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례년의 노동정책과 노동자관리， 1917-21* 

이 정 희 

1. 서론 

노동자관리 (Workers’ ControD 즉 노동자자주관리의 문제는 러시아의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에 다시 서구노동운동에서 거론되기 시 

작하였다. 그 이유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요인에 관해 국가권력과 사회 

의 자율성의 문제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상에서 논의되면서 이것이 가장 하부 

생산장소에서 노동규율， 노동윤리， 생산방식， 경영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 

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서 노동자관리의 문제는 넓게 보아 이차 

원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볼 펼요가 있다. 첫째는 러시아 혁명에 

서 노동자 대중의 의식의 변화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 쟁점이 얼마나 깊은 관련을 가질 것인가라는 점， 둘째는 러시아 혁명에서 

의 경험과 모텔이 일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서구 각국에서 대두한 조직자본 

주의와 함께 생산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인 진보적인 노동계급파 기업주들간 

의 갈둥과 대립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생산에 관한 노동자들의 관리의 문제가 진실로 사회주의적 좌파들의 어휘의 

일부가 된 것은 바로 일차대전 때부터이다 단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신디 

칼주의자틀의 저술속에서가 아니라 대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비로소 이 

때부터였고 이것은 레닌주의적인 교리의 깊숙한 중섬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민 

주주의적인 개념 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1)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엄. 
1) C. Si더anni， ’'Workers’ Control in the Era of World War 1: A Comparative An메ysis 

of the European Ex따ience"， Theory αId Society, 9:1 (198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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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관리의 개념이나 이론적인 가치가 오늘날 사회 경제적인 변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깊은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적 이념의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의 문제， 국가와 사회와의 관 

계， 노동자조직의 민주화의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관 

리는 “러시아 10월혁명이 과연 사회주의적 혁명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다른 길로의 가능성이나 그 대안이 무엇이냐?" “혁명 속에 숨겨져 있 

는 제사회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다시 규명하고 또 

한 여러 조류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서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노동계급이 직접 모든 결정을 행하거나 자신들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다 이론적으로 정의하자면 생산수단과 직접생산자가 분리되지 않으며 생 

산과정의 결정이 직접생산자의 참여하에서 이루어지고 노동규율이 생산자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천되므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민주 

적이고도 정의로운 생산 및 경영의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차자주관 

리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생산관계의 중요한 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3) 

1917년 혁명과 내란시기의 노동자 관리운동이나 자주적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들은 러시아혁명 해석에 관해서나 사회주의적인 새사회의 모텔에 관 

해 너무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베일에 싸 

여져 있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역사보다도 국가권력의 형성에 

더 역점을 두고자 한 스탈린시대의 역사서술 탓이었지만 그 책임은 비단 스 

탈린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거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대 

부분이 실제 사건에 관한 논쟁에 익숙하지도 않고 사료발굴에 정직하지도 」

않읍으로서 역사서술 방법론에 빈곤했기 때문이라고도 한 점은 이미 지적한 

2) 이정회， “ 1917년 러시아혁명과 노동계급의 정치의식” 오 주환 외 r혁명， 사상， 사회변 

동J (1991) pp. 149-181. 
3) M. Brinton. 까le Fact07γ Committee and Workers' Control. (Monreal. 19염) 서 론; 
이와 같은 주장은 10월혁명 이후 볼세비키 당내에서 민주파인 집단의 중심세력이었던 

콜론타이 역 시 집요하게 주장하던 바였다. A. Kollontai, πle W orkers Opposition in 
Russ따. (Chicago. 1921); C. Sirianni. Worker's Control α띠 Socialist Democra.cy: 
까le Soviet Expenences. (London.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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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4) 

10월혁명은 볼셰비즘의 의지와 도시산업민중운동이 결합하여 성사되었 

기 때문에 1917-23년까지의 러시아의 정치， 경제투쟁에는 여러가지의 복합 

적인 사상， 정서， 전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의 새 사회질서에 관 

한 논쟁중 생산， 경영의 방식에 관한 주제는 당과 노동자들 사이의 가장 실 

제적인 갈등의 초점이 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논쟁 때문에 수천 명이 

죽거나 투옥되었고 제거되었다. 1917년 혁명 동안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조직적으로 당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혁명의 투쟁에 종사하던 

수많은 투사들이 있었고 많은 노동계충의 대중들이 볼셰비키가 약속한 구호 

에 매력을 느껴 이질감 없이 동맹관계에 들어갔던 것이 분명하다. 어느 의미 

로 이들 노동계급이야말로 1917년에 상충부의 권력이동을 훨씬 넘어서는 사 

회변화와 혁명을 수행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왜 혁명이후에 이들 노동대중 

과 볼셰비키들이 균열을 일으켰을까?”， “사유재산몰수에 기여한 이들이 이 

를 념어서서 하는 일， 즉 새 생산양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열이 

일어났을까?"라는 물음들은 매우 심충적인 연구를 요하는 문제들이다. 1917 

-23년간의 러시아의 상황은 지금까지 구질서의 정치적 권력의 기반과 사유 

재산권을 부수는 측면에서는 많이 서술되어 왔으나 새생산관계를 만들어 낸 

다는 관점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생산계급과 권력의 관계를 말해 주 

는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바로 노동자자주관리와 자주노동조합에 관한 문제 

들이라고 보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년의 이념적인 근거와 노동 

정책 배경에 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 본다. 

역사가들 중에는 서방 보수적 사가들 (L. Schapiro, Buynan, Sorenson, 

Kaplan 등)뿐만 아니 라5) 진보적 인 성향의 사가들 (M. Brinton, P. Avrich, 

4) 이정회， “러시아 10월혁명에서 노동자관리 운동: 그 정치이념적인 의미" r 인문연구.11， 영 
남대인문연구소 (1994.2) 15:2, pp. 117-163. 

5) L. H. Schapiro. 7he Ori.링n of Corrun뻐st Autα;rocy: Politiazl OppositiαI in the 
Soviet State, First Plnse, 1917-21, (Iρndon， 1966); ]. Buynann, πJe Ori힘naf 

Forced Labour in the Souiet State 1917-21 (B머timore， 1967); F. L Kaplan, 
Bolsheuik ldeology and 야e Etlúcs of Souiet Lahour, 1917-20: ηJe Formatiue 
Years (New York, 1968); ]. Keep., πJe Russ때1 Revol따íon: A study in Mass 
M obili2ation. (London, 1976); J‘ B. Sorenson, 7he Life and D∞th of Souiet Trade 
Union: 1917-28 (Cambridge, 1983); T. F. Rer띠ngton， Building Soc따lis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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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ttelheim, 1. Deutscher 둥)조차6) 1917-23년 간의 혁 명 의 역 사와 레 닌 의 

이념속에서 이미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싹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에 반해 W. Rosenberg, ]. Malle는 이 념 적 인 대 립과 
갈등보다는 극도의 궁핍과 경제적인 전락이 사회주의 실패의 더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7) 이들 사회사가들에 의하면 좌파들은 그들의 예리한 논의에 

도 불구하고 혁명과 내란기에 레년이 당면한 그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러 

시아 정치문화의 후진성이 낳은 현실적 배경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8) 지금까지 서구사가들이 혁명 이후 내란시기의 사회적인 갈등을 소홀히 

다룬데에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서술에 그 주된 책임이 있다. 즉 소련의 역사 

서술은 산업관리나 노동자자주관리에 관해서 오래 전에 그것이 구체화된 바 

와 같이 미리 구상된 하나의 모텔에서 생긴 것처럼 설명하였고 여기에 들어 

맞지않은 사건들은 체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거나 각색시켜 버렸기 때문이 

었다. 

소련에서 노동자관리 운동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의 Pankratova의 공 

장위원회와 볼셰비키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완전히 중단되 

었다가 1960년대부터 겨우 시작하였다.9) 스째파노프는 노동자관리에 관한 

Bolshevik Russ따:; Ideology and Industr따1 Organi2ation, 1917-21 (Pittsburg, 1984). 
이들은 혁명 직후 내란기 동안에 레닌의 노동정책변에서 독재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함 

으로서 볼셰비키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 보수주의 사가들이 다 
6) M. Brinton, π1e Factoη Committee and Worker$' Control (Monreal, 1975); P. 

Avrich, Kronstadt in 1921, (New York, 1974); C. Bettelheim, Class Struggle in the 
USSR, The First Period; 1917-23 (New York, 1978); L Deutscher, Soviet Trade 
Union‘ Their Place in Soviet Labour Policy, (London, 1950); S. A. Smith, Red 
Petrograd; Revolution in the Factories, 1917-18 (C따nbridge， 1983) 이틀은 10월혁 
명에서 볼셰비키와 도시노동자들사이의 상호적인 연합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노동자 

들의 생산에의 개입이 분명히 처음에는 레닌의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란기 동안의 볼셰비키와 노동대중과의 눈 

에 보이지 않는 갈풍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젤명한다. 
7) W. G. Rosenberg, "Russ녀n Labour and Bolshevik Power 따ter October", Slavic 

Review, 44:2, (985), pp. 213-56., "Workers and Workers’ Control in the Russian 
Revolution", History Workshop, no. 5, (978), pp. 89-97. 

8) S. Malle, The Economic Organi2ation af War Commω피sm， 1918-21 (Camlπidge， 

1985); M. Dewar, Labour Poli，α in the USSR, 1917-28 (1ιndon， 1앉퍼) 참조. 

9) 1960년대 의 괄목할 만한 연구는 Ignatsenko, Silant’iev, Egorova, Gapone마0，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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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별적인 경 

제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을 노동자관리로 보는 관점으로서 셀리츠키， 이뜨 

낀， 째르마노즈와 볼로부예프가 이에 해당된다 10) 두 번째 부류는 정치적 권 

력투쟁과 연결해서 보려는 해석이다. 스비디로프와 코발렌코는 특히나 정치 

적 조직상의 활동， 볼셰비키의 구도， 10월 봉기를 위한 정치적 행동을 강조 

하면서 노동자관리 운동의 주된 관심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생산개입은 1871년 파리 콤윤 이후 세계최초의 투쟁이었고 2차 대전 이후 유 

럽에 확산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투쟁이나 정치봉기 

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 

한 도전과 사유재산관계의 파괴를 위한 목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Stepanov: 정3) 

쓰째파노프는 1917년 10월까지 모든 계급의식적인 투쟁이나 대립， 조직 

상의 활동에는 반드시 노동자관리가 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 

적하였다11) 스째파노프에 이어서 최근 민쭉는 종래 해석의 틀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노동자관리운동이 심지어 농민충의 사회변화를 위한 움 

직임에 준 도움을 지적하였다)2) 토카레프와 베레자 역시 노동자관리 활동 

Lupkin, Mal'kov, Sm띠10V， Itkin, Se1띠tskii， Ts히lOmaz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 

나 이들의 연구는 많은 기초자료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정의가 모호하고 그처 
우회적이고도 피상적으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결론을 맺음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Stepanov는 노동자관리운동의 연구 

가 갖는 최대의 약점이 이론과 개념의 정의면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한 바가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 페혜스트로이카 이후의 역사연구에 있어 새 

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Volobuev조차도 과거 그의 연구에서 노동자관리 
에 대한 레닌의 태도를 매우 미화함으로서 과연 러시아사가들이 어느 정도로 그들의 

연구접근법에 있어 새로운 개혁의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암담하다. 
10) Z. V. Stepanov, "K voprosy 0 rabochem kontrole nad proizvodstvom 

raspredeleniem", Istoriia SSSR, no. 1, wxm pp. 233-4. 
11) 제 1차 수도 페트로그라드 공장위원회총회에서 결정한 정관 'zl항을 보면 노사분쟁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되면 맨 먼저 공장위원회가 소비에트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진상규 
명 활동과 노동자이익대변을 위한 활동을 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2). I.L Mints, et aIs., Fabrí뼈10-zavodskíe komíteη Petrograda v 1917 godu, 

Protokoly, (Moskova, 1979)는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대표적인 최근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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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인 국변에 관한 지나치게 확장된 설명보다도 노동자관리 그 자체 

의 의미의 명확성을 찾아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13)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들 소련의 역사서술들은 노동자관리에 대해 취한 

매우 복합적이고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던 레닌에 대헤서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노동자관리의 이론적인 문제에 관한 한 소련 

에서는 사료발굴의 단계 이상에서는 아직도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이 모든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레닌 자신은 노동자 자주 

관리와 노동조합의 조직에 관해 어떻게 구상된 모델을 갖고 있었을까를 그 

의 직접적인 저술속의 주장을 통해 물어 보자. 그의 정책은 과연 마르크스적 

이론에 의거한 수미일관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임시방면으로 

만든 것일까를 물어 보자.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과 사건은 어떤 것 

이었고 이에 접하여 어떤 굴절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하였는지를 알아보자. 또 노동자들로 부터 어떤 방식으로 저항과 반발을 받 

았으며 또한 이로 인해 당내에 심한 분열이 일어났을 때 레닌의 입장이 무 

엇이었는지， 또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두었으며 그 효과는 거두었는지를 

물어보자. 또 우리는 볼셰비키와 레닌의 구도가 합당한 것일까라는 결과론 

적인 질문보다도 어떤 배경에서 당과 노동자계급이 분열하였을까라는 점과 

이것이 전체주의로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분석하자. 이런 일련 

의 물음들이 10월혁명의 성격이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합적인 사회적 

세력간의 갈동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1917년 혁명에서 보인 레닌의 노동자관리에 대한 입장 

2월혁명 직후 ‘노동자관리’에 관한 노동자들의 최초의 요구는 그 자체만 

으로도 혁명성을 내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17년 4월 2일 수 

도 페트로그라드 군수산업의 공장위원회대표회의의 조사위원회가 특히 포탄 

부문의 노동자들의 발의에 의해 공장위원회에게 가장 진보적인 기능을 요구 

이다. 

