 
Leibzon, 암의 책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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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정규상설위， 혐의꾀， 비정규부서 등의 확산으로 이제까지 지역당업무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왔던 당위원펴 위원들에게 적극적 당무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당위원회의 집단지도원칙과 당내 민주주의 향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간과되지 1갚아야 할 또 하나의 측연은， 이같은 활동당원 

의 대규모 정규당무참여가 기존의 당조직내 쉰위구조에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의 문제다.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 운용과정에 대한 앞의 검로에 비 

추어 볼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원칙에 의한 각종 비정규직제의 운용과정에서 보이듯， 기존당장치는 지 

역당조직 수직위계구조의 여러 수준에 상응해 설치된 비정규직제에 대해 원칙 

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쉰한이 부여됐음에도 이플 무시한 채 지배-종속의 권위 

구조플 확립하려고 노략했으며 수평적 지위룹 허용했을 경우에도 당장치가 실 

제정책결정의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 비정규관리 또 

는 기관이 독자적 권위냐 권한을 추구할 경우 이는 당장치에 의해 거부되고 공 

공원칙직제의 기능은 당장치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임요소의 한 부분을 이루는 

기술적 보조역할에 머물렀다. 

예컨대 비정규직제 가운데 담당업무의 중요성￡로 다른 공공원칙직제에 비해 

버교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형:녁이 컸딘 Jl1 정규입당 • 징계예비심사위의 경 

우， 한 라이깜산하 예비심사위가 징계대상당원의 품행조사를 위해 해당초급당조 

직 및 작업장 감독에 직원집회지시를 내린 것이 월권행위로 비딴당했다 18 1J 또 

예비심사위의 엽무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엽당지원에 대한 최종결정쉰을 고르 

꼼이나 라이꼼의 국으로부터 예비심사위가 넘겨받아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으 

나 예비심사위는 독립적 기관이 아닐뿐더러 초급당조직의 결정을 파기하거나 

결정을 바꾸도록 지시할 권한은 당위원회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182) 

한 예Jll 심사위는 초급당조직 당원징계결정의 부당성을 고르꽁에 건의했으나 

해당초급당조직 서기가 고르곰 국의 일원이었던 상황에서 이 제의는 ‘당연히’ 

우시되었다 183) 빼릎 오블라스뜨의 한 고르꼽 예비심사위의 경우， 고르꼼의 당 

181) Pigaleγ， “ Obshchcstvcnnye nachala γ rabotc partiinykh organov," pp. 65-66. 
182) “ O τncshtatnyl‘h partkomissiiakh (obzor pisem) ," PZh, No.9 (1 965년 5월 ) , 

p.43. 
183) Demidov & Kistenev , 잎 의 글，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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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 결정을 뼈l듭공업요부꼽이 파기한 데 만말해 모스끄바의 당중앙위 동제위 

원획에 후소한 결과 오부꼼의 결정을 먼복시킨 사례도 있￡나184) 이는 상부기 

관의 개입에 따른 극히 예외적 경우에 국한댔다. 

경제， 운화분야에서 일종의 연구 • 자문역할을 맡았던 비정규상설위와 협의펴， 

그라고 당장치 업무부담해소의 성격이 강했던 III 정규훈령관， 비정규언사 등의 

공공원칙직제는 담당업무의 성격상 III 정규예비심사위에 비해 권위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적었다. 기존의 담당정규부서가 없는 분야에 설치 

된 III 정규부서의 경우， 이흔적 3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릭 행 

사가 가능했을 것이나， 실제 실무과정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제가 갖는 한계성에 

다 당장치의 견제록 인해 정규부서의 지위， 역할에 바해 크게 뒤질수 밖에 없 

었다. 기존당장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성조직자체의 배타적 자세뿐 아니라 당업 

무경험도 별로 많지 않은데다 본 업근무시간 외에 당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 

는 비당장치당원들과 정책결정기능을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을 수용하기 힘들었 

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적 한계와 함께 당내 공공원척의 확산은 그것이 주로 정 

규당장치의 보조， 보완역할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전운당관료 외부의 일반당원 

들이 다양한 분야에 결쳐 전문지식，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이같은 보조기능이 

당장치의 정책결정에 적어도 부분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지역당조직 정 

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하부구조의 확산을 의마했다. 아울러 공공원칙운용이 장 

기화되고 비정규직제의 비중이 커질 경우 정잭결정의 하부구조에 대한 상부구 

조의 의손도가 증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기존권위구조의 질적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공공원칙의 도업이 일단 지역당조직의 당장치내 일반활 

동당원 사이의 기존위계구조변화의 시말적 둠대를 마련한 것으로는 평가돼야 

할 것이다. 

D) 지역당조직의 유대강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제에 비당장치당원이 대거 참여함으로싸 당내 공공원 

칙 도입은 지역당조직과 일반당원 및 대중간의 거리감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했 

윤 것으로 보얀다. 먼저 초급딩조직과의 관게플 보면 근무헨장의 초급당조직에 

소속된 활동당원들이 다수 비장 11-훈령관에 기용댐으폭씨 지역당조직과 초급당~ 

184) Liakhoγ， Sarafanov & Soldatoγ， 앞의 글，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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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라가지 긍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초급당조직의 내부 

실정을 잘아는 비정규훈령관들에 의해 지역당조직의 관리업무가 더 효융적으로 

수행되었을 뿐 아니라 단순한 명령하달식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방식이 지양되 

고 초급당조직의 운영싣무에 펀요한 구체적 지원활동의 여지가 전보다 늘어났 

다. 특히 당무경험이 별로 없는 소장당원이 초급당조직 서기플 맏았을 경우 비 

정규훈령관의 보조업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185) 아울러 다수의 

비정규훈령관이 초급당조직의 일반당원들간에 일종의 여론형성지도충을 이루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구체적 현장조직업무과정에서 말생하는 당원 및 비당원과 

의 광법위한 접촉은 이들의 호의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비정규훈령관이 초급당 

조직으로부터 「환영받는 손님」 또는 「펄요한 존재」로 언급됐다 186) 

마찬가지로 비정규임당 • 정제예비심사위도 초급당조직의 결정파기와 관련히1 

촉급당조직서기와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구처l 작 업우처리망식의 지도 

릎- 동해 긍정적 이마지도 구축할 수 있었고， 엽당， 정제심사대상의 개별적 검 

둠과정에서 일반당원 및 ul 당원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는 한편 교육기능도 담당 

함으로써 지역당조직에 대한 이들의 거리강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187) 징계대상자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관찰이 당의 감독기능강화 

란 측연도 지니고 있었으나 앞에서 본것 처럼 적지 않은 경우에 초급당조직의 

징계결정이 예비심사위의 건의에 따라 파기 또는 경감된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당원들 사이에 예비심사위에 대한 신뢰감형성， 그라고 더 나아가서 지역 

당조직의 이미지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다. 