13) Tokarev, Narodnφle prabochestvo nakanune velikoi oktsyabr'skoi sotsialisticheskoi 
revoliutsii, (Moskova, 1965),; Vereza, Iz istorii boroν'bii proletaricαy Ukraine za 
vosstαlovleniya rabotnichnogo kontrolya v períod podgotovkii Dzovteneboi 
revoliutsii, (Kiev, 19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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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을 결의하는 데서 시작되었다.14) 이들의 결의 내용에 의하면 노동 

자들이 공장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생산경영을 직접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핵심이었다.2월혁명의 폭풍속에서 권력의 공백기에 발생 

한 이같은 요구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제적인 요구로만 만족하 

려던 서구식의 노동조합주의의 원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15) 레닌 

은 노동자들의 이같은 과격한 움직임에 당황하여 이에 마르크스적인 해석을 

붙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이렇다 할 만한 볼셰비키의 지도력의 증거는 

없으면서도 레닌이 4월 테제속에서 내세운 최초의 자주관리 구호는 즉흥적 

인 것이었다，16) 그는 혁명의 목표와 구호를 ‘토지， 빵， 평화’로 내세우면서 도 

시노동계급에게 ‘빵’이란 공장의 직접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4 

월 테제 중 8항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즉각적인 과제란 사회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과 산물의 

분배를 소비에트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7> 

14) A. M. Pankratova. Fabzavkomy Rossii borba za sots따listi야esk띠u fabri/ru, 

(Moskva, 1923) pp. 12-13. 이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5-7항이었는데 이에 의하면， 
5항 1조， 공장위원회에셔 모든 공장 내규에 관한 지시들， 즉 노동시간， 임금， 고용， 해 

고，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결정 해야 하고 이를 공장 정영주에게 알린다.2조， 전 갱 
영주들은 공장위원회의 동의하에 집무해야 한다. 공장위원회는 노동자툴에게 모든 결 

정사항을 알려야 한다.3조， 공장위원회의 관리 활동 중에는 모든 정보， 생산， 예산， 수 

지에 관한 세부 품목들에 관한 문서들을 공개하는 일이다. 
15)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최초의 합의문은 1) 1일 8시간 노동제 2) 공장위원회조직 인 

정 둥이 주된 것이었는데 노동조합은 1907년에 처음 합법화되었다가 1912년까지 활동 
하다가 당국의 탄압에 의해 소멸되었다가 1917년에 다시 부활하였지만 이미 1917년에 

육체노동자들에게는 공장내의 공장위원회에서 더 큰 관심과 행동의 중심이 되었다.2 

월 이후 공장주들이 피신하고 직장폐쇄의 위기에 몰리자 공장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 

한 자주관리를 즉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임시정부도 노동조합도 볼셰비키도 이를 막 

을 수가 없었다. 
16) 그러나 이것이 미숙련공들에 의한 무정부적인 움직임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대기 
업내의 금속부문의 숙련공들이 주도한 것은 사료상에서 나타난다. Sel띠tskii， Mas양 

u borba za rabochii k，αttrol， mart-iiul’ 1917 g. (Moscow, 1971) pp. 199-202, 표 2, 3 
참조 S비diarevsky， πIe Russian Reuolutiα1 and OrlJlαúzed lAbour, Ph.D. Diss. of 
V뼈inia UniV., (1985) pp. 123-64. S. Smith, 때. 176-89; ''Materialy k istorii 
rabochego konσolya nad proidstvom", Krasnyi A빼úue， 100 (19때)， p. 100. 

17) Le띠n， V. 1., αllected Works , 6:62, 껑:73-4， " The Tasks of the Proletatiat in 
our Revolution", "Draft Platfonn for the Proletariat State", 1917.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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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레년은 은행과 신디케이트에 관한 소비에트의 통제가 사회주의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라고 하였고 이것 없이는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7월에도 소비에트가 임시정부와 대둥한 지위 

를 가지고 이중 주권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회복이 전연 이루어지 

지 않고 노동자들의 반감이 더욱 커져 가자 레넌은 기민하게도 소비에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펼요성을 느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의 단계가 아니라 전연 새로운 형태에 와 있다. 소비에트 

는 이미 국가의 형태이며 이는 사회주의를 향한 첫단계이다. 혁명은 소비에트 

를 창출하였고 어떤 사회주의 혁명도 이것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소비에 
트는 부르죠와국가를 위한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위한것 
도 아니다. 이는 바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두려움이야 

말로 가장 큰 적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 

에트가 할 일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 것， 모든 은행과 기업들을 관리할 것， 그 
렇지 못하면 부르죠와의 역습을 받을 것이며 곧 파리 팝윤의 상태에 빠질 것이 
다.18) 

그는 2월혁명을 부르죠와 단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주의혁 

명을 위한 준비단계로보고 노동자들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산업을 경영，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할 것을 촉구하였다.5월 이후에도 그는 줄기차 

게 노동대중들이 자치기구를 통해 산업 경영권올 가질 것과 전인민의 보면 

적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였다.19) 이때 그는 국가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매 

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18) 레닌이 공식적으로 노동자관리를 지지한 것은 5월 30일-6월 3일 사이의 제1차 공장 

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였다. M. Dewar, p. 7, V. L Lenin, αllected Works, 5th. 
V., 20:377, 6차 볼셰비키 전당대회 7.26-8.3 7차 전러 볼셰비키당 대표회의， 

1917.4.24-9, CW, 24=241-3 . 
19) 7월 26일 이후의 ‘소비에트권력의 구호’는 종전， 노동자관리의 구호와 마찬가지로 볼 
셰비키의 인기상숭의 무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이중관리에서 자주관리에 

의 요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공장내에서의 개입뿔만 아니라 정치문제에로의 개입까 

지 불러 일으켰다. Dewar, p. 11, 0，없따br'skaia Revoliutsiia i Fabzavkomy, 2:66; 8월 
7일 2차 수도공장위원회대표회의에서 노동자관리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 임시정 

부는 결국 공장위원회를 탄압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이중주권이라는 불안정한 연합체 

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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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붕괴와 대파국에 직면하여 농촌에서도 곡물생산， 수송체제가 막힐 것 

이다. 이는 정부도 부르죠와기업도 결코 복구할 수 없다. 효과적인 생산과 분배 

는 노동자관리일 뿐이다 전 민주적인민의 협력하에 국가권위에 의한 산업 

통제의 제안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이는 쁘띠부르죠와적인 성향을 의 

미한다. 현재 임시정부는 사회주의 청당의 입각에도 불구하고 산엽관리면에서 

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남부광산지역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자 
본가 편을 드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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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은 노동자관리와 신디칼주의를 명백히 구분지으면서 후자를 마르크 

스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쁘띠부르죠와적인 성향이라고 규정지었다. 즉 국가 

통제라 하여도 경영의 역할을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기업주의 손에 맡기는 

한 경제복구는 여전히 불가능하며 노동의 소외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고로 노동자관리가 진실로 이루어지려면 권력이 소비에트에 가지 않으 

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레년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이상주의척이고도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그는 정치 

권력과 산엽경영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활 수가 없다고 여기고 프롤레타리 

아가 직접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미 대규모생산， 공장， 철도， 수송， 전신 둥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또 국가의 기능이 대부분 격감 단순화되어 단지 기록， 감독의 정도로 줄 
어들었으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설비 기초위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도 

이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21l 

이같은 단순한 발상위에서 그는 다시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오직 구시대 관료기구를 해체하고 부르죠와지의 임시 

내각을 소비에트로만 대치하면 된다 소비에트 질서하에서 노동자 농민은 

경험에 의해 금방 관리와 회계의 기술올 배우게 되고 관리의 권한이 이양될 것 
이다.22) 

1917년 들어서 러시아의 노동조합은 외형적으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팔 

때) 위 의 책 ， CW. 24:556-7, "Speech at the F파t Conf였nce of Shop Corrunittee" 
21) Le띠n， CW., 3rd. 21:399. 
22) 앞의 책， 21 :402-3, 2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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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는 처음부터 각 정당들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내부분열과 정치세력들의 간섭에 시달렸다.23) 

노동자들은 노조에서보다 공장위원회에서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행할 수 

있었고 빵과 버터의 경제주의적 투쟁만으로는 이미 현실성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 

보다는 경제적 관리권한을 위한 투쟁에 더 쏠렸고 이률 위해서는 비합법적 

인 직접행동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오랜 동안의 투쟁경 

험에서 가졌기 때문에 공장위원회와 더욱 밀착되었으며 이의 자치적인 권한 

을 확장해 나갈 목표에 몰두하였다(Rosenberg， 1987, AHR.296-326). 특히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뿌띨로쁘공장을 선두로 한 기계 금속부문에서의 자율 

적인 성격은 극도로 강하여 타 공장위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강) 노동자들 

의 관리권한에 대한 도전은 이중주권의 기초를 부수고 온건사회주의자들을 

영향력을 추락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8월 7-12일 2차 수도공 

장위원회 대표회의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의 활동과 목표를 

완전히 분리할 것을 결의하였고 볼셰비키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조직되는 것 

도 원치 아니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과 

해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25) 이 회의에서는 노동자들과 레닌의 노동자관리 

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났다. 그는 노동자들의 전적인 자율권의 

요구에 당황하였고 이에 대한 응수로 매우 조심스럽게 노동관리를 소비에트 

의 권한하에 둔다고 봄으로써 소비에트 상층부가 다수 노동대중들로부터 신 

임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에트권력’의 구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Kaplan， 88). 

여름 동안의 러시아경제가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고 농촌에서 농민 

반란이 불붙기 시작하자 임시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노출되었다. 정부는 서 

서히 우익군부와의 접촉의 가능성을 기대하였고 극우파 군부는 혁명의 과정 

을 역전시킬 쿠데타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러시아에서는 우익 

의 백색 쿠데타를 뒷받침해 줄 유산자층이나 관료층 혹은 중산층들의 연합 

23) L Deutscher, 위 의 책 , (London, 1950), pp. 13-7. 
24) Putilovet:양 v Trekh revoliutsi따뼈: sbomik materialov po istorii putilovetskogo 

2avO따， ed., by 1. 1. Gaza, (Le띠때rad， 1잃3)를 참조하라. 
25) RabocJúi kontrol' v promyslúennykh predpr따t따kh Petrograda, 1917-18gg. , 

Sbornik Dokumentov, T. 1,2, (Le띠ngrad， 1947) 이 하 RKDok로 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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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계급적인 결속과 적대의식은 이미 공 

고했기 때문에 쿠데타의 구상은 초반부터 분쇄되고 말았다.9월이후 파엽은 

사상최대의 것이었다.26) 경제적인 절망감파 연립정부의 정치력에 대한 배신 

감에서 벗어나려던 도시노동자나 농촌의 대다수 농민들은 볼셰비키에게서 

국면전환의 가능성을 찾고져 하였다. 9. 10월 내내 례닌은 소비에트의 권력 

의 구호하에 봉기의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였다.27) 그러나 그는 선거나 

투표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무장봉기와 시위에 의한 방법을 션택하였다. 그 

때에도 노동자관리에 대한 전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노동자관리란 프롤혜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실시한 다음으로 오 

는 것이다. 만일 권력이 없다면 노동자 관리란 이용당활 뿔이며 프률혜타리아 
독재하에서라면 노동자관리는 전국적이고 전면적이다. 사회주의 구조하에서는 

단일한 은행， 회계체계， 분배，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28) 

혁명 이전에 레닌은 부르죠와 국가 관리와 프롤레타리아 국가통제를 구 

벌지음으로써 권력의 중요함을 강조했지만 이때 노동자들은 그의 프롤레타 

리아 국가통제와 노동자관리 사이의 차이를 애매하게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이다. 레닌은 위에서 보듯 그의 노동자국가에서 노동자관리를 회계의 기능， 

사유재산의 볼수， 사보타주의 감시， 감독의 기능과 일치시키고 있을 뿐 어디 

에도 노동자관리를 노동자의 결정과 관련시키는 부분이 없었다.29) 

10월 동안 노동자들의 무드는 전적으로 공장위원회의 손에 있었고 이들 

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율주의적 (libertarian) 요구는 

극에 달하였고 볼셰비키도 이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권력의 구호를 

"All Power to Soviets!"에서 “All Power to Workers and Poor Peasants"로 

바꾸는 기민함을 보였다. 레닌이 공장위원회가 계급투쟁을 추진하는 기구로 

서 그처럼 유효적절함을 안정하면서도 "All Power to Factory Committees!" 

라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점을 노동자들은 전연 인식활 줄 몰랐다. 

26) 뿌띨로쁘공장의 1만명 중 실직자는 5천에 해당되었고 전 수도에셔는 25만， 모스크바 
주위 근교는 50만에 이르렀다. 

'Z7) A. Rabino뻐tch， πJe Bolsheviks αJme to p，αver: πJe Revolution cf 1917 in 
Petrograd (New York, 1978), ]. Keep., G. S빠‘liarevsky， 위의 책 참조. 

28) 위의 책， Cw., 26:104-11, "Can the Bolsheviks Retain State Power?", 1917.10.1. 
29) Brinton. 위 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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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사회주의란 대량생산과 대규모 경제적인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였 

기 때문에 소생산이나 자치적인 생산자연합은 인정할 수 없었다. 고로 중앙 

의 기구나 조직된 전위대가 아니고서는 생산을 총괄 계획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장위원회의 권력이나 프롤레타리아의 자율권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년 여름 동안 레닌이 유토피아적인 

소비에트이론과 국가관료제의 폐기론을 역설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를 우리는 레년의 권모술수나 비열한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이념상의 단순함 

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31) 이 무렵 그는 아직은 장차 다가올 노동자 

관리와 사회주의적 생산 사이의 갈등은 전연 생각지 않았고， 혁명의 달성 이 

후에 노동계급은 부르죠와지들의 기술과 경영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으 

려라고 닥관적으로 생각한 듯하다. 두 번째 원인은 1917년 당시의 노동자대 

중의 혁명적인 열기에 그는 너무도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 

진다.32) 

10월 24일 봉기 직전의 제1차 전러공장위원회 대표회의에서는 무정부주 

의자 출신의 대표는 극소수이면서도 노동자 대중의 분위기가 매우 무정부주 

의적으로 되는 데 기여하였다.경)잃) 노동자관리를 실험하면서 수도의 과격한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은 정점 계급의식을 확산시키면서 온건파정부의 위신 

을 완전히 추락시켰다. 결국 공장위원회는 10월 봉기를 주도함으로써 볼셰 

비키가 자유주의정부를 몰락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35) 

30) E. H. C없T，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23, 3 vols, (New York, 1951-53) 2:80. 
31) M. Liebman, Leninism I.U1der Le띠n， (London, 1975); R. Barfield "Lenin’s 

Utopianism; State and Revolution", Slavic Revieω， 30:1 (M하"Ch 1971), 45-56. 
32) R. Barfield, 위의 책， 그는 ‘국가와 혁명의 주요 핵심틀 대부분이 3월 이전에 기술되었 
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지 레닌이 기회주의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책을 썼다는 R. 

Daniels의 주장을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관료제에 대한 비판에 
서는 볼셰비키 내에서도 일찍부터 좌파였던 부하린과 의견이 유사하였고 대체로 래닌 

은 사상적인 변화에서 여러차혜에 유토피아적이고 화파적인 순간을 거쳤다고 지적하 

였다. pp. 51-53 
33) G. P. M앓imoff， Unknown Revolution, (New York, 1955), pp. 11-2. 
34) Okts따br'ska따 Revoliuts따 i Fab2avkomy, 2:114. 이 회의대표자 구성은 총 137인 중 
에서 볼셰비키 86인， 사회혁명좌파 22인， 무정부주의자 11 인， 멘셰비키 6인， 극좌파 6 
인， 비정당출신 4인이었다. 이 회의에서 볼셰비키와 무정부주의자는 공장위원회의 권 

한에 관해 이견을 보였으나 볼셰비키는 공장위원회가 반란의 기초조직임을 인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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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 사회주의국가 수랍과 노동자관리 

1917년 10월혁명 이후 내란이 발발한 1918년 8월 사이의 노동조직과 볼 

셰비키는 노동자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 

었다. 노동자관리는 혁명의 주된 슬로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레닌은 봉기 

다음날 노동자관리에 관한 포고령을 내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는 노동자관리가 전면적으로 가농하고 가장 정확하 

게， 양심적으로 성취된다.36) 

그런데 1917년 11월 8-27일 사이의 포고령 중에서 5항이 장차 노동조직 

의 운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을 포함하였다. 

제 l항. 모든 은행， 상업， 산업 농업부문에서 일제히 노동자관리를 실시한다. 

· 제 2항. 노동자관리는 기업내의 노동자와 그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실시하 

며 활동을 지역 소비에트에 보고한다 제 5항. 선거대표의 결정은 고용주에 
게 구속력이 미치고 … 그 결갱은 단지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 
다.37) 

실제에 있어서 노동자관리는 포고령과 별개로 볼셰비키당의 규제하에 있 

지도 않았고 10월혁명 직후에는 공장위원회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의 조직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정당의 대표 

들이 섞여서 볼셰비키는 권력의 중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잃) 이때의 

35) P없꾀rratova， 위 의 책 ， Fzk. pp. 230-5. 
36) Le띠n， 위의 책， 21=259. “Will the Bolshevik Retain State Power?" 
37) 앞의 책 26:쟁4-5. 1917.10.26-7, “R따t R앵ulation on Workers’ Conσ01"， Sw., 

6:410-11, 그런데 래닌의 지시령은 그로부터 10일 뒤에 다시 “General IntI며.uction on 
Workers’ control in Confomùty with the Decree of November 14"에서 개정되어 나 
타났다. 이의 계기로서는 공장위원회 자체가 10월 봉기 전에 노동자관리에 관한 문서 

“Practical Manual for the Implementation of Workers' Control of Industry"를 만들 
어 배포하였으며 노동자돌은 전국적인 조직을 준비하기 위해 전러 공장위원회대표회 

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볼셰비키들은 경악하여 서둘러 새로운 포고령 

을 발포하였고 소집계획을 막아 버렀다는 것이다. De.utscher, 17; Brinton,18; Limon, 

"ün Le띠ne et le Controle ûuvrier', Autogestion, no. 4, Dec. 196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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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유동성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이 레년으로 하여금 심한 초조 

감을 느끼게 하였던 듯하다.39) 그는 공장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별도 

의 조직의 노력을 차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개정된 

포고령을 통해서 중앙집중적인 경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물 

론 이 기구는 궁극적으로 소비에트가 책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4이 이에 각 

공장위원회들은 격렬히 반발하여 지역별 전국적 차원에서의 조직을 연합하 

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미 전시단위에서의 조직의 와해와 고용주의 저 

항， 노동조합측의 냉담， 볼셰비키측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볼 

셰비키들은 이를 쁘띠부르죠와적 이기주의라고 공격하였다(p뻐ktatova， Fzk. 

236-51). 레닌은 통제와 경영을 구별하여 설명함으로써 공장위원회 일반을 

실망시켰다.41) 노동자관리의 최대의 성과이자 본질은 자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 자신은 과연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을까? 혁명 직후 그의 

중앙집중주의적인 경영방식의 선택은 이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는대로 레닌이 처음부터 국가의 중앙집중주의적 

기능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사실 볼셰비키내에서의 

우파에 속한 이들은 자발적인 노동자관리를 불신하는 흐름이 존재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생산이 

란 중앙집중적 생산방식이라 여겼고 장차 대중들 그 자체가 관리나 통제의 

기능을 점점 더 떠맡아야 할 것이고 대중과 괴리된 관료집단이 점점 덜 떠 

맡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갱) 그는 자발적이고 

도 본능적인 노동자관리의 위험성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의 동료들처럼 

그것을 불신하지는 않았다.10월혁명 직후 그 당시 그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의 개념에서는 수백만의 대중을 모든 문제에 관한 정책에 꿀어 들여야 하며 

38) R. Rucker, ''W orkers' Control of Production in the October Revolution and Civil 
War", Science Gl띠 Society, 43:2, 1979, pp. 158-165. 

39) Dewar, 19.재인용， 191τ 11.14. 밀류틴과 래닌， 로죠프스키 사이의 논란을 보라. 
40) T. H. Rigby, Lenín's Govemment; Sovnarkom, 1917-22, (C와nbridge， 1979) pp. 

38-45; D. Limon, "Le띠ne et le Controle Ouvri하， Autogestion, no.4, (1967) 참조; 
Pravda, 1917.11.3. 

41) Avrich, Anarcfústs, p. 162; Voline, Nineteen-Seventeen: πte Russian Revolution 
Betrayed (New York, 1954) pp. 139-45.는 이 때 노동자자주관리를 위하여 무정 부주 

의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42) ]. 이auvier， "Controle Ouvrier et Autogestion Sauvage en Russie, 1917-21", Revue 

des Pays de I'Est. 14:1, (973), PP.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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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창의성과 고유한 경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늘 강조되고 있었 

다. 계속 그는 1월 24일 3차 소비에트대회에서도 노동자관리에 믿음을 표시 

하면서 사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노동자관리가 생산을 붕괴시킨다는 비난에 대해 우리는 한가지를 잊고 있다. 

노동자관리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노동자관리에서 Vesenkha로 진전했다. 이 
를 통해 국유화가 실현되면 사회주의경채 건설에 착수할 것이다.뼈) 

각 공장은 노동자관리위원회 지부를 만들고 이것은 상위지부→전시지역 

관리위원회→전러관리위원회의 순서대로 조직되며 중충， 상충부의 대표단 

에 노동조합 지도부 출신들을 파견하였다.44) 이 기구는 다시 언민최고경제 

위원회(Vesenkha)하에 놓일 것을 선포하였다.45) 

1월 7-14일간의 제 1차 전러 노동조합대회는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의 관 

계， 노동조합과 신생국가와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후일 사회주의 러시아에 

서 노동계급의 위치와 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내에서는 노동조합이 전계급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구에 복종할 것을 요구 

하는 지노비예프와 노동조합의 국가기구에의 합병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로 

죠프스키，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한 톰스키 사이에 의견이 대렵하였다(Peπye， 

97-128). 이때 레닌은 아직도 노동조합의 중립화나 국가기구화의 문제에 대 

해서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1918년 초에도 

43) Lenin. 위의 책， 22:215-6, Buynan, p. 15-6, "Lenin R없ff피ns Workers I Control", 3차 
전러 소비에트대회， 1월 24일. 

44) 이 전러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소비에트대표 5인， 노동조합대표자 5인， 공학기술인 5인， 
농업가 2인， 수도노조대표 2인， 전국노조연맹대표 1인과 공장위원회대표 5인으로 이 

루어졌다. 레닌은 공장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데에 적합치 않다고 보 

고 위에서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조하였다. Carr, 2:75. 
45) 1917년 12월 14일 창설된 이 기구는 최고정책수립기구로 둥장하면서 문서상으로는 노 

동자관리위원회와 접촉하도록 되어 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동자관리위원회 기 
구는 소집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 12월 당시 아직도 지바에서의 자율적인 노동 

자직접관리 운동이 막강하였고 이중적인 구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Buynan, p.8 
지방공장위원회의 막강한 권위에 관한 증거는 1월 1차전러노조대회에서 로죠프스키 

의 비판과 불만에 찬 보고에서 너무도 잘 나타난다. Pervye vserossiski s “'ezd 
professiona1y，빠1 soyuzov, 7-14 yanvara 1918g. (Moscow. 1918) 이후 Pervye로 약함. 
pp. 3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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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전면적인 국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노동조합의 국가기 

구화는 생산성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었는 것이었다. 특히 파엽의 

권리는 뜨거운 감자와 같았다. 이미 국가는 임금과 노동시간， 보험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닌의 입장은 애매모호하 

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보다 중요한 엽무는 생산성 증가의 문제였다. 둘 

째，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사적기엽에서는 아직도 공장위원회가 생산관리권 

을 행사하고 있었고 볼셰비키는 그 하부에까지 침투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 

는 당장의 공장위원회의 자치자율적인 요구에 직면하여 보다 중앙집중적인 

조직의 전통이 강하며 하부노동대중에게 덜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노 

동조합을 공장위원회와 대립시켜 생산균율과 생산조직의 역할을 노동조합에 

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Deutscher， 25). 그러나 이 무렵 제헌 

의회소집문제를 둘러싸고 볼셰비키는 우파사회주의자들과 권력투쟁을 벌여 

야 했는데 우파는 노동자관리와 소비에트권력을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볼

셰비키는 다시 공장위원회와의 동맹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46) 

한편에서는 소비에트기구를 통하여 은행과 국영기업의 국유화를 서두르 

면서 생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공장위원회를 노동조합의 휘하에 두려는 시도 

를 벌였다(B미lton， 32) (Deutscher, 25). 이에 돈바스주의 무정부주의자들과 

모스크바의 철도노동자， 에카쩨리노다르의 항구노동자들은 격렬히 저항하였 

다(Maximoff， 12-13). 그러나 레닌은 생산관리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 내 

렸다. 