비정규상설위， 협의회， 비갱규부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업무와 연결됐으며， 특히 협의회는 생산기숨분야에 집중됩으로써 생산현장의 

각종 공공조직과 폭넓은 접촉을 가졌다. 정규부서산하의 당조직사무실과 정치 

교육실도 하급활동당원과 선전담당당원을 위한 교육， 보조엽무를 수행해 역시 

지역당조직과 일반당원간의 유대감 구축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초급당조직， 일반당원， 비당원대중을 상대로 한 공공원칙직제의 

다양한 활동은 지역당조직과 이들 사이에시 일종의 중개매체로서의 연계기능을 

185) V. Kuz’ min, “Razviγaem obshchestγennye nachala," Kommunist Belorussîî, 
No.7 (July 1965) , p. :15; Tsybu l'ko, 안의 균， pp.78, 80. 

186) Kuz’ min, 앞의 긍， p.35; Pravda, 1962. 1. 7, p.2; T. Saγel’eτ， “ Opiraias’ na 
aktiγ " Kommunist Moldavii, NO.9 (1 960'견 9원)， pp.53• 54. 

187) Praνda， 1962.2.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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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함으로써 기존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당조직의 대중적 영향력 확대， 그 

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당의 사회적 기반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 

이 다. 만면에 지 역 당장치 관할업 무에 참여 할 활동당원들과 초급당조직 지 도부 

간의 마찰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고， 아울러 공공원칙에 의해 비정규자격으로 

나마 일단 지역당장치 수준으로 지위가 상승된 한정된 규모의 활동당원들과 일 

반당원 및 대중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간격이 형성될 여지가 마련된 것도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 전문당관리 양성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원칙직제 션치， 운용과정에서 인력충원시의 기본적 고 

려사향으로 생산 • 전문직종의 설무지식구III 와 미래의 당료양성을 위한 청년당 

원의 기용이 튜히 강조되었다. 따라서 공공원칙 참여당원의 전문직종이 아주 

다양화되고 교육수준도 상당히 높았으며 업무성격상 떤작은퇴당원이 다수 참여 

한 III 정규엽당·징계예 III 심사위블 재외하고 청 ·중년층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비정규훈령관의 경우， 60년 후반 라시아공화국 전체 바정규훈령관의 83%가 

고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이수했고 거의 절반은 전문직 종사자였으며 80%는 

40세 이하의 띤령층에 속했다 1881 공공원칙이 급속히 확산된 62년 초에는 소련 

잔국의 8만 3건여명의 III 정규-훈랭관 가운데 50% 이상이 고등교육 또는 준고등 

교육을 이수했으며 각 장저1 분야의 전운가가 40%플 차지하고 있었다 1891 비정 

규예비심사위 구성의 한 예플 보면， 우끄라이나공화국 끼에프 오블라스뜨의 고 

르꼼， 라이꼼에 섣치된 42개 심사위의 350명 당원 가운데 35%가 고등교육 또 

는 준고등교육 이수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근 25%는 공업， 농업부문의 전문가늘 

로 이루어졌다 19이 또 비정규부서의 한 예로는 까자흐공화국에 설치된 350여개 

비정규부서의 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2명이 고등교육， 그리고 154명이 준고 

188) Efremoγ， 앞의 글， p.9. 
189) Pigalev, “ Obshchestvennye nachala γ rabote partiinykh organoγp.61. 비 정 

규훈령관의 이같은 교육수준은 전체 일반 당원에 비교해 훨씬 높았고， 투표권이 
부여된 채 22차 당대회에 참가한 각 지역당 대표들의 수준과도 맞먹었다. 일반 당 
원의 경우 61년 7원 1연 현재 고등교육이수자는 전체 당원의 13%, 고등교육중퇴 
및 중등교육이수자는 29.6%에 그셨고 22차 당대회의 4 ， 408명 투표권부여대표 가 
운데 고등교육， 준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이 수자는 각각 2， 312명 , 230명 과 665영 에 
달해 전체 대표의 72.8%가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였다. “KPSS γ 
tsifrakh (l956~1961gg.) ， " p.48; Pravda, 1961. 10. 22, p.6. 

190) Sytnik & Nizhnik, 앞의 글，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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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70%에 해당하는 227명이 전문 전체의 이수했으며 。r 
i 

t 

짧
 

중
 과

 

t 
r u 

비교적 젊은 층의 활동당원이 비정규직 

이들이 공공원착하에 직접 지역당업무릎 

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 

이처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중심대상이 펀 

당무경험 및 관련전문지식의 축적과 시야의 확대를 통해 정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였다. 이에 따라 공공 

‘당관료양성학교’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일정기간 비정 

당， 소비에트의 전문관료 또는 상위직， 그리고 경제， 문화 

7J 。
?‘-c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당관료로 성장할 수 

일종의 

참여한뒤 

제 인적 구성의 

원칙직제는 

규직제에 

기관의 책임직으로 승진기용되는 경우가 자주 언급되었다. 

지역당위원회위원이 많이 참여한 부서급의 비정규직제보다 초급 

당조직 수준의 활동당원이 대거 진출했으며 지역당장치 권력위계질서의 하부구 

조를 이푼 훈령관수준의 공공원칙직제에 특히 많이 나타나， 상당수의 비정규훈 

령관이 거대 초급당조직의 서기， 정규훈령관， 소비에트집행위 정규직으로 기용 

되거나 공장， 기업 등 경제조직의 상위직으로 승진했다. 

승진사례는 

라이끔에 소속된 바 

정규훈령관 가운데 당조직의 책임직에 진출한 98명을 포함， 총 181명이 62년에 

상위직으로 승진했고， 러시 아공화국 깔리 닌 요블라스뜨도 61"-'62년동안 1백여명 

일례로 우끄라이나공화국 도네츠끄오블라스도의 고료꼼， 

의 Bl 정규훈령관이 땅， 소비에트 및 경제기관의 젝입직에 진출했다 192) 이외에 

비정규훈령관에서 훈령관이나 부서플 거치지 않고 곧바록 당위원회 서기로 선 

출되는 사례도 돼 있었으며， 간흑 라이꼼의 제 2 서기로까지 피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193) 

관계소련자료에 바정규훈령관외 다른 공공원칙직제 참여당원의 승진케이스는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우끄라이나공화국 로브노오블랴스뜨의 한 라이꼼산 

에스또니아공화 

기계제조공장 

선출되고 

한 위원이 대규모 

하 비정규공업-교통부의 부장이 라이꼼 제 2 서기로 

국 말린시의 깔리난라이꼼산하 기술협의회의 

191) “Obshchestγennye nacha1a γ partiinoi rabote," PZh Kazakhstana, NO.2 (1962년 

2웰)， p.4. 
192) Tsybu1’1m, 안의 달， p. 95; Zhe1ezin, 안의 글， p.21. 
193) Bubnoγ， 앞의 책， p.18; V. Kokhanskii , “Obshchcstvennyc nacha1a v partiinoi 

rabote," Kommunist Moldaνii， No.9 (1 961년 9원 ), p. 50; 1. Kozyrenkoγ， 

“Tτorcheskaia aktivnost’ kommunistov," Partiiηaia rabota ηa obshchestνennykh 
lIachalakh (Saransk: MordoγskOE) knizhnoe izdate l' stγ0， 1962)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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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으로 발탁된 사례 가 있 었다 1941 

이와 같이 당내 공공원칙직제의 확산은 미래의 전문관료육성에 기여할 수 있 

었고 단장치 외부의 일반 활동당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격적인 당료진출 또는 

전문분야의 상향이동에 한 주요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 

당조직 이 정 규당장치 및 다른 분야의 주요직 후보자를 포함한 기 본 노벤끌라뚜 

라 외에 일종의 진급예비대상자들의 명단인 ‘등록노멘끌라뚜라’ (registration 

nomenklatura) 릎 이미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위， 정규직 진출대상자 

는 이 명단을 중심으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상당히 한정적이었을 

것 으로 보인 다 1951 

F) 공산주의자치발전 

공산주의 자치 (kommunisticheskoe samoupravlenie) 가 당내 에 서 는 궁극적 으로 

당무처리플 본업으로 하는 전문당관료 대신 생엽이 따로 있는 일반당원들이 모 

는 당엽무를 담당하는 상태를 지향한다고 전제할 때， 공공원칙에 따라 다수의 

당원대중이 무보수， 자발적 정신에 입각해 직접 지역당업무에 참여한 것은 당 

내 민주주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자치요소의 증대를 의미했다. 따 

라서 정규당장치의 축소와 벙행해 당내 공공원칙이 지속적으로 확산완 것은 원 

흔적으로 공산주의자치를 향한 단계적 진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꼬즐로프는 당장치가 당무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또 계속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공산주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엽무는 전문직 업적 성격을 계속 상실하고 대신 공공적 (obshchestvennyi) , 자 

주활동적 (samodeiatel'nyi) 성 격 을 따 게 될 것 이 라고 지 적 했다 1961 22차 당대 회 

를 계기로 당내 공공원칙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당업무의 기본l'I1 중이 다 

수 활동당원의 어깨위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1971 이와 함께 공 

공원칙 에 입 각한 노동이 사회 주의 적 노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적 노동으로 넘 어 가 

194) Vivdychenko, 암의 글， p.14; Meister, 앞의 글， pp.40-41. 
195) I등록노벤끌라뚜라」에 대 해 서 는 Voprosy partiinogo stroitel’stva (Leningrad: 

Lenizdat, 1962) , p.336, Philip D. Stewart, Political Power in the Soviet 
U써on. A Study 0/ Decision.making in Staliηgrad (Indianapolis & NY: Dobbs. 
Merri1l, 1968) , p. 121. 또한 Bohdan Harasymiw, Political Elite Recruitment 
iη the Soviet Union (London: Macmillan, 1984) , p.128 참조. 

196) Kozlov, 앞의 글， p.16. 
197) D. Chesnokov, “ Vnutrennaia zhizn’ partii i kommunisticheskoe samoupraγlenie，" 

PZh, No. 21 (1964년 11월)，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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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무로 해석되어， 당내 공공원칙의 확산은 참 

여활동의 노동본질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적 노동행위에 바탕한 자치사회로의 이 

행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81 

따라서 이론적￡로는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 및 확산은 신당강령에 제시된 공 

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실제 

운용과정을 볼때 여전히 기존당장치가 당업무의 주도권을 행사했으으로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과 보다는 공산주의 자치를 향한 새 단계 

로의 진입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공공원칙의 도입a로 당이 그 내부 생활에 있어서 국가， 공공조직의 모염을 

보여야 한다는 흐루시초푸의 22자 당대회 발언과 신당강령의 지침은 이미 21차 

당대회 직후 한 고위 당간부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1991 이는 권랙엘리트들의 

집합체란 기본 성격 때운에 당이 실제 공공원칙 적용에 있어서 소비에트와 다 

른 공공사펴조직에 닙l 해 상당히 처질 수 밖에 없던 상횡에서 공공원칙확산의 

동팩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어서 당의 역할증대 및 공산당 

의 ‘잔인민당화’라는 기본노선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이념적 토대 구축 및 명분 

제공적 성격을 지녔다. 

vn. 흐흐루시초프하의 당내 공공원칙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스딸린 사후 초기지역당조직 개학작업의 연속선상에 

198) 소련학자들에 따르면 「사회 주의 적 노동」은 사회 전체 를 위 하는 동시 에 우선적 으로 
각 개인의 생계수단￡로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물질적 유엔에 기초하는 유급노동의 
성격을 지니며， r공산주의적 노동」은 우보수， 자발적 정신에 기초한 각 개인의 최 

고공공의우이자 필요인 동시에 생활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관습으로 이해되고 있 

다. r공공원칙노동」은 우보수이며 울칠동기보다는 도덕적 동기에 근거한다는 점에 
서 사회주의척 노동과 다르고， 공산주의적 노동이 우보수띤뿐 아니라 사회의 유일 

한 보펀적 형대의 노동인 것에 비해 유급노동에 대한 보조형대란 점에서 공산주의 

적 노동과도 구별되고 있다. E.A. 1γanov， “ Rol ’ truda obshchestγennykh 

nachalakh γ stroitel' stγe kommunizma," Voprosy filosofii , NO.1 (l964년 1휠)， 

p.12. 
199) 59년 중반 당중잉위산하 리시아공꾀 국 당조직과장으로 있만 추마예표는 21 자 단대 

폐 이후 사꾀 전만에 걷쳐 자발적 공공엽무 참여가 측구되는 가운네 당내 민주주 

의 발잔과 관련해 힐반 당원의 직정 당무담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당 

내 민주주의의 증대로 “당의 내부생환이 정정 더 공산주의 자치의 원형이 될 것” 

이며 “당조직 엽무 스타엘은 국가 및 공공조직의 모델로서 그 충요성이 증가한 것” 
이 라고 지 적 했 다 Churayeγ， 앞의 글， 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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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있， 

정섹시행의 초기단계에서 말 

일반활동당원의 정 규당무담 

공공원칙의 

어서 일정부분 상당한 성과플 거두는 한편 

이는 흐루시초프 득유의 충동적 정책수행망식 

생하는 제도화 과정상의 시행착오외에 무엇보다도 

당에 대한 기존지역당장치의 저항 및 불신에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원칙의 여러 목표 가운데 지역당업무보조 및 부당해소， 

성과 같이 정규당장치의 지위플 강화시키거나 직접 크게 건드리지 않는 부문에 

서는 공공원칙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올린 반띤， 당조직의 내부권위구조에 

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증대， 공산주의자치 발전 등의 분야 

당관료양 

본질 

아울려 드러냈다. 

천명완 구체적 목표 도입은 공식적으로 

본질직안 한계도 

pl 
^ 

추진된 당내 서 

측면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질적 변화를 위한 계 

말해서 기존의 지역당장치와 관련시켜 볼때， 딩내 

형식적 

다시 

에서는 주로 양적， 

기제공에 머물랐다. 