생산 관리란 단지 기업을 노동자의 수중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인민계 

급을 위해 경제를 조직하고 계획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규융을 강화시 

키는 노력을 포함한다. 노동자관리는 오직 전국적， 보편적 경제하에서만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재정상의 관리란 노동자관리의 하위기구가 결코 될 수 없 
다.47) 

46) Le띠n， V. L, Cw., 26:429-30 "Bolshevik’s Declaration at the ConstitutionaJ 
Assembly", 1918.1.18 이 사건은 곧 제3차 전러소비에트 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노동 

자관리의 원칙을 채확인하였다. CN. , 26:466-70. 
47) Supreme Council of National Economy를 상위기구로 의미하였다. 이 기구는 생산의 
계획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그 지시를 노동자관리 위원회가 수행관리하는 것을 의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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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은 처음과 달리 국유화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갖지 않았으며 지방에 

서의 노동자관리 운동의 난립과 중앙기구의 취약성이라는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부르죠와지들의 저항보다도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한 생산의 붕괴를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므로 

1918년 2월 포고령을 통해 pt독재하의 국가자본주의가 과도기라 보고 사적 

인 소유주를 그대로 두려 하였다. 대신 자생적인 겸병파 몰수를 막으려고 하 

였고 이를 Vesenkha 관리하에 두려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기 
업몰수와 관리권의 행사를 막아낼 수가 없었다. 레닌은 매우 당황하였고 이 

에 대해서는 멘셰비키나 노동조합측도 입장이 같았다. 

1917년 11월 -1918년 6월 까지의 노동장에 의한 본능적이고， 보복적이며 

무질서하였던 노동자관리와 사적기업， 사유재산의 몰수행위는 세계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노동자권력의 직접체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 

동자들의 이 본능적인 계급투쟁은 전국적인 조정을 위한 노력이 결핍된 상 

태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지방에서의 즉홍적인 노동자관리는 예상과는 달리 

특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쟁) 최초의 장애는 고용주들의 저항과 경영 

포기， 그로 인한 자원 · 연료보급 통로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관리임무에 관한 훈련도 심원한 경제지식도 없이 사회적 조직의 공백속에서 

계속 자원과 힘 을 낭비하기만 하였다(Chauvier， 1-5) , 

이 일련의 사태는 레년으로 하여긍 공장위원회에 의한 노동자관리를 쁘 

띠부르죠와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이고도 반혁명적인 신디칼주의라고 비난하 

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는 이때부터 확실허 레닌의 사회주의의 이념은 

생산성 증가를 제일 큰 목표로 삼는 생산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1917년의 민중해방의 이념이 레닌의 체계에서 완전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였으나 소련의 정치 사회체제의 기초가 오직 생산론적인 관 

점에 근거를 두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보겠다. 

48) Vinogradov, Wα'kers' Control, Past and Present. (Moscow, 1973), pp. 65-66. 1918 
년 중반까지 공장위원회가 거의 5분지 3이상의 공장의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Shliapnikov의 보고나 Buynand의 설명은 극도로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툴의 
참여가 효과적이었는지는 간단치가 않다. 경제의 전반적인 붕괴와 내란으로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노동훈련의 효과와 노동자의 

위신， 민주주의의 증진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다만 루간스크의 가르트만 기관차공장 
에서는 공장위원회의 노력으로 생산성이 4배 이상 올랐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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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차대전 직후의 시대 자체가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조직자본주의에 의 

한 생산성이 급상숭하던 시기였고 또 레닌 자신은 1919-21년의 상황에서 여 

전히 유럽의 혁명에 관한 가능성을 크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결정 

론과 해방론 사이의 갈둥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경제적인 파국과 내란에 직면하여 점차 레닌은 사회주의의 사활 

이 경제복구에 달린 것이라고 결론짓기에 이르렀다.2월에 그는 토지국유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농민충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였다. 3월 3일 

브레스트-리톱스크 평화조약의 체결 이후 Vese따ca로 하여금 기술자경영인 

제를 도입하도록 결정짓고 노동자관리란 상부결정을 하부에서 수행하는 기 

능이라고 정의내렸다(C없， 2:86-7). 

소비에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가 아니고 경제이다. 경영이란 생산 

력을 높이고 생산， 분배에 대한 통제와 회계를 재조직함을 뭇한다 지식과 

기술 없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교할 

만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의식적인 대중의 전진을 요구한다 물론 자본 
주의적인 기술자를 다시 높은 보수를 주고 고용하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틀렴없다 우익들이 조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감추지 말고 ... 민충을 속이지도 말자. 그 대신 공개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자，뼈) 

그러나 레닌에게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의 본질은 당과 주류적인 계급， 

또 입법과 행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지휘 

를 위한 기구는 언제나 정치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점은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국유화와 사회화는 동일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노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가 정부기구에 영업되어 이들이 과거의 전위부대 

를 대치한다는 것 자체가 전연 새로운 성격의 사회주의 정부의 형태를 의미 

하는 것으로 여져졌다. 레닌은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에서도 국유화나 국가관 

리， 대규모의 산업기구 동의 창출 보다도 정치 기구하에 생산통제를 두는 점 

을 최우선시 하였다. 정치적인 통제권 없이 재산의 몰수， 노동자관리， 사유재 

산의 파기는 무의미하였다. 즉 레년에게 노동자관리란 노동자 국가의 관리 

이냐 부르죠와 국가의 관리이냐가 문제였다.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49) Le띠n， on Workers' Control αld the Natíonalízation of Industry, (197이 pp. 142-3, 
"Immediate Tasks of the Soviet Govt.'ll1ffient"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관리， 1917• 21 177 

아니라 경영자를 누구가 감시할 것인가가 문제였다(CW， 25:잉5， 26:103-4, 

Can the Bolsheviks Retain the Power?). 고로 당간부는 기 업주를 감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고 이들 엘리트 간부만이 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혁명 이후 그는 노동자관리를 대치하기 위해서 노 

동자와 기업주가 공동관리하는 집단경영주제도와 자본주의적인 기업의 경영 

을 부분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자본주의라는 노선을 태하였다. 

부하련은 레닌의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이 격렬히 비판하였다. 

국가자본주의는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장 부때환 자본주의다. 

그러나 레닌은 다음과 같이 웅수하였다. 

국가자본주의는 쁘띠부르죠와를 궤멸시키고 사유채를 파기하며 산업을 대규 

모화시키는데 이바지하므로 일정기간 유익한 것이다 5이 

고로 레닌은 ‘국가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입장하에 국유화 계획을 늦추 

고 사유와 경영의 분리만 추구하고 행정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추 

구하였다.51) 이 무렵 볼셰비키 내부에서는 국가자본주의 원칙을 둘러싸고 

의견의 심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래서부터의 압력이나 계급갈둥， 

전쟁，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이 아니라면 적어도 혁명 직후에 국유화나 전시 

공산주의는 볼셰비키의 내재적인 이념은 아니었던 것이 툴림없다. 그와 같 

은 온건 상태의 국유화가 1918년 6월에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은 독일과의 

조약의 결과였다. 독일 측에서 양국 합자회사의 국유화의 선언은 볼셰비키 

의 재정적인 파산상태， 원료공급로의 지연， 식량난의 가중을 불러와 국유화 

50) 그러나 1918년 러시아의 산업이 과연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을 갱도로 집충의 갱도가 

높은 것일까에 관해서는 학자툴의 답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 M려le， 위의 책， p. 37, 

표 2를 참조하라. 
51) 1918년 1월 국유화의 계획은 대기업의 청우， 특별히 노동자-고용주와의 관게가 악화 

된 경우만을 국유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서 행청적인 감시만 시도하였으나 국유 

화의 요구는 오히려 아래서부터 거세게 나왔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의척인 방법으로 

기업이 몰수， 노동자 관리가돌이 직접경영하는 것을 전연 원치 않았다. 1917-1918년 6 
월 까지 81개의 기업이 SNK에 의해 몰수되었고 그중 30개는 기업의 숭인， 25개는 재 
산볼수， 3개는 국가소유로， 2개만 국유화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볼셰비키들 사이에 
서는 노선상의 의견 분열이 매우 심하였다. 앞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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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다시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4차 전러노조 위원회에서 레닌은 노동자자주관리와 국유화 사이의 

타협안으로 ‘집단경영주제’를 제안하였다(Dewar. 34). 공장위원회는 노동조 

합에 합병되며 노동조합은 이 집단경영이사회에 파견할 대표를 지명할 권리 

를 가지며 기엽의 경영주위원을 2인으로 정하고 위에서 지명한 책임자 1인 

과 아래서 경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으로 구성하며 하부위원회는 주로 회 

계， 내규， 노동강화 동을 논의한다고 정하였다.52) 그러나 공장위원회가 노동 

조합 아래에서 서서히 위축되어 가면서 노동자관리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져 

야 한다는 사상이 유포되고 있었다. 다만 아직도 공장위원회를 완전히 폐지 

할 수 없었던 것은 지방에서의 노동자들의 저항과 생산성에의 하락을 두려 

워한 탓이었다. 브레스트-리톱스트 조약에 반발하는 의미로 Vesenkha 장의 

자리를 사임한 오신스키는 제1차 Sovnar암lOzy 대회에서 지나치게 기술관료 

를 도입한다는 이유에서 집단경영의 방식올 격렬히 비판하였다. 이때 오선 

스키의 다음과 같은 반박은 후일 노동자 반대파의 사상적인 근거가 되었다. 

래닌의 집단경영제라는 것은 엄밀히 보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프로레 

타리아가 회계， 감독， 규율을 책임지고 부르죠와 경영자가 의사결정과 재산권을 
책임진다면 실질적인 기능은 부르죠와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사회주의가 차 

라리 사회주의적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즉 직접생산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 

능인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잃) 

52) Lenin, CW., 27:210-11,212, 2(:폈， 268，’ 3퍼16운-31ηπ7τ. 

Government'’ 
53) Osinsky, N., Strotitel'stvo sots따li2'1TMl (Moscow, 1918), pp. 34-6, p. 75. 벤셰 비 키 는 
처음부터 노동자관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다른 관점에서 국가관리를 주장하 

였지만 그것은 부르죠와적 노동조합을 위한 국가관리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가까 
웠다. 그것은 국유화도 아니고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오신스키는 더 나아가 볼셰 

비키의 국가관리+국유화+국가자본주의 라는 것은 혁명적이지도 않고 구체제의 대안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또 볼셰비키는 노동자관리의 의미를 전연 모르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그는 10월 이전의 노동자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형식상의 관리였으며 실제 내용 
변에서는 관리가 아니라 비호， 경계， 감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신정부가 생산을 증가하고 계급의 숭리를 확보하고 경영을 조직해야하는 문 
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혜닌의 주장대로 경영에 부르죠와를 참여시키는 것은 찬성하나 

프롤레타리아의 직접 참여는 점차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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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위시한 당내 좌파는 노동자관리가 실질적으로 노동자 경영으로 전 

환할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오신스키， 스미르노프조차 

노동자경 영 (Rabochie Upravlenie)와 노동자행 정 (Rabochìe Pravlenie)의 의 

미를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중앙기구의 조정의 역할， 계획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54) 즉 중앙기구는 생산의 양， 가격을 지시하고 노 

동자들은 생산방식과 경영에 몰두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반대파를 무정 

부주의자들-신디칼리스트들이라고 비판 · 탄핵하는 당내 우파들의 주장이 

전연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55) 무정부주의자들은 중앙행정에서 

조차도 생산자 위원회의 대표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6) 당시 러 

시아 현실에 비추어 이것은 매우 공상척인 주장이었고 대신 경영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한다는 원칙수립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있다. 

1919년 상반기까지 볼셰비키의 주장파는 달리 공장위원회에 의한 노동자 

관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우도 있었다.sn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1919년 

초에도 노동자관리는 55%나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많) 

제 1차 Sovnar암10Zy 대회는 일인경영주에 대한 레닌의 희망이 좌절된 

사건이었고 노동조합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 배제하지 못함 

을 의미하였다. 사회주의로의 변화나 국유화로의 길은 1-2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준비단계가 끝날 것임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볼셰비키가 활용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전문간부들이 압도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국유화 자체도 아 

54) 이 용어는 레닌 자신도 이미 2월에 쓴 바가 있다. 노동자행정이란 그야말로 관료주의 
적인 발상으로 중앙에서 내린 지시를 노동자대표로 구성된 관료들이 수행한다는 것으 

로 언듯 보아 ‘노동자주의’인 곳 같으나 내적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미 선거권이 

상실돼 지명된 대표제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노동자돌 사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노동자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노동자경영이란 이에 

비해 보다 직접 참여와 결정에 가담하는 것으로 묘사되나 신디칼주의자돌의 노동자경 

영과도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ewar, 34; 벼피1， 위의 책， 23:2밍-1. 
55) Truψ I Vserossiskogo S"ezd Soumrkhozou , pp. 79, 잃3; Kanev, S., Okts뼈r'ska따 

Reuoliutsiia i kra암1 anar때i낀na (Moscow, 1974), pp. 23-7. 
56) 무정부주의자들은 1차 전러노동조합대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참석자 482인 중에 찬성 

4표를 얻었다. Brinton, 35-7; E. H. Carr, 2:86-7. 
57) S. Lozovsky, Rabocfúi Kontrol'(Petrograda, 1918), pp. 2-4. 
58) Vinogradov, V. , 위의 책， p. 51; J. Mallξ 위의 책，<표 3:1, 노동자관리의 참여도， 

1918.8>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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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요원하게 보였다.59) 점차 노동조합을 국가의 기구로 만든다는 제안에 

볼셰비키 대다수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노동조합 자체내에서는 아 

직 국가기구화로 된다는 데에 전면 거부하고 있었다.60) 1919년 1월 16-26일 

제 2차 전러노조대회에서 국가기구화의 문제가 전연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은 이 의제를 지연시키고자한 노동조합과 공장위원회의 의도를 엿볼 수 있 