공원칙 

~ 

õ 

동시에 표
 

모
 
「, 서로 상충되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도엽은 당장치에 대한 지원과 약화라는 

자체기능에 수용 

거부했던 것이다. 당내 

후루시초표가 추진 

요소는 

요소는 

추구한 것이 되고， 지역당조직은 

하는 한편 기득권의 약화， 상실로 이끌수 있는 

공공원칙이 지니는 이같은 내부모순적 측면은 

공산당 

스딸린사푸 

스딸린사후 

갚
 

샤
얘
 
앞
 

루
 
진
 

-
흐
 즈
。
 

보았듯이 

일체감 

했던 공산당개혁정책의 내적 갈등 요소와 직결된다. 

앞에서 당내 공공원척 도엽의 기본 배정에서 

주도에 의한 경제근대화와 대중참여확대를 통한 

‘동원 화 이 후’ (post-mobilization) , ‘포 

섭’ (inclusion)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소련체제에 있어서 동치 정동성의 

지}확렵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 이는 바로 스딸린 유산의 극복을 위한 

공산당 자체의 개핵과 연결돼 한편으론 당의 지도적 역할 재정렴과 다른 한펀 

그리고 당과 대중간의 거리강 해소블 

r): 그; 
J-~ ‘체 제 관리 ’ (system management) , 

공산당의 으흔 당장치 와 일반당원， 

사회적 기반 확대라는 기본방향섣정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목표는 구체적 개혁작업에 들어가는 시초부터 상호간에 

풍한 

二l
L. 

200) 핵연 이후 소련체제 발전파정에 있어서 스딸린 사후 흐푸시초프 치l 제의 기본 성격 

에 대 한 이 같은 이 해 는 각각 A. Dallin & G.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670) , 6장(동원 
페 이 후 단체 ); Alfred G. Meyer, “Authority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Lewi3 J. Edinger 편 , Political LeadershiP η Iηdustrialized Societies (NY: 
Jolm Wiley & Sons, 1967) , pp.84 • 107 (세 재 관리 단계 ); Kenneth Joπitt， “In
clusion and Mobilization in Europcan Leninist Regimes," World Politics, 
XXVIII란 l 호(1975년 10원) , pp. 69-96 (포섭단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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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회복 빚 증대라는 

첫번째 과제의 살현을 위해시 흐루시초프는 일단 스I날린치하에사 제도적 위상 

이 크게 변질， 약화되었던 공산당의 권끽실체로서 당장치의 지위강화플 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울러 당이 주도하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정통성 창출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설정되연사 실제 담당세력으로서의 당장치의 역할증대는 펄연적 

요챙이었다. 반면에 공산당의 사회적 기반확산을 위한 공공참여의 증대는 그것 

이 형식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내용을 지니려면 당장치와 일반당원， 그리고 당 

과 인민대중간의 기존권위관계에 상딩한 질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양대목표의 맹행적 추구애 있어서 흐루시초프는 두 지향노선 

사이의 기본적 상충현상에 직띤해야만 했다. 핵심적 이슈는 당장치의 재강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제도적 배타성의 증대와 당장치-일반당원 대중 

간의 간격해소에 수반되는 후자의 상대적 지위부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가 하는 것이었다. 

통상적 으로 계 승기 또는 부상기 (1953"-'57) , 지 배 기 (1958 ,,-,60) , 좌절 • 반응기 

또는 혼란기 (1961 "-'64)의 3국면으로 구분되는 흐루시초프 통치기를 공산당 개 

혁정책과 관련시켜 볼때 201)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재확립과 사회적 기반확산 

이라는 양대목표는 3국연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추구됐으나 각 국면에 있어서 

양대지 향노선의 상호관계 및 갈등 양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스딸린사후부터 흐루시초프의 지도층내 우월적 위치가 확보되는 제 1 국면 

(1953 ，，-，57) 에서 지도층 내부의 권력투쟁과 관련돼 추진된 공산당의 주도적 위 

치 재정립과 사회적 기반확대블 위한 일반 당원 및 근로대중의 참여증대는 양 

자간의 갈등적 요소가 표면화되지 않고 대체로 서로 분리련 상태에서 병행적 

201) 예컨대 브레슬라우에는 계승기 (political succession) , 지배기 (ascendant) ， 좌절

반응기 (frustration and reaction) ..Q..로 나누고 있으며 [G.W. Breslauer, Khrushchev 
aηd Brezhηev as Leaders: Buildiηg Authority in Soviet Poli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 2-7장J ， 스튜어 트 등은 부상기 (rise) , 지 배 기 
(ascendancy) , 혼란기 (time of trouble)로 구분하고 있다[P.D. Stewart, R.L. 
Arnett , W.T. Ebert, R.E. McPhail, T. L. Rich & C.E. Schopmeyer, “Political 
Mobility and the Soviet Political Process: A Partial Test of Two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νiew， LXVI권 4호(1972년 12월)， pp.1269-1290J. 
한연 커닝햄은 주로 탕장치의 공업행정기능 및 조직 변화와 관련해 보수적 쿠조 
조정기 (1953년 3월 ~1958년 가을)， 보수적 구조 조정의 보완 • 강화기 (1959년 ~1962 
년 가을， 최후의 제도활성화 시도기(1962년 11웰 ~1964년 10월)로 나누고 있다. 

Conyngham, 앞의 책， p.65. 여기서는 당개혁 전반의 맥락에서 탕내 공공원칙을 
다루기 위해 통상척 시기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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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언다. 

후루시초프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재확보를 위해 각 수준의 당위원회 총회 

맞 당 전체회의의 정규화블 통한 당의 제도적 위상 휘복과 함께 최고권덕기구 

인 당중앙위 간부회 내의 당조직 담당얀사의 다수화， 비밀경찰， 국가행정기구 

등에 대한 당조직의 우월성 확보를 동해 당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 작엽은 

베리 아숙청， 20차 당대회블 거친뒤， 연방 및 공화국의 내각 행정부처를 대부분 

폐지한 57년 5월의 사브나르호즈개혁과 이와 관련돼 전개됐던 57년 6월의 「만 

당그룹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53년 9월의 중앙위 총회를 시발 

로 경제관리에 있어서 당역할의 증대가 공식화되고 이블 위해 당업무방식의 변 

화 및 전문설무인력의 당조직 보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스말런사후 소련 

체제의 주관리자로서 당의 위상이 확핍되되었다. 

한편 당장치-일반당원， 당-인민대중간의 간격해소플 위한 작업으로는 노동 

자， 농민층을 중심으로 한 당충원 확대플 배경으로， 당내 민주주의 증진， 지역 

당 조직의 탈관료주의화， 일반당원 및 근로대중의 창의성과 자주활동증대， 당 

과 대중과의 유대강화 등이 강조됐다. 

스딸린사후 초기의 지역당조직개혁도 이같은 기본틀 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탕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 두 지향노선간의 상충요소가 부분적으로 모 

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전면화 되지는 않고 있었다. 첫째， 양대노선의 개혁작 

업， 특히 당의 사회적 기반 확대작업이 그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갈 

등- 관계가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이행과정을 펼요로 했고， 따라서 

상당기간 동안의 분리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째， 양대노선추구에 

있어서 당의 사회적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일단 스I날련 치하에서 제도적 위치 

가 크게 약화됐던 당의 지도적 역할 회복이 일차적 전제로 설정돼야 했고， 따 

라서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일반당원 및 근로대중의 참여증대는 체제 관리자로 

서의 공산당， 튜히 당의 제도적 설체로서의 당정치의 위상정럼에 대해 칼등이 

나 대랩적 측면이 일단 유보되는 양태플 보였다. 

양대노선간의 이갇은 상호관계는 제 2 국면 (1958"'-'60) 에 들어와 본질적 변화 

를 겪게 딘다. 제 1 국면에서 일단 당의 지도적 역할이 확렵된 이후 단장치에 

부여된 과제가 당의 지도적 역할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관리체제의 효융화， 

합리화로 제시된 가운테， 이제 재규정판 단의 위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반확 

대를 위한 일종의 민중주의적 개핵노선이 중심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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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가입이 더욱 급속히 늘어났고， 21차 당대회의 대중참여노선에서도 찰 

드러나듯이 당， 국가， 공공조직， 생산현장 등 사회 여러 부문에 전처 인민대중 

의 창의성， 적극성에 임각한 광L닙위한 자발작 참여의 확대가 촉진되었다. 

바로 이같은 기본맥락에서 일반당원의 적극적 당우참여에 입각한 당내 공공 

원칙이 공식 도임되었다. 따라서 지역단조직의 공공원착실시는 앞에서 본대로 

지역당의 당장치축소와 엽무부담증대 시-이의 상충요소룹 일반활동당원의 당무참 

여 확대를 통해 히l 소하면서 아울러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원칙플 강화시긴 

다는 구체적 계기에서 비롯된 동시에， 대중참여를 통한 당장치-일반당원， 덩

대중간의 거리감 해소라는 흐루시초프 통치 제 2 국변의 당개혁작업의 기본흐름 

안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 1 국면에서 공산당의 주도적 위치 재확립과정을 거치면서 소련체제 

의 핵심적 권꽉섣체로 부상한 당장치의 제도적 배타성은 제 2 국면의 대중참여 

확대에 따른 일반당원 및 근로대중의 상대적 지위부상과 펄연적으로 상충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셔 제 1 국면에서 유보됐던 당개혁의 양대지향노선간의 긴장 

관계가 제 2 국면에서 표면화로 발전했다. 이같은 기본적 갈등 상황에서 단장치 

는 자체의 지위약화에 대한 거부와 자항으로 나왔고 이는 공공원칙도엽， 운용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에 대 한 흐루시 초프의 반응은 제 3 국면 (1960'"'-'64) 에 서 당장치 의 자기 강화 

적 배타성에 대한 정식 도전으로 나다났으며 22차 당대펴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되었다. 그 기본명제는 흐루시초프가 당대회 신당강령보고연션에서 공산당발전 

의 3대 주요 노선으로 제시한 당역할증대， 당-인민간의 연대강화， 당내 민주 

주의의 한층 더한 발전에서 찰 나타나듯， 공산주의사회건섣에 있어서 당의 지 

도적 역할은 더욱 증대하나 이는 당장치의 배타성을 전제로 한 역할증대가 아 

니라 일반당원과 인민대종의 참여확산에 바탕을 둔 ‘전인민당’으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의미한다는 갓이었다 ::!02) 이와 함께 레닌주의적 집단지도원착의 실천， 

202) 3대 기 본노선은 Materialy XXII s" ezda, p. 225. 
신당강령은 공산주의 사회 건섣에 있어서 당역할의 증대 요인5'..로 CD 공산주의 건 
성 과제의 범위와 꽉집성 증가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정치， 조직적 지도럭 요구 
@ 대중의 창조적 활동 증rlj 빛 근로 인민의 국시， 생산관리 참여 @ 사펴주의직 
인주주의의 한층 1:'1 한 발전， 공공조직의 역할 증진 및 연방공화국， 지방조직의 권 
리확대 @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과 이의 창조적 게말 맞 선전의 중요성 증가， 근 

로인만의 공산주의 교읍향상 맞 인만 내부의 파거 유산 척결의 펠요성을 듣고 있 
다. (Materialy XXII s" ezda, p. 424). p. 424). 그라 고 선정 관은 공산당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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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세력의 당지도기관 영업확대， 노 • 소연령충 당관료의 적절한 조화 및 지나 

친 개인권넥짐중 가능성의 배제플 위한 한 방편으로 중앙위에사부터 초급당조직 

에 이르는 모든 산출딩기관의 구성원에 나1 해 일정 u]-i윤의 정규교체가 신당강령 

과 정관에 의무화펀 것도 당장치의 득권적 지위에 커다란 침해요인으로 작용 

했다 2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흐루시초프는 22차 당대회 중앙위보고연션에서 당내 공 

공자치확산 및 대중과의 유대강화와 관련해 “당의 활동분자대열은 증가하는 한 

펀 당장치는 부단히 축소될 것”이라는 당내 공공원척의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지역당조직의 최고행정직인 당위원회 셔기까지 공공원칙직제안에 포함시켰먼 

것이다 204) 

흐루시초프가 공공원칙 적용대상플 라이꽁， 고르꼼의 하위지역당조직에 국한 

시킨 것， 그라고 신당정관의 관련 내용에서 그가 언급한 서기직이 공공원칙직 

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내 공공원칙도업에 대한 기존 정규당장치의 강력한 

반발에서 비릇된 하나의 양보로 간주되나， 제 2 국면에서 당장치의 배타적 자세 

와 일반딩원 ·대중의 지위부상 사이의 대럽으로 표면화판 당개혁작업의 원초적 

딜레머에 직변해 흐루시초프는 제 3 국면에서 당의 사회적 기반 확산이라는 목 

표에 맞추어 제 1 국면의 결과로 나타난 지도적 역할 담당설체의 성격을 재규정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때 흐루시초프하에서의 당내 공공원칙 살시는 도입， 운용과정에서 

당개혁작업 전반의 기본성격변화에 따라 그 의마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펀다. 

즉 58년 9월의 시행령에 따라 최초의 당내 공공원칙직제로 비청규훈령관이 도 

입되었을 때만 해도 당장치와의 갈등요소보다는 일반활동당원의 참여증대와 병 

행한 보완적 역할에 일차적 비중이 주어진데 비해 21차 당대회 이후 당내 공공 

원칙의 확산과정에서 기존당장치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자 이의 부분적 수용 

과 함께 22차 당대회에서 공공원칙이 지역당조직의 공식의무사항으로 규정되면 

서 일반당원의 지위부상에 의한 당장치의 배타성 극복 맞 권위구조 변화로 비 

중의 중섬이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배타적 권위질서와 기득권의 수호 

자세플 보인 당장치의 지항으로 인해 흐루시초프의 이같은 시도는， 당관리의 

인민딩」화 배경으로 소렌 사회내의 착취계급의 소떤， 소련사펴의 도덕적， 정치적 
언치단견 맞 사회주의의 최종 완전 승리플 꼽고 있다. (갇은 책， p. 42~) 

203) 갇은 책 , pp.425-6, 436-7. 
204) 같은 책 , p.102. 