다.61) 

6월까지 노동자관리는 대부분 사기업이나 자의적으로 볼수된 공장에서 

묵인된 장태에서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신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국유화를 

주장했지만 문서상으로만 폰재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자의적인 노동자관리를 

손탤 수가 없었다. 레년은 이를 국유화로 가는 동기유발용， 부르죠와 억합을 

위한 정치적 수단， 신노동조합의 과제를 위한 선전용으로 쓰려고 안간힘을 

다했다.62) 그러나 노동자관리의 효용성이 지대하였다는 사실이 아직은 기억 

에 생생하였고 아직은 부르죠와 기업주의 저향의 가능성이 컸으며， 반볼셰 

비키 정당과의 경쟁， 노동대중의 계급적인 적개섬 둥둥으로 노동자관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또 그 기능이 Vesen암13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년은 겉으로는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 

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의 파국 때문에 노동자관리의 직접경영의 기회는 

위축되고 있었다. 레닌은 전면 국유화보다도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관리 

의 노선을 택하면서 노동자와 기술자에 의한 집단관리를 주장하고 노동자의 

59) 정신노동자:육체노동자의 비율은 독일의 경우 1:5, 미국의 경우 1:8에 비하여 러시아 

의 경우는 1:15에 까지 이르다는 점을 생각하여 볼 때 효과적인 노동훈련이란 거의 

절망적인 상태 였다. 당시 에 믿을 만한 중간 수준의 간부들은 대부분 노조활동에 가담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 정부로서는 이들에게 정치적인 종립을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6이 특히 철도노조와 섬유노조는 국가기구화되어 비호 받는다는 것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매우 팡범하였다. 
61) 아직은 노조내에서 볼셰비키 당원은 절반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들의 숫자는 매년 불 

어 냈다. 볼셰비키는 당내 파벌이 생길 때마다 중앙집중주의의 욕구가 커져갔다. 비당 

원노조원을 침투 연루시켜 각종 정치회의， 기구에 끌어몰이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였다. ]. Ma1le, 위의 책， 표 3:2를 보라. 
62) Buynan, ]., πJe Qrigin af Foræd Labour in the Soviet System, 1917-18: 

Documents 01띠 Materials, (Baltimore, 1967) pp. 27-43.; Gladkov, Natsionalizatsi따 
promyslúennosti v Rossii, pp. 18-20; Silantiev, Iùψ앙úi kontrol' i sovnarkho강 p. 

3; Ankudinova, Nl따sionalíZI따si띠 promyslúennosti v SSSR, 1917-2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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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감시 감독 기능에만 머물 것을 지시하였다.63) 그러나 노동자와 기업 

주 사이에 적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국가자본주의란 이론상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즉 아직은 볼셰 

비키당이 노동조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노동조합 자체도 전 

국적인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권한이나 조직망이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혼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모 

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이 생산의 하락은 정치적 불안을 갖고 오기 마 

련이었는데 볼셰비키들은 이로부터 노동자관리가 마르크스적이 아님을 공개 

적으로 비판하는 단서로 이용하였다.없) 

노동자관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노동자가 먼저 경영의 방법을 배우고 권 

위가 확립된 이후에야 사회주의가 가능하다 (6차 비상 전러소비에트 대회， 

1918. 11.6-9). 

레닌은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차등， 도급제 기술자경영 

주제 도입 등의 소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테일러주의를 도입하였다. 그의 

노력에 노동자 일반은 섬한 반발을 보였고 결국 집단경영주제의 제안은 좌 

절되었다.65) 내란이 심화되는 사이 1919년 8월에 가면 볼셰비키는 서서히 

노조원내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의 경영진을 출신 

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면 공장위원회 출신이 20%, 노조원이 3.1%, 고급기술 

자출신이 29.6%, 중급기술자 출신이 22.6%, 정부기구내의 관료 10.5%, 기타 

14%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원의 경영이사회의 영입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 

다.66) 노동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경영진에 들어가기 보다는 기술자들이 영입 

되는 것이 조합활동에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당시 열렬한 볼셰비키 경제 이론가인 크리츠만은 소련의 경영기구의 형 

성과정에는 6단계가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10월까지 노동자에 의 

63) Stepanov, 1., ot rab따Jego kontrol，따 krab여Je11lU upravleniiu v promysfúennosti ì 
2emledelii, (Moscow,1918), pp. 239-40; Bettellieim, 위의 책， 1: 125-30. 

64) 신 노동조합의 노동자관리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Malle, 위의 책， p.146， 주) 59, 73 
을 참조하라. 

65) K E. Bailes, "Alexei Gastev and the Soviet Controversy over Taylorism, 1918-24", 
Soviet Studìes, 29:3 (July, 1977), pp. 373-94. 

66) Narodnoe Kho2따istvo， 1919, nos. 7-8, p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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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율적 관리의 단계→ 10월혁명 직후 1918년 6월까지 강행된 노동자 자 

주경영→ 1918년 말 국유화의 시작과 더불어 자본가출신의 전문 경영주의 

강제 참여하의 산업경영→ 1919년 초 정부의 경영기구 창설까지 전문기술자 

들의 의무적인 봉사→ 집단적인 경영제의 실시→ 1921년의 일인경영주제의 

도입의 단계라는 것이다.õ71 이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긴 하나 각각의 정치적 

인 변동을 보여 주는 데에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8월 내란의 개시라는 이유로 레닌은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부르죠 

와 출신의 기술자와 경영주와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는 러시아노동자의 문화적인 후진성 탓에 사회주의적인 생산방식이 예상보 

다 지연되리라는 사실에 매우 초조해 하였고 그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 

동자의 직접경영이나 국유화를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념상으로 당 

내의 좌익 볼셰비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일반으로 

부터도 저항을 받았다. 그는 한편에서는 산업적 생산을 감시할 중앙기구를 

만들어 중앙에서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르는 효율적인 통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1918년 전반에 걸쳐서 기업에서 계급의 분규가 지속되었고 경영주들 

은 노동자의 감시 관리보다는 직장폐쇄의 방법을 정부에 호소하였다. 이에 

레닌은 이념과 현실사이에 심한 갈둥에 빠졌다. 

신정부에게 부딪힌 보다 큰 장애는 식량의 부족， 유통의 마비， 물자궁핍 

에 따른 노동자 이탈현상이었다-68) (Buynan, 23). 8월 이후 레닌은 생산을 회 
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결국 은행의 국유화와 국가통제， 노동규율， 임금의 부 

분적인 차등화， 강제노동， 기술전문가 대거 고용， 노동조합내에서의 선거제 

폐지 등을 결정하였다.69) 또한 소비에트는 최고국가경제회의 지도부에서 좌 

파인 오씬스키， 부하린， 스미르노프등을 경질하고 대신 밀류틴， 류꼬프로 대 

치시켰다. 또한 그는 노동자관리를 주장하던 무정부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일부는 체포하였다. 자본주의적인 경영주를 다시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민주적인 좌파에 대해서도 그는 쁘띠부르죠와적 자본주의 

õl) Kritsman, Geroicheskii period Velikoi Russkoi Reuoliutsii(Moscow, 1924), p. 96, 
M외le， 위의 책， 재인용， p. W7. 

68) 1918. 3. 20. 소비에트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위원장인 Shlyapnikov는 노동자의 태만 
을 한탄하였다.5월 25일 노조위원장인 톰스키 역시 노동자들의 의욕감소를 지적하였 

다.5월 30일 1차 전러 인민경제위원회에서 노긴 역시 노동자들이 갖는 식량이 1914 
년의 2/1도 되지 않음으로서 생겨날 전국적인 노동자태업을 걱정하였다. 

69) Buynan, 위 의 책 , pp. 3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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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응수하였다(Carr， 

2:1(0)(Le띠n， 22: 516-17). 

그러나 6월 28일 국유화 선언은 신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올 것이 

었는데 국영기업과 공장을 조직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고 

지방의 자주관리위원회와의 충돌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Buynan， 27). 결국 
정부는 내란이 개시되자 철도 및 다른 기간산업부문에서 자주관리의 강제폐 

쇄를 단행하여 관리와 경영을 완전히 구분지었다. 경영은 Vesenkha와 지방 

경제위원회에게 형식상 관리와 감독은 노동조합에게 이양하고 현존 자주관 

리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종속시켰다. 그대신 그 대표는 중앙의 

관리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상태에서 노동자관리와 자 

율권의 주장은 자연히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딜레마에 빠지 

게 되었다. 내란은 사회주의에서 조기국유화를 서두르게 하였다. 비판적이던 

부하련， 라댁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끝까지 당의 중앙집권적인 관리체 

제를 반대하던 오씬스키는 노동자반대파와 더불어 당내 주류파에서 띨려났 

다. 

4. 전시공산주의 시대의 레닌의 노동정책 

레닌은 노동자 관리권을 중앙기구에 종속시킴으로써 당내 좌파로부터 심 

한 반발을 받았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다.7이 그는 이떼에는 이념성보다 

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취해야 할 필요성으로 맞섰으나 문제는 그것이 과 

연 의도한대로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또 이에 대한 노동자대 

중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 다음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론 

상의 준비 없이 강제적 억압의 방법을 구사할 때 치를 뱃가가 무엇이며 그 

뱃가가 새정부의 사회주의적인 질서 수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본장에 

서 분석해 보자. 

내란시에는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노동정책과 노동보호입법은 문서상 이 

론으로만 머물게 하고 실제는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서방 역사가들은 ‘전시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 수미일 

관된 계획이나 이념도 없는 체제였다고 말하고 있다.71) 내란 동안에 레닌은 

70) Buynan, 위 의 책， 32.， 국제주의 자들의 비 판， 2차 노조대 회， 1919.1.23. 
71) Malle, 1-9; Renñngton, 6-8; E. G. Gimpelson, "0 politike voenn앵o kommuniz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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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숙련공을 비롯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생산 작업장 이탈과 의식 

수준의 하락에 당황하였다. 1918년 말의 새노동법에서는 수많은 비인간적인 

규정과 강제적인 노동의 의무， 노동카드제를 도입하였다. 노동일탈을 반역적 

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제노동장으로 보내지는 데에는 그 누구도 면제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선언하였다.η) 

만일 노동조합이 노동자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기능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노 

동조합은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고 국가경제는 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노 
동자는 아직 부르죠와 사회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고 과거의 때를 그대로 지 

니고 있다.폐 

이것은 1917년의 그의 시각파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왜 이같은 사 

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선 첫째로 내란의 군사적인 절박함에 직변 

하여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무 효과가 

없는데 대한 위기감， 둘째 경영권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저항， 세째 

끊임없는 식량의 위기와 농촌에서의 비협조， 끝으로 국가기구나 당내기구에 

서 활동하는 신 당원들의 문화적인 저수준 등이 볼셰비키로 하여금 초조감 

과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산업경영은 볼셰비키가 다루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 

나였다. 공장위원회의 종속화 이후에도 기업내에서의 기술자-기업주와 노동 

자간의 계급적인 적대감은 그대로 폰속하였고 노동자관리는 사기업과 지방 

에서 지속되고 있었고 중앙의 Vesenkha는 레년의 공식적인 선언과는 달리 

지방경제기구의 저향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선체제의 이념에 일치하는 유 

능한 경영간부들이 극소수였으므로 새경영진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였 

다. 이 때문에 볼셰비키체제에서 경영의 구조는 항상 불안정하였고 자주 번 

복되고 혼선이 이루어졌다. Malle에 의하면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의 경영은 

3단계， 즉 노동자관리→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관리→ 당 중앙관리의 단계 

를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각 단계는 모두 다 불균형하게 뒤 

섞여 있었고 조화를 이룬 적도 없고 다른 방식에 대해 우월성을 확보한 적 

이 없이 언제나 혼란과 갈동에 뒤덮혀 있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볼셰비키 

1918-20", Voprosy istoríi, no. 5, 1963, pp. 36-50. 
72) M. Dewar, 위 의 책 , pp. 43-44; Lahour Code of 1918, no. 'lJ, 92, 94, 148 참조 
73) Le띠n， 2차 전 노조대회， 19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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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지방적 기구의 취약성， 경험부족으로 인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적절 

한 지지를 받지 못한데에서 기인하였다(Malle. 89-80).74) 결국 다시 노조의 

역할규정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1919년 1월 노조의장인 로죠프스키 

는 노동조합의 국가화에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노동조합의 국가기구화는 공산주의적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관료기구로 전 

락할 위험이 있다.75) 

이에 비해 라자노프와 부하린은 노동조합의 국가기구화는 국가에 노동계 

급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다수 볼셰비키들에게 

는 아직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서 공론적인 수준에만 머물고 있 

었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자아의식을 계발하거나 민주적인 사회세력 

이 되는데에 어떤 역학을 할 것인가는 전연 관심의 주제가 되지 않았다. 레 

닌 역시 산업생산성의 하락에 당면하여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노동자출신 

의 경영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념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 

았다. 이에 그는 오직 노동조합의 경제적인 가치만을 생각한 듯하다. 즉 노 

동조합은 정치기구에서의 직접참여를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는 노동조합을 정부기구하에 종속시키는 대신 가능한 한 신체제에 협력적인 

수단으로 만들고 이로부터 경영가를 선발하여 기엽내의 경영진， 경영위원회 

에 참석시킨다는 제안을 하였다(Buynan， 43) ,76) 동시에 그는 노동조합에게 

‘일인경영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볼셰비키는 노동조합 

이 국가행정으로부터 중립을 취한다는 레년의 발상에 찬동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밀려났다.77) 강경파와 좌파 사이에서 레닌은 이때 재빨리 양보 

74) 사실 러시아에서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1917년 2월 이후에 조직되었고 게다가 노동조 
합의 인기는 원래부터 멘셰비키에 쏠려 있었다. 

75) 2차 전러 노조대회， pp. 9-16, 37-40. Dewar, p. 72. 재인용. 
76) 그는 노조가 국가기구로 합병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하위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재 

편성하고， 노조가 노동자돌에게 숙련도 교육과 사회주의적 의식교육을 시키며， 또 생 

산교육 뿐만 아니 라 국가기구에 관한 사무직 훈련까지 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1919.1.21. 볼셰비키가 노조를 강제로 국가기구화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상당수의 유력 

한 노조들이 저항하였는데 볼셰비키는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정책으로 인쇄노 

조， 은행사무직노조， 모스크바공무원노조를 해산시켰다. Delo Nanαfa， 1919.3.21. p. 2. 

Buynan, p. 45. 재 인용. 
77) Kaplan, 위 의 책 pp. 211-21; Deutscher, pp. 18-22; W Vserossisskaia /(，(，찌erents，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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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조합의 산업경영권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논조를 펴기 시작하였다 

(Bunan, 49)뼈 79) 

가장 중요한 현재 당면과제는 어떻게 노동자관리에서 노동자 경영으로 전환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80)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경영한다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조에게 임금률을 결정하고 특별진정소를 

설치한다는 정도의 양보에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년은 노조의 국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국가고사론을 아직 

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더욱 애매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다만 내란시기 반혁명세력을 분쇄하고 프롤레 

타리아독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고사론을 무기연기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 

이 규정지었다. 

노동조합은 특정 공무원 없이 국가공무를 노동대중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가르치는 학교다.81) 

노동조합은 지방기업에서 경영의 권한문제를 둘러싸고 Vesenkha와 가장 

prafsoiuzov, 1918. 3.12-17. pp. 301-2, Malle, p. 108 재 인용. 
78) 8차 당대회， 1919.3.23. “노동조합의 산업경영에 관한 결정" 5항. 사회주의 산업의 조 
직기구는 노동조합에 기초를 둘 것 사회주의 사회의 노조는 좁은 직업별의 시각 

을 탈피하여 대규모 생산협동체로 전환할 것. … 노조는 산업행정에 참여하여 그들 
수중에 전국경제의 행정을 집중시키며 노동대중을 광범위하게 경영에 가담시킬 것 . 

. 등을 결정하였다. 

79) Buynan, pp. 49, Izvestiia, 1920.3.2. no. 13; Trotsky, 3차 노조 대 회 , p. 87. 
80) 이때 볼셰비키는 동부전선에서 콜차크부대의 진격에 긴장하여 적군의 동원과 군수품 
을 정발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노조내의 자원부대의 동원이 긴급하여 졌다. 아마 

그는 노조의 도움없이 노동자일반의 생산성 교육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 

이 절감한 듯하다.Le띠n， CW., 29:154. 8차 당대회 보고서， 1919. 3. pp. 18-23. 
81) 노동조합의 위치에 대해서는 혜닌 뿐만 아니라 전 볼셰비키들 사이에 의견통일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노동조합과 최고국가경제위원회， 소비에트조직의 중앙과 지방 

의 각기구， 당조직들이 서로 중복되고 충돌하는 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이들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켰다. 1919년 3월 제8차 전당대회는 1월에 있었던 노 

동조합대회의 결의문을 두고 심한 격론을 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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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충돌하였는데 레닌은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말 

을 사용하였다.82)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생산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B띠lton， 54) ( Deustcher, 32). 또 다른 이유는 레년에 의하면 소비에트 

기구는 민중의 대표인 입법기구의 성격파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하려는 노동조합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정치에서 중립적이 되어야 

만 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노동조합은 크게 정치질서의 측면에서는 일치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는 비정치적이어야 했고 그보다는 노동 

을 조직하고 생산을 관리하는 일이 주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서 보듯 사회 

주의 국가 건설에서 국가권력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가장 교묘하고 통찰력 

있게 논한 이는 레닌이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조합은 노동대중과 소비에트 기구를 중재하는 역 

할을 맡는다(Kaplan， 226). 

결국 일반노동자→노동조합→지방경제기구→소비에트하위기구→소비에 

트상부기구→소비에트집행부→Vesen암la→노동성→SNK， 인민위원회→당의 

순서대로 권력의 위계질서의 원칙이 세워지고 이 과정은 1919년 내란의 위 

기를 틈타 이루어졌다. 1919년에는 지방의 수준에서는 지방소비에트와 지방 

당조직， 지방경제위원， 노동조합들 사이에 권력의 경쟁과 알력이 남아 있었 

는데， 레닌은 당을 소비에트보다 우위에 두기 위한 대한 투쟁으로 노동조합 

을 이용하였다(Kaplan， 281). 점차 모든 생활이 전시체제화에 묶여지면서 소 

비에트기구의 권한은 위축되고 당의 권력은 유리하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 

하였다. 레닌은 정치권력 사이의 이런 변화를 경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이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즉 노동조합에 대한 지시를 종종 Vesenkha와 당 

이 직접 총괄함으로서 지방기구나 소비에트 기구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곤 

하였던 것이다. 

82) Lozovsky는 지역. 지장에셔의 소비에트의 권한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중립을 보장받으 
려고 하였고， 국가기구는 노조조직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프롤레타리아 성격을 유지한 

다고 보았다. 그러나 볼셰비키 대다수는 국가기구를 통해서 노조를 지배해야 한다고 

봄으로서 당， 소비에트， 노동조합 사이에 실질적인 우선권에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Kaplan. p. 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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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산주의시대에 경제적 행정기구상에 또 다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 

는데 이것은 후일 공산주의 러시아의 당과 국가의 관계를 결정짓는 상징적 

인 의미를 띄고 있는 변화였다. 즉 정부는 지방기업에서 경영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SNK 산하의 국가관리위원회를 노동자관리위원회에 대치시켰으나 

제대로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가 최상충부의 정치기구에서 직속 배치 

되어 지역별의 경제기구와 경쟁하는 이른바 ‘산업부문별관리 중추부위원 

회’(Glavkism)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구는 고도의 중앙집중주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산엽을 부문별로 나누어 각 위원회가 지방기업의 회계， 생산 

성， 임금책정 등에 개입 감독하기로 하였다.없) 이들 중추부위원회는 위에서 

부터의 할당량을 책정하고 생산물을 수거하였기 때문에 지방기업의 관리면 

에서 지방경제기구인 Sovnar에10Zy로부터 심한 반발을 자아 내었다.없) 이 기 

구의 자의 적 인 감독과 개 업은 Vesenkha하의 중앙관리 경 영 이사회 의 기 능조 

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도 가져왔다. Vesenkha조차도 실질 통제 기능을 

침해받았다. 이것은 볼셰비키의 산엽경영방법과 노선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 

를 뭇하는 것이었다. 이 변화는 볼셰비키가 반혁명군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는 순간에 일어났다. 즉 1919년 말 내란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이 커 

지자 신정부는 지방경제기구의 자율성이나 노동자관리， 노동조합 등을 효과 

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혁명과 동시에 창출되어 최고소 

비에트 인민위원회에 책임지는 Vesenkha, SNK 조차도 점차 퇴색되고 그보 

다 당， 정치국， 정부내의 고위정치기구들이 경제면에서의 의사결정권을 장악 

하여 갔던 것이다. 

내란이 계속되는 동안 집단경영이나 Vesenkha의 경제지휘는 전연 성과 

를 보이지 못하고 국유화된 기업의 대다수는 재정적인 파산， 생산성의 하락， 

실업을 낳게 되자 이것은 집단경영제와 노동조합의 애매한 중립성을 비판하 

는 구실을 마련하였다. 1920년 4월의 9차 당대회에서 마침내 레년이 일인경 

영주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정도의 과감성을 보인 것은 그만큼 적군의 승 

리와 당의 정치적 통제권의 강화가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미 

Vesenkha와 정부고위 행정기구내에서의 노동자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대선 경영의 권한이 적은 지방 경제기구에서만이 노동자의 비율이 그대로 

83)M떠le， 위의 책， pp. 267-80에서 중추관리 위원회와 지방경제위원회 사이의 싸움을 자 
세히 묘사함; T. Remington, 위의 책. pp. 65-71. 註 55-6 참조. 

84) Izvesti따， no. 208, 1918‘ 9. 25. p. 5; Narodnoe kh02iaistvo. 1919, no. 1-2, p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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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뿐이었다. 또한 지방 경제기구나， 지방의 정부직속 경제기구내에서 

기술자들의 비율 역시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뭇하는가?(M머le， 

122) 중앙으로 갈수록 고급기술자들이 몰려있고 노동자들은 겨우 지방경제 
기구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기구에 

대표를 보내는 선출의 권한은 당이 소비에트나 노동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육박하여 경쟁함으로써 당의 정치적인 통제는 비율이 커지고 있었다. 즉 노 

조에서 보낸 대표들이 지방행정， 경영기구의 위원회에 머무르는 시기는 극 

도로 짧아져서 권한이란 의미가 없어졌고 노동자관리가 노동자행정으로 바 

뀌어진다는 말조차 형식에 불과하였다.85) 점차 공장내의 경영위원회는 지역 

별 경제위원에 책임을 지기 보다는 기업별 중추부 위원회기구에 책임을 지 

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었다. 

1919년 내내 중앙경제기구의 식량확보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는데 계급 

의식은 경제적 궁핍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때 트로츠키는 이것이 Vesenkha나 SNK와 같 

은 과거의 중앙기구의 관료주의적인 방법 때문이라고 통렬히 비난하고 열성 

적인 적군부대를 노동동원 대원으로 쓰고 모든 노동이탈자를 강제노동장에 

동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강제노동이 전시에 실 

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전에서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순간에 강화되 

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볼셰비키의 투쟁대상이 반혁명군이 아니라 노동이 

탈자나 소극적인 노동대중에게로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노동의 기원에 관해서 상세한 연구를 시도한 부이난은 1919년 6월 

정부의 인력난은 극에 달했으며 노동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정 

책은 거의 전쟁상태에 가까운 것이라 말한다(Buynan， 77). 레년의 신중한 경 

고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은 일반 노동계급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강 

경정책을 주장하던 트로츠키는 아래와 같이 강변하였다. 

프롤레타리아층은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일은 잘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게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프롤혜타리아가 좀 더 일을 하면 지금과 같은 기 

근， 추위， 원료의 난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 그들은 자기의 이익도， 국가의 
이익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툴은 자신을 희생할 펼요가 있다. 이상을 

위해 후방의 노동자돌은 자신을 회생해야 한다(Buynan， 70). 

85)M외le， 위의 책， pp. 126-7, ‘경영이사회에서 노동자출신의 비율’에 관한 표 3:4, ‘노동 
조합이 경영자에의 대표선정 권한에 관한 비율’ 표 3: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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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Tf율에 저항하면 직장을 폐쇄한 후 강제징집령을 내라고， 그 다읍 작 

업장에 노동자룹 산별하여 배치하였다.6월 25일 포고에 의하여 모든 노동자 

는 반드시 개인별 노동장부들 지녀야 하고 이주의 자유는 제한되고 정부와 

노조의 감시하에 놓였다. 

그러나 팍제적인 노동정책이 과연 얼마나 큰 성과쓸 거두었을까? 2치 

SNK 총회에서 농촌의 소규一모 쿠스타랴수공업 부운의 -;~쉬-화될- 논했을 때 
농엽부의 ~r::.~신은 쿠스l斗랴의 역할의 중요함에 대해 고백하였다(MaHe， 

76-78). ):16) ):17) 꽉셰비키들은 이념상의 열광적인 태도에서 쿠스타리들 증앙경 

제기구에 한l성히는 일을 역섣하였지만 실제에서 이들쓸 동제하는 깃은 뭔가 

능히였고 오히러 생산달 완전히 정지시키게 되는 국1건에 빠지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정 JIL 의 각기구외 군사분과와 지밍-경제기구에서 각l즈타리의 생산 

쉰을 생탈히-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 대기업의 사정은 내딴이 끔날 무쉽에 

는 최악의 수준으로 니-빠졌다. 결국 블셰비키의 증앙판리체제는 엉성하였고 

섣헌가능성도 선혀 없음이 드러났다. 