218 

정기교체의무화， 62년 11월의 지역당조직이원화개편 등의 여러 개혁조치에 대 

한 당장치의 칩합적 만말의 걷과로 64년 10 웰 그가 살각할 때까지 싣갚적 겸싣 

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펀다. 

흐루시초프가 21차， 22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중주의적 당개혁의 일환으로 

서 당내 공공원칙을 의도했다면 그 예상성과가 지니는 원초적인 한계는 흐루시 

초프 자신의 이념적， 실천적 한계와도 연결된다. 실천적 한계를 먼저 보면， 스 

t달린사후 소련체제의 전반적 개혁노선과 관련해 지도충내 권력계승투쟁이 전개 

되었을 때 흐루시초프가 제 1 인자로서의 개인적 지위와 체제관리자로서의 공산 

당의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지역당장치 지도층의 지원이 견정적으 

로 작용했다. 따라서 당내 공공원척의 확산에 대해 지역당장치가 거부자세로 

나왔을 때 당장치의 배타성에 맞선 흐루시초표의 민중주의적 대처는， 공공원칙 

이 주로 하위지역당조직에 살시되었을지라도 응접적 권랙실체로서의 당장치의 

본질적 속성을 감안할 때 흐루시초프에 있어서 핵심적 정치권력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아울러 흐루시초프의 ‘사회주의적 민중주의’는 그 자체의 이념적 한계로 인 

해 민중주의 본연의 잠재적 역동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소련사회조직 

의 최고형태， 인민의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은 흐루시초프에 있어셔 정부기관처 

렴 법규적 약정의 결과가 아니라 인민의 ‘도덕적 요인’ (moral’nyi faktor) 의 제 

원칙으로부터 발전하는 존재였고205) 이를 전제로 한 당의 지도적 역할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사회 생 활에 대 한 ‘조직 자’ (organiza tor) 로서 의 기 

능이 었다 206)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내의 ‘무조직성’ (neorganizovannost’)과 

‘표류’ (samotëk) 는 일차적 극복대상으로 부각되었고， 민중주의적 요소도 당에 

의해 조직되고 지도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본질이 기본적으로 제약되지 않 

을 수 없었다.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흐루시초프는 공공원칙이 대중의 창의성 

205) 영 국 「다엄 즈」지 매 도난드 편 집 인 과의 58년 1원 31언 대 당. Pravda, 1958.2. 16, 
p.2. 

206) I조직 자」로서 의 당역 한에 대 한 흐루시 초프의 강조는 22차 단대 회 이 후 공산주의 

건션에 있어서 당역할의 증대와 함께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62년 11월 중 
앙위 총회 연 션 (Pravda, 1962.11.20, p.8) , 63년 3원 리 시 아공화국 농엽 관계 자회 

의 연 섣 [Stroitel' stvo, 제 7 권 (Moskva: Gos. izd. pol. lit. , 1963) , p.471], 63년 
4원 의 러 시 아공화국 공 엽 관계 자회 의 연 션 (Pravda, 1963.4.26, p.5) , 63년 12원 의 
중앙위 총회 펴l 화 연설 (Stroitel' stvo, 제 8 권， 1964, p.380) , 64년 2윌 농업관계자 

회의 연션 (Stroitel’ stvo ， 제 8 권， pp.497, 504) , 64년 7월의 폴랜드 정부수렵 20주 
년 기 념 연 설 (Praνda， 1964.7.2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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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원칙 민주주의적 수단임을 

이 더 말진할수룩 단， 국가의 지도수준도 다 

과 적극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않았으나 다른 

연멍했단 

궁극적 오로 이 는 공산당의 대 중정 당적 요소를 결코 간과하지 

한면으폰 대중의 자말성 (stikhiínost’)에 대한 불신으로 당전위에 의한 밖으로부 

터의 계급의식주엽을 강조했던 혁명이전의 레닌으로 거슬려 올라가며， 어띤 의 

미에 있어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일보전진 이보 후되』에서 드러난 

전위당과 대중정당 사이의 갈등의 흐루시초표적--혁명후 45년간의 일당통치 

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근대화와 체제관리의 주담당자로서의 당의 지도적 역 

할이 재확랩련 상황에서--표현이었다 208) 이런 배경에서 당내 공공원칙이 대 

규모로 확산되는 가운데도 당내 민주주의 확대는 결코 중앙집중제와 모순되지 

높아칠 것”이다고 

다 207) 

않을 뿐더려 “중앙접중 없이는 당은 당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 

공공원칙 발전에 따른 당조직구조· 엽무의 중앙집중제 폐기가능성도 당 

의 지도적 역할 수행과 상치된다는 이유로 단호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209) 

었으며， 

소련 전역의 지역공산당조직에 광뱀위하게 도엽 

스딸린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된 당개혁작엽의 

실시되었다. 1958년 9월의 비정규훈령관 섣치에서부터 시작해 21하， 

22차 당대회플 거치면서 지역당위원꾀의 ul 전임서기， 비정규상섣위， 협의회， 

비정규부서， 그리고 초급당조직서기협의훼에 이르기까지 지역당조직의 종적 위 

계구조 전반에 결처 확산된 당내 공공원직은 당장치에 속하지 

말 으
 며 

맺 VlII. 

흐루시초프 집권 중반기부터 

되었던 당내 공공원칙은 

일환으로 

않는 활동당원과 

자딴적 

207) 63년 2월 모스끄마시 깔리년 라이온 유권자 정회 연선 . Pravda, 1963.2.28, p. 1. 

208) 이와 관련해， 혁명전 직엽혁명가， 덩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적극적S로 현동했던 
볼셰비끼， 앤만 노동자 당윈으로 이루어졌던 단 구성원의 3범주가 혁명 이후에도 
천엄 당관리， 국가 • 공공기관의 요직 종시당원， 연반 근우처의 팽던원으로 이어졌 
다는 럭 비 의 지 적 은 대 단히 시 사적 이 다. Thomas H. Rigby, Communist Party 
Membership η the USSR , 191ì~ 196ì(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 p. 8. 

209) N. Lomakin, “o leninskikh normal‘h partiinoi zhiznì," PZh , No.7 (1963년 4 
월)， pp.18• 19; V. Klochko, “ Leninskii printsip demokraticheskogo tsentralizma," 
PZh, No.140963년 7월 ), pp.27-28. 

이들 일반 평당원을 지역단엽무에 대거 끈어들임으로써 그 절정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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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규 당우참여자가 정규당장치의 규모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다. 