선시공산주의 체제히애서 노동자관랴는 이떤 운명윤 겪있을까? 1918-21 

넌 사이의 노한자의 짐단관리체제는 전혀 사파지지는 않았지만 급격히 깎소 

하였다. 그대신 당이 선정한 부르죠와적 신문가듭피 경영인이 판펴권윤 장 

악하는 비윤은 띠l우 증가하였다 88) (과넥에 의하떤 노동자의 짐단펀펴제는 

공장에서 인시적인 펼요의 결과이다. 경제난국쓸 맞이히여 죄단관파제도는 

86) 이뜰 소생산자들의 GNP에의 부담은 1913년 당시 24-27%에 이갚녔jl， 혁명 이후 생 

산성 하딱으로 다시 소생산자듬의 111 중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이갚 노동자는 쏘 

스크바 내에서도 매년 2ull 씩 증가하있는데 각 작업장의 노능-자수는 12-15언이띠 어 

떤 징우는 찌0-300lJr지 이프녔다 수도내의 쿠스l斗펴의 주소ul자는 선라노조위윈회， 

소ul조함 ι긴 1，ι둡이었고 군대릎 위한 조달븐 300만 JFf}이1 해당되었다

Ekonomicheskaia Zhizn', no. 231 , 1919, 10.17 
87) Ekomonicheskaia Zhizn', no. 231 , 1919. 10. 17, p. 2; 정 부의 증앙집 종화의 노릭 에도 
불구하고 숭앙정영애 의한 생산물 분담은 35%에 볼4하였다. 그 나"1지는 지 l상 경세 

위원회에 의해 지휘받는 지 l앙의 작염장이 총당하였다. Malle, p. 87. 쉰 35 깎조 
88) 관리세인주의외 얀인경영주제는 내선이 끔나깐 부휘애 거의 완싱원 단계애 이갚렀고 

~l 추세는 내란이후 선경세정책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렌 사적인 판버는 1918년애 

28개의 놔영기임애시 채펙되었고 이는 3.4%01] 해당원디. 1!H9년에는 10.8%, 1921년애 
는 71.2%, W23년에는 W.7%'갇 증시히었다 한편， 1920년에 l 지도자갚 가운데애서 

65.3%가 ~c농자갚이있다1낀， 1923년의 이 111 쉰-븐 대시임애시 퍼%， 소 11엮애시는 46% 
로 쓸이갔디 K;tplan, 위의 찌， p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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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산주의의 원리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대표조차도 자신들의 임 

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낼 때 트로츠키가 집단관리체제의 반대를 

천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노조 산하에서 공장위원회는 공장내에서의 

생산성과 숙련도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자신을 갑시하고 통제 

하는 정반대의 기구로 변형되었다. 1919년 금속공노조는 공장위원회의 이같 

은 관리기능을 두고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노동자관리가 이제는 노동자행정이 되었고 1917년에는 노동자관리가 혁명 

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1920년에는 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Kaplan， 329). 

이에 레닌은 이념과 실제정책 사이의 괴리에 대하여 갈둥을 표현하기 보 

다는 노동대중의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당에 의 

한 중앙관리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그저 막연히 낙관적인 생각 

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자관리는 노동자가 관리의 기술을 익힐 때까지 연기해야 하며 1920년에 

는 오히려 유해하다. 사회주의는 곧장 이루어질 수 없으며 ... 연기하여야 한다 . 
... 노동자관리가 조기에 달성되리라 본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었고 과도기에는 
일인경영주가 유리하다(1920. 3. 29. 9차당대회， 3차 전러 노조대회). 

1920년 초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은 거의 들어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중앙의 기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집단관리의 방식이 볼셰비키들이 원 

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당의 정치기구에 의한 독재적인 방법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1920년 초에 내란에서의 숭리가 확실시되자 당조직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재편성되었다. 이는 아래의 자율권을 허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부애서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념적인 동기보다 출세와 경력 

주의적인 동기에 따라 상부에서의 지시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지 않는 인물로 채워졌다. 볼셰비키는 자신의 권력기반의 취약 

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중을 동원하기 보다는 당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 

하였던 것이다. 레닌의 국가자본주의 단계라는 노선하에서 중앙집권적인 관 

리나 생산론적인 동기는 내란기 동안 실제에 있어 그의 의도대로 잘 전달되 

기가 어려웠다. 기술의 속성상 하부 작업장에서는 독재가 본질적인 모습을 

띄었다.89)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무시되고 결정은 상부에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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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소속된 관료들과 경영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노동자 일반은 결정에 

서 점점 밀려나 공장위원회는 완전히 노동조합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B마lton， 45). 레년의 중앙집권적인 관리나 극단적인 자치를 요구하는 그의 

비판자들이나 모두 다 노동자관리를 어떻게 실제에 과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이는 없었다. 하향식의 결정과 이미 이루어진 결 

정에 관한 공장위원회의 회계감독이란 매우 한계가 있었다.90) 

결국， 레닌은 물질적 생산의 증가를 위해 부르죠와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 

인 기술과 경영의 방법의 도입과 사회주의적인 생산양식을 도입한다는 두가 

지의 노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으며 이에 그는 노동계급에게 물질적 보 

상을 대가로 하여 해방이념을 억압하고 혁명의 열기를 당에 충성을 바치거 

나 생산력 증강에 복종시키는 동원의 방법을 택하였다. 혁명 이후 노동자들 

출신들이 대거 사회적인 상숭을 경험하였고 당 관료 등의 국가기구에 선발 

모집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자를 대표헤서 노동자 이익을 변호 

하기 보다 국가정책을 지시， 감독하는 노동자관리자로 변형되었다. 즉 정치 

와 사회가 분리되어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속에 사회가 합병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양자의 차이를 레년과 볼셰비키당 

은 당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다. 

산업생산 경영의 권한이 정치적인 통제권한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사실은 적군의 사령관이던 트로츠키의 입김이 노동징발과 경영， 생산성강화 

의 문제에서 거세게 작용한데서도 잘 나타난다.91) 적군의 엄격한 위계질서 

와 충성심， 일사분란한 효율성을 경험한 트로츠키는 생산성의 하락의 원인 

을 노동자의 게으름， Vesenkha과 SNK의 느슨한 관료주의적인 조직의 무능 

함 탓으로 비난하였다(Dewar， 51). 그는 노동강화와 더불어 일인경영주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Vesenkha의 지도자들조차도 집단경영주제의 비효 

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만 지방과 중앙， 노동과 경영 사이의 갈등을 조 

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겨우 원칙적으로만 지지하였 

89) Avrich, 위 의 책， pp. 196-7; Siri따mi， 위 의 책 , p. 253. 
90) 1918년 11월 지역경제위원회의 대표는 형식적으로만 VSK에 참석할 뿐 매월 정기적 

인 모임도 흐지부지되고 그나마 국가의 한 부서로 전락하였지 지역의 대표의 성격을 

픽지 못하였다. 그나마 지역경제위원회 자체도 과거 경영주가 10%, 기술자 9%, 판료 
가 38%, 노동조합지도자 43%로 구성되어 경제 운영은 대부분 프롤래타리아와 상관 
없는 인물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ReITÚngton, 위의 책， pp. 93-8. 

91) 10 S엉2d RKP, 20 Marta-4 Aprelia 1920g.,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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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없) 1920년 봄 9차 당대회는 노조의 위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혁명 직 

후에 레년이 창설하였던 경제기구나 관료적인 정치기구 자체에 대한 능력까 

지도 심판대상이 되었다. 트로츠키의 오만한 발언에 당내의 좌파였던 오신 

스키， 스미르노프， 샤프로노프 둥이 격렬히 반발하였다. 이때의 레닌을 다시 

한번 그의 특유의 실용적인 방식을 취하면서 중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 

다. 그는 적군의 숭리가 확실시 된 이상 더이상 노동자관리가 정치적으로 위 

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집단경영 

주제를 옹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은근히 트로츠키의 주장에 동조하였 

다，93) 

1920년 1월 3차 전러 노조대회는 곧 9차 당대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 

의하였다. 일인경영주제를 택하고 경영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 

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Vesenkha와 긴밀히 협조하며 당세포가 그 중간 매 

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노조의 다수파는 볼셰비키당원으 

로 채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당에게 종속되어 갔으며 국가경 

제기구 Vesnekha 조차도 당직할기구의 지시에 따르는 구조가 되었다. 노조 

의 당 종속화에 대해서는 벤셰비키들만이 비판하였고 당원내에서는 소수인 

당내 반대파만이 겨우 노조의 자율성을 위해 발언할 뿐이었다，94) 최종적으 

로 노조는 공장내의 공장위원회의 관리에의 개업을 금지하고 대신 노동조건 

과 노동복지에 관한 지시를 수행하는 기능만 행하는 것으로 그 지위가 축소 

되었다.95) 

전시공산주의 시대에 볼셰비키가 추구한 이념상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 

한 헌신성， 농민층 이익의 희생， 강제력의 사용， 시장 보다도 중앙관리의 우 

선정책， 근대적 기술의 긴급추구 둥둥이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 정책들은 

이같은 이상보다는 전통적인 짜르시대의 유산， 사회적 합력과 갈둥에 더 많 

92) EkαlOmicheska따 Zlúzn', no. 230, 1918. 10.18. 
93) 9차당대회의 결의문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기업내의 모든 경영위원회의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책임은 그 자신과 상위기구가 지며 노동자출신이냐 전문가출신이 
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휘자인가 아니면 지휘자를 감독하는 인가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그외에 또 중요한 점은 경영가의 지위에 임명할 인물은 당과의 연루관계에 따 

라 결청하기로 한다는 점이었다. Malle, p. 135 . 
94) 당내 반대파는 주로 돈바스， 모스크바의 대기업에 기반을 둔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당내의 대표자 수가 극히 적었다. 

95) Putevoditel' pp. 270-1,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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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현물세， 암시장， 중소기업， 쿠스타리 

수공엽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적인 중앙의 계획의 실패속에 

서 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실시한 식량정발， 상품의 집단교환제와 빈농위원 

회의 인위적인 계급투쟁， 강제노동， 형식적인 집단관리는 계급투쟁 보다는 

계급소외와 정부에 대한 적대감만 가져다 주었다. 이같은 수직적인 관리는 

중앙기구와 대중 사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생산과 분배의 조정에 완전한 실 

패를 가져왔다. 차퉁임금제나 동기자극 조차도 식량의 부족으로 효과를 거 

두지 못하였고 남은 것은 강제노동력과 정발 방법 뿐이었다. 결국 전시공산 

주의 정책들은 경제문제를 이념에 의해서도 실용성에 의해서도 아년 임시방 

편적이며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는 팽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노 

동자 관리는 그 사이에 강제 폐지당하였고 노동계급은 혁명적인 열기를 상 

실하고 물질적인 향상이라는 약속을 대가로 하여 국가에 철저히 종속되었 

다. 

5. NEP 체제와 노동자관리 

1920년동안의 트로츠키의 노동군과 노동정발 강제노동의 정책은 최초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동자의 일탈과 농촌에서 

의 소요의 조짐은 당과 레년을 긴장시켰다<Deutscher. 55).96) 경제적인 고통 
이 노동자를 더욱 짓누르는 과정에 민주적인 참여의 길마저 상실당한 노동 

계급의 위치를 폭로하면서 또 다시 당내 반대파는 노동조합의 자율권 회복 

에 관해 저항하였다.97) 

1920년 말-21년 초에 노동조합이 생산과정을 총괄하거나 노동조직의 이 

익을 대변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노동조합의 국가주의화의 의미를 둘 

러싸고 당내에서 의견분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그 의견이 크게 삼분되었 

는데 노동조직의 군사화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선봉그룹을 만든다는 트로 

츠키와 순수 노동자조직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통해 사회주의국가의 기초를 

만들어야한다는 오씬스키와 민주적 집중주의를 주장하는 사프라노프로 대립 

96) Le띠n， "The Trade Unions, The Present Situation 때d Trotsky ’s Mi‘ ake"" cw. 
32:20-1.; "R학)()rt on the Role of and Tasks of the Trade Union at tl년 II All 
Russian Congress of Miners", CW. 32: 61-2. 

97) D밍tscher， 위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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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Kaplan， 273-91). 트로츠키의 주장은 종종 그 자신이 적군의 지휘자 

로서의 권력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훈련， 규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동군대의 지휘자로서의 권력의 연장선에 두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구 

내의 다른 그룹들로부터 질투심을 자아내었다. 1920년 11월의 노조대회에서 

느동조합의 지도자인 톰스키는 트로츠키와 충돌하였다. 트로츠키에 의하면 

노조는 국가에 통합되어야 하며 소득을 증대시키고， 규율을 감시하며 노동 

자로 하여금 관리를 받아 들이게 한다(Dewar， 82-3).98) 이에 반해 당내 민주 

좌파인 쉴라프니코프와 콜론타이， 오씬스키는 노동자의 관리체계를 주장하 

면서 노동조직의 지도부는 하부에서 선출되고 이들은 전러 생산자대회의에 

속해야 하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99) 

노동자반대파는 계급적 조직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자들 

이다 노동조합은 누구인가? 이들은 혁명의 선봉대로서 아직도 소비에트기 
구내로 해체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인민과 긴밀한 유대를 유 

지하고 있는 가장 의식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다. 