주로 하위지역당조직인 고료꼼과 파이꼼윤 중심으로 살시되었던 딩내 공공원 

직은 휴루시추푸의 당개꽉정젝 전반의 기봄1상향 및 지역당조직의 역할과 관련해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목표플 동시에 추구했다.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연관된 당내 공공자치요소의 증대， 정치 • 사회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증대와 대중참여확대에 의한 정규당장치와 일반당원， 대중간의 격차해소 및 공 

산당의 사회적 기반 확산， 행정 • 관리면에 있어서는 당장치축소와 경제관리의 

중요성 증대에서 비릇된 지역당조직 업무부담의 경감， 실무전문인력의 당업무 

보조 및 예비당관료의 양성 등- 다목적 71 능을 지난 당내 공공원칙은 행정 • 관 

리측면의 지역당조직보조， 지원기능은 상당히 섣질적 성과플 올렬수 있었던 반 

면에 기존당장치의 지위위협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했던 정치 • 사회， 이념적 

측면의 목표는 공공원칙도입 자체가 수반하는 부분적 성과와 시 t괄적 계기부여 

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흐루시초프의 당내 공공원칙도엽이 지난 근원척 한계와 함께 

배타적 권력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지위약화를 수용하려 하지 않은 지역당장치의 

반발과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스딸린사후 흐루시초프의 당개꽉 전반과 관 

련시킬 때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흐루시초프는 스딸린사후의 소련체제가 ‘동원’ (mobilization) , ‘체제구축’ 

(system.building) , 또는 ‘공고화’ (consolidation) 단계 에 서 벗 어 나 ‘동원 이 후’ , 

「체제관리 J ， 또는 「포성」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스딸련치하에서 누적렌 

신변안전， 정치참여， 사회 • 경제복리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욕구의 적철한 수 

용을 세 단계의 주요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딸린 개인독재체제 

에서 제도적 변질을 겪었던 공산당의 위상 재정렵과 연결돼， 정통성 창출 질체 

로서의 공산당 주도 아래 사회 각계의 더 광뱀위한 그룹이 체제발전에 함께 참 

여 한다는 기 본개 혁 구도로 나타났다 21이 즉 흐루시 초프에 있어 서 공산당은 소련 

체제의 주관리자라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회변화의 객관적 요구 

사항에 대해 구조， 기능적 적응력을 보유한 단력적 통치섣체플 의미했다 211) 

210) 흐루시초프는 득히 농민층윤 비풋해 스딴렌 치하에서 통치기재로부뎌 소외꾀였던 
여러 사회 칩단윤 체제관리 체계내로 끌어플여 연대의식과 합의에 기만한 새로운 
정치 공동채플 형성， 이 마당에서 공동체성원 모두가 공산주의사꾀 건씌로 함께 

나아간다는 이상주의적 비전윤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G.W. Brcslauer, Between 
Socialism aηd Communism , pp.27-55 참조. 

211) 이갇은 맥락에서 소련체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산단의 적응문제블 다푼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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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내 공공원칙 실시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흐루시촉표가 공공원 

칙을 도입하면서 기존당장치에 던진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스 

딸린의 사망으로 체제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이 때까지 소외되었 

던 딩원대중을 동원해 관리책 임이 더 무거워진 당장치의 부담을 덜어줄 터이니 

대신 이로부터 비롯되는 득권적 지위의 약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당내 

공공원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흐루시초프의 이 메시지에 대해 당장 

치는 배타적 권랙실체로서의 지위유지가 다른 고려사항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응답했다. 

당장치의 이갚은 반발은 기존 권위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이익에 대한 현 

실적 고려뿐 이니라 20년대 푸반 이래 국가주의적 방식하의 급속한 경제근대화 

과정에서 확럼펀 관료적 행정 • 관리기제 및 행동양식체계， 즉 일종의 ‘장치문 

화’ (apparatchik culture) 또는 ‘관리 문화’ (administrative culture) 가 하나의 기 

저요인으록 작용했다 2121 즉 공산당의 체제적응랙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 

적 개혁으로 시도된 흐루시초프의 당내 공공원칙도입은 자기 보존논리에 충실 

한 ‘장치문화’의 경직성을 극복하지 옷했던 것이다. 

흐루시초프의 뒤를 이은 브레즈네표 정권은 정권 자체가 당을 중심으로 한 

흐루시초도의 재반개혁조치에 대한 반말의 견과로 수핍되었고， 따과서 체제관리 

의 기본방침으품 “간부요원에 대한 웬전한 신뢰 "(polnoe doverie k kadram) 가 

천명된 것은 어쩌띤 당띤한 현상이었다 2131 이같은 기본 전제하에서 브레즈네 

프정권은 당장치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했던 흐루시초프의 ‘주관주의’， ‘주의주 

의’적 개혁방식을 배척하고 ‘과학적 접근방법’에 바탕을둔지도적 역할의 강조 

로 나아갔다 2141 아울러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산당과 그 당료들의 지도적 역할 

예 로는 Ronald J. Hi1l, “ The U.S.S. R. Social Change and Party Adaptibility," 
Comparative Politics, 17권 4호(1985년 7원)， pp.453-471. 엘당통치하에서 지배 
정 단의 체 제 적 응에 대 한 엔 1간콘적 분석 은 Charles J. Nagy, Jr. Political Parties 
and System Flexibility C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1) , 
r. H, m.Y 장 참도. 

212) r장치 문화」의 소련 정 치 발천 저 해 에 대 한 대 표 적 논의 는 R.J. H i1l, “ Soviet Political 
Deγelopment and the Culture of the Apparatchiki,'’ Studies η Comparatìve 
Commuηism ， XIX쉰 1 효(1986년 감)， pp.25→39와 갇은 필자의 “ The Apparatchiki 
and Soγiet Political Deγelopment，" Peter J. Potichnyj 펀 The Sovìet U:ηìoη: 

Party and Socìety C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pp.3-25 참조. 
213) 브레 즈네 프의 23차 벙 대 회 증 앙위 보고 연 션 . Pravda, 1966.3. 30, p.8. 
214) 예 컨 대 브레 즈네 표의 64년 11월 6일 혁 영 47주년 기 념 연 성 CPravda, 1964.1 1. 7, 

p.2) 과 Pravda, 1964.11. 5, p.2 및 1964. 11. 18, p. 1 사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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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가 강조되 면서 지 도적 역 할의 실체 로 당장치 가 공식 부각되 었고215) 당장 

치의 지위변화 대신 전문， 기술능력의 보강에 의한 관리능력의 향상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이처럼 당장치의 득권적 지위 유지， 강화가 공식노선화하면서 당내 공공원칙 

제도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지역당조직의 공공원칙직제 설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증대를 들수 있다. 배정규직제의 형식주의적 과다， 중복설 

치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흐루시초표시기보다 훨씬 높아졌￡며， 당장치업무의 

중복이나 대체가 아닌 보조기능이 더욱 강조되었다삐 이에 따라 공공원칙직 

제 의 확산에 제 동이 걸 렸을뿐 아니 라 65년 6"-'7월 러 시 아공화국 오브꼼， 끄략 

이꼼 당조직부장 회의에서 공공원칙이슈가 심각히 논의되면서 각 지역당 조직 

별로 보조기능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간주되는 바정규직제의 정리， 폐지작 

업이 수행되 었다 217) 

둘째， 기존공공원칙직제의 권한 약화와 기능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비정규 

직제의 보조기능 치중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었고， 예컨디} 공공원칙직제 가운 

데 담당업무의 성격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비정규입당 • 징계 

예바심사위의 경우， 67년 6월의 당중앙위 시행령에 의해 고르꼼， 라이꼼산하 

예비심사위의 의장이 전임직으로 바뀌었다 218) 이에 따라 당장치관리가 심사위 

업무를 주도하게 됐으며， 심사위활동에 있어서 일반당원에 대한 감독， 교육엽 

무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증대했다 219) 

215) 브레 즈네 프의 65년 3월 중앙위 총회 연 설 . Pravda, 1965.3.27, p.4. 강조점 은 글 
쓴이의 것임. 

216) 에컨대 에스또니아공화국 중앙위 제 1 서기 까빈의 23차 당대회 연설 (Pravda， 
1966.4.3, p.4); “Rabotnik partiinogo apparata," PZh, No.19 (1965 1건 10월)， 
p.52; V. Tolstoγ， “ Shtatnye i vneshtatnye," PZh, No.22 (1 965 1건 11월)， p.39; 
“Obshchestvennye nachala γ partiinoi rabote," PZh , No.16 (1967 1건 8월 ), p.59. 
이와 함께 소비에트 등 국가기구내의 공공원칙에 대해서도 학자들간에 본질적 비 
판이 제가되었다. 예컨대 V.V. Varchuk & V. I. Razin, “Issledoγaniia v oblasti 
politicheskoi organizatsii sotsialisticheskogo obshchestva," Voprosy filoso.껴i， 
No.4 (1967 1건 4월 )， pp.134-143 참조. 

217) “Nekotorye γoprosy organizatsionno-partiinoi raboty," PZh, No.15 (1965 1건 8월 )， 
p.16; “Obshchestγennye nachala v rabote partiinogo komiteta," PZh, No.22 
(1968년 11월)， p.14; P.V. Dziubenko & V. I. Sopelko, “Sovershenstvovanie 
stiliia raboty mestnykh partiinykh organizatsii na sovremennom etape," Voprosy 
partiiηogo stroitel' stva posle oktiabria, p.167. 

218) SPR, 8판 (1968) ， pp.297-8. 
219) A. Georgiev, “POγyshat’ rol’ partiinykh komissii," PZh , N.19 (1968년 10월) , 

pp.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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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선운당관륙에 대한 신펙 강조와 함께 당장치의 중요성이 당우수행의 일 

차적 전제로 설정되었다. 낭내 공공원칙의 말전으로 당업무가 공공， 자말작 형 

태로 수행된다는 흐루시초도시대의 멤저l 와 반대로 “당업무는 부수적 득별사항 

이 아니라 전문직업”이며 “당장치 없이는 근로대줌의 적극성과 장의성 계말이 

불가능하다”고 이해되었다 22이 이와 함께 “인위적이며 정당화 할 수 없는 당관 

리 규모감소의 유해성”이 지적되고 흐루시초표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당장치축소작업이 중단되거나 재확대가 이루어졌다 22 1) 

네째， 당장치의 강화와 공공원칙의 약화에 따라 당내 민주주의 증대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당조직운영에 대한 논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지역당의 업무형태와 수행방식에 대한 구체적 해설에서 조직업무에 대 

한 과학적 접근은 강조된 반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흐루시초프시기보 

다 상당히 감소했다. 아울러 당내 민주주의의 내용도 달라져 「민주적 중앙집중 

재」의 표현양태로 죄단지도원척 강화， 각 수준의 당위원회 총회의 역할증대， 

전운당료에 대한 완전한 신뢰， 당내 정보채널의 향상을 꼼아 당장치에 대한 신 

뢰가 이전의 일반당원의 적극적 당무참여을 대신했다 222)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브레즈네표시대에 들어와서 당내 공공원칙은 제도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으나 흐루시초프시대와 달리 지역당조직을 위한 보조기능 

에만 춧점이 국한되고 당원대중의 참여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기존권위구조의 

변화요소는 강력히 억제되었다. 즉 당내 공공원칙의 형식은계속됐으나 그 내용 

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브레즈네프정권의 당장치 우선정책의 펄연 

적 결과였다. 흐루시초표가 당내 공공원칙의 도입으로 당장치-일반당원 • 대중 

간의 중개정치집단의 형성 또는 소수당장치에 속했던 당권역의 ‘일반화’ (gene-

220) V. Mashentseγ， KPSS v bor’ be za povyshenie aktivnosti trudiashchikhsia v 
period stroitel' stva kommunizma , p.2. 

221) 인용문은 같은 책， p.6. 일례로 까자흐공화국 딩중앙위의 당장치는 흐루시초프 
시기에 411영 이강소했￡나 64년 말까지 140영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책， p.40. 브레즈네프는 71년 3웰의 24차 단대회 중앙위보고 연션에서 56년 
이페 당정치 규모가 20% 이상 줄어을었다고 말했￡나CMaterialy XXIV s"ezda 
KPSS (Moskva: Politizdat, 1971) , p.97], 흐루시초프 시기에 캉소융을 고뇌할 

때 브리l 즈네프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22) 브레 드네 프의 23"-1 단대 펴 중앙외 보고 익l 산 (Praνda， 1966.3.30, p. 8); V.P. 

Mzhavanadze(그두 지 야공화국 중앙위 제 1 시 기 ), 0 nekotorykh γoprosakh 

soγershenstγoγaniia form metodoγ partiinoi raboty," VI KPSS, No.ll (1969 

년 11원)， p.9, 



224 

ralization)를 의도했다면 브례죠네표는 당장치의 득권적 지위의 유지， 강화를 

통한 소수권 역 의 ‘절 대 화’ (absolutization) 를 지 향했 다 223) 

223) Kenneth Jowitt. “Gorbachev: Bolshevik or Menshevik?" Stephen White. Alex 
Praγda & Zγi Gitelman 공연 ， Develoþments iη Soviet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0) , pp.272-3, 281-4. 또 같은 필자의 “ Moscow ‘Centre’" 
East Euroþeaη Politics and Societies. 1권 3호(1987년 가을)， pp.315-7 참조. 



280 

Party Reform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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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Khrushchev’s attempts to reform the CPSU structure 

and its mode of operation. Its specific focus is 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principle' into the party during the 1953"-'64 period.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contents of the reform efforts are analysed, 
discussed and evaluated. The major finding of this article is that emphasis on 

public principle was largely limited to the areas in support to local party 

organization while leaving basically untouched areas where the status of the 

party vis-a-vis Soviet society and rank-and-files of the party were virtually 

left unaffected. 

Even such limited reforms were rebuffed under Brezhnev regime. The policy 

of “full trust in cards" did not leave any room for expansion of mass 

participation in discussion of political ma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