산업경제의 건설의 결정권이 과연 소비에트기구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급조직의 기구에 있어야 마땅한가? ... 당은 원래의 강령에서 벗어났다. 전에 

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지도하고 반성하였으나 이제는 대중을 불신하고 (9)… 

이제는 복종과 권위， 차별의식의 자본주의적 의식에 젖어 있는 쁘띠부르죠와 
출신의 기술자들이 경영과 조직에서 노동자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12) 이는 마르크스적이 아니다 노동대중의 참여와 경영에의 결정권 없이는 
결코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노동조직이나 생산방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1(0) 

98) 1921년 3월 10차 전당대회에 제출한 그의 ‘수정된 11월 테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국 
가조직화 - 전경영을 노동조직하에 둔 다음 - 국가 정책에 일치시키고 - 국가와 대중 

을 중재시키는 기구가 된다는 것이다. “The Trade Urñon and the Future Role" 
Dewar, 위 의 책， p. 83. 註.1.

99) 쉴라프니코프는 노동자 반대파의 지도자로서 1919년 당계획안 5항에 기초하여 - 경 

영권을 노동조합에 두고- 노동조합이 간부를 선정하며 - 전러생산자대회가 최종적으 

로 산업의 조직과 행정상의 결청권을 가지며 - 공동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곧 이들은 10차 전당대회 이후 ‘무정부적 신디칼주의자’ 혹은 ‘쁘띠부르죠 

와’라고 탄핵받았다. 
100) A. Kollontai, π1e Workers' Opposition in Russ띠 (New York, 1921). 이 문서는 그 
녀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해외에서 출판한 것으로 노동자 반대파의 사상과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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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론타이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트로츠키는 노동자들에게 산엽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이 

는 노동자들을 주체적이고도 창의적인 폰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적 

인 도구로만 보는 것이 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권위주의적이었으나 이념변에서는 볼셰비키 당내 우 

파와는 전연 달리 혁명성을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낭 ‘“ 
산업관리자들이 산업노동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료적인 출세파라고 공 

격하였기 때문이다. 콜론타이는 트로츠키의 진정한 문제점은 노동자들을 매 

질하는 지나치게 혹독한 강권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한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101) 이때 레닌의 입장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그는 당내 

좌파나 트로치키나 온건파 노조지도자인 톰스키 중 그 어느 계열과도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Deutscher. 52-7). 레닌에게서 노동조합은 결코 관리에 개 

입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국가정치기구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서도 안되었 

다. 

프롤례타리아독재란 노동조합의 독재가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전위 

대 에 의 한 독재 이 다(Kaplan， 291 ).102) 

노동조합은 프롤혜타리아 독재하에는 국가와 당， 소비에트와 당 사이를 중재 

하는 것 이 다(Kaplan， 292). 

대부분의 볼셰비키들은 노조기구를 국가 기구의 하위에 두기 위해 첼센 

이 되었다. 그러나 레닌은 이를 견제하였고 성급하고도 야심적이며， 전제석 

주의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여기서 그녀는 혁명이후 러시 

아 노동자계급의 처참한 지위를 폭로하였다. 또 기술주의적인 계급의 등장과 관료주 
의적인 소비에트 행정계급의 출현을 비판하면서 당내에서 비판과 논의를 금지하는 독 

재적인 풍토에 격 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노동자의 궁핍 그 자체와 

소외갑， 이에 대한 대처안의 부재에 신랄한 도덕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즉 당이 더이 
상 민중적이지 않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진정한 사회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창출에는 관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노동자관리를 궤멸시킨 당지도부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101) A Kollontai, 앞의 책， p. 25. 
102) Le미n， CW:, 32:11, "0 안ofessional' nykh soyuwk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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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트로츠키의 노동조합안 역시 기각시키면서도 근본적으로 노조의 정치적 

자유성을 허용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가 노동조합의 중립을 겉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고유한 기능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하였다. 그는 내 

란 시기에 대다수의 인민과 노동대중이 당파 괴리되면서 생산에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전시공산주의적 방법으로도 경제적 사태 

가 전연 호전되지 못하게 되자 노동조합이 당의 정치기구로 변신하는 방법 

의 역효과를 깊이 인식하였던 듯하다. 이에 그는 노동조합의 행정상의 중립 

과 고유 영역을 보장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권력기구로의 성격을 완전히 배 

제하는 묘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구로 적합치 않다. 그들은 부꽤하기 쉽고 산만하며 이기적 

인 기구이기 때문에 독재기구로 부적당하다. 고로 노조는 통치하기 보다는 프 

롤레타리아를 동원하고 조직하며 노동대중에게 공산주의 원리를 생산장소에서 

가르치 는 학교이 다(Kaplan， 297). 

노조의 국가기구화가 국가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띄지 않도록 그는 치 

밀한 생각을 하였다. 그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이었다. 고로 프 

롤레타리아 국가기구는 노조기구보다 상위에 놓였다. 이처럼 노조가 국가에 

융합도 아니고 독립도 아난 애매한 어휘상의 차이를 노리면서 레년은 노조 

가 노동인민의 권리와 책임을 대변하면서 생산성 교육을 담당하고 노동규율 

을 감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당시의 

언어를 보아 레년이 권모술수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의 감정적인 평가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1920년 이후에 볼셰비키의 권력 

에의 보장은 확실하였고 더 절박한 문제는 생산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에게 

서 사회주의적 이념과 모든 가치는 오직 여기에만 집중되어 가고 있음을 인 

정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문제는 콜론타이가 맹렬히 비판하였던 대로 궁극 

적으로 노동대중이 과연 창의적으로 경영과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을 어떻게 고안할 것인가라는 이론상의 문제를 레년이 손대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에트 기구와 노조의 기구가 서로 행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대중의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효파를 갖고 왔 

다. 즉 1920-21년 사이에 당은 소비에트와 노조기구를 동시에 당의 하위에 

두는 데에 성공하였고 당과 최고경제위원회 (Vesenkha)가 소비에트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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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법적인 권한과 행정， 사법적인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때 

노조기구는 전gu 개입할 수 없었다. 노조의 간부들이 선발되어 정부의 요직 

에 배치된다는 것이 노조에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는 없었다. 이로서 사회주의국가하에서 노동조합은 또 다른 의미로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에 콜콘 

타이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레닌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 경영권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러나 생산성향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노동자는 혁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하였다. 노동자 

는 사소한 임무나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 Vese따이a틀 폐지하자는 것 

이 아니라 Vesenkha를 노동기구의 하위에 두자는 것이다.103) 

1920넌 트로츠키의 노동부대의 선동에 의한 강권적인 경영방식하에 집단 

경영제는 거의 종식되었고 노동조합은 관료기구하에 완전히 종속이 되었 

다.104) 볼세비키는 노동계급을 완전히 당의 통제에 두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노동계급에게는 1917년 혁명 당시의 성취에 비교하여 볼 때 

그 결과는 비극적일 청도로 전연 딴판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자유의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농업부 

문에만 일시 국한된 것이고 노동의 부문에서는 오히려 임금평동제의 폐지， 

식량배급량 차별제， 노동카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105) 정치적으로는 중 

앙집권적인 권력통합과 당의 독재적인 권력집중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과 일 

103) A. Kollontai, 위 의 책 , pp. 28-31. 
104) 그는 11월 부터는 Pravda, Izvestiia 지에 정치보고는 크게 제한시키고 경제와 생산 

부문에 관한 소식을 주로 싣도록 명령을 내렸다‘ 소비에트국가는 이제 경제주의적인 
사회주의 이념으로 전환해감을 의미하였다. 그는 대규모 공장의 설립계획， 가공할 정 
도의 전국적인 전기화， 기계화， 국유화를 실시하고 완전 일인경영주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거칭없이 공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라기 보다는 국가사회주의의 본격적인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해방전선’이 아니라 ‘노동생산전선’이 

최고의 이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 
1(0) 이같은 차둥제의 도입은 임금이 6， 7배에서 최고 14배까지 격차를 낳았다. 이것은 또 

한 숙련공의 이도현상， 식량의 암시장을 유발시켰고 1921년 수도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소요가 확산되었다. 1921년 3월 크론스타트의 수병 노동자 봉기사태는 이러한 
억압과 빈곤， 소외 현상의 직접 적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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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결국 NEP시대에 레년의 이념중에서 보다 의식적이고 헌신적이며 교육받 

은 노동계급의 창출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노동이 신성 

시되는 사회나 약한 타인에 대한 동정 보다도 노동의 규정에서 벗어난 이를 

탄핵하고 죄악시하는 인위적이고도 강재적인 도덕을 가진 사회를 만들게 되 

었다. 기업의 일인경영주와 노조의 국가화의 토대는 레년에 의해서 만들어 

졌지만 시행상의 그 미묘한 해석은 스탈린 시대에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1929년에 집단적 노동자관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레년이 강조했던 생산을 

위한 노조의 기능은 극단적으로 활용되었다. 노조는 생산의 경쟁에만 몰두 

하고 더이상 통제에 개입해서는 안되었다.25，000명의 열성부대 노동자 간부 

들은106) 가공할 정도로 혹독한 노동훈련에 매진하였고 집단들간의 경쟁은 

개인간의 경쟁으로 확대되어 oud따niki운동， sta따lanovite107)운동으로 나타 

났다. 생산 할당량을 초과한 지도자 간부들이 노조위원회를 탄압하거나 배 

치시키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일련의 경쟁적이고도 억압적인 차등 

지급제하에서 특권과 권력을 지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귀족이 만들 

어졌다. 노조가 사멸되고 난 이후 스탈린주의의 지배하에서 노동대중 일반 

에 대한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노동자관리란 무엇 

을 의미하며 이 사이 레년의 정책은 어떤 변형을 겪었을까에 관해서 대략 

살펴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첫째， 노동자관 

리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노동자계급과 볼셰비키들 사이에 이론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설이다. 1917년 혁명 당시에는 노동자관리란 계급투쟁의 핵 

심적인 방법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산업의 지배’， ‘노동자의 집단소유’의 의미 

1(0) 이들은 1929년 강제적 집단농장화를 위해 농촌에 투입된 주력부대의 선봉대를 이루 

었다. 
10'7) Stakhanov는 1935년 탄광 노동자로서 1일 6시간 교대제에서 하루 102톤의 석탄을 
채굴함으로서 당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동에서 노동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 후에 그는 산업조직연구소의 위원이 되었고 최고 인민 대표 회의에 대표로도 선정 

되었다. 이것은 스탈린 시대에 고도의 노동 동원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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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띤 집단적인 자주관리를 의미하였다. 노동자들에게서 사회주의란 바로 

생산과 경영에서의 발언권 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 

시에 레닌은 즉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이 움직임에 깊은 감명을 받았 

고 이를 적극 인정하여 혁명전략 속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 

에게서 노동자지배란 ‘노동자국가의 지배’였고 노동자국가하에서의 노동자 

들의 감시 감독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막연히 받아들였지 노동자들의 직접경 

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10월혁명 이후에 노동자관리 문제는 볼셰비키의 권력통합에 최대 

의 사회적인 장애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사료상으로 보다 깊이 발굴해 

야 할 과제인 이 점은 1917년 말-1918년 8월 시-이에 볼셰비키 당은 아직은 

취약한 입지위에서 유동적인 사회세력간의 경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레년 

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은 외면적으로 그들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하지 않으면 

서 권력통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속에서 국가고사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8년 내내 지방적인 노동자관리운동과 볼셰비키사이에 경쟁과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째， 내란과 전시공산주의 정책은 혁명 러시아에 당과 노동자들의 기질 

과 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갖고 왔다는 사실이다. 이때는 혁명 러시아사회에 

계급투쟁을 수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간의 싸움 노동자-농민간의 연대 

감의 균열을 갖고 온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가장 의식있는 과거의 노동조 

직 지도부들이 적-백， 도-농， 러시아-비러시아민족 간의 전쟁과 동원됨으로 

서 오히려 자율성을 몰수당하고 계급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내란시 

기에 일반 노동자들은 조직기반의 취약함과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해 1917년 

의 혁명적인 사상과 정서와 전통을 지속할 수 없었다. 동시에 볼셰비키들의 

반혁명세력에 대한 투쟁 전선에 가담하면서 노동 조직의 예속화를 묵인활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넷째， 노동자관리에 관하여 레닌은 미리 구상된 모텔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주의적인 이념에서 새 생산양식을 만들어 낸다는 과제에서 

이론상의 미비함을 노출하였다. 그는 경제 위기와 지방에서의 극도로 취약 

한 권력기반의 약점에 부딪혀서 빈곤계층의 해방이론 보다도 생산성 향상 

이론에 더 몰두하였고 이것이 그의 모든 노동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급조한 중앙의 각종 경제기구의 힘을 벌려서 ‘집단관리’라는 명분하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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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료들을 활용하여 그는 경제 생산 과정과 경영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1920년까지 경제적인 파국상태는 더욱 심화되 

었고 전시공산주의 체제는 아무런 성과없이 오허려 노동자들의 저항과 당과 

의 괴리현상만 낳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노동대중이 빈곤 속에서 사회주의 

적 계급의식이 약화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 크게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유재산의 몰수 이후의 사회세력 내에서의 새생산의 관계의 

수립과 노동자자주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우리는 적 

어도 그가 1917년 부터 전체주의적인 싹을 갖고 있었다고 아직은 단정내릴 

수는 없으나 이것은 이념상으로 명백허 1917년보다 후퇴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내란이 묻나기 전에 이미 볼셰비키 일반이 택한 대안은 노동자들 

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법 보다 노동계급 가운데서 새 ‘하수언계급’(New 

Agent Class)을 선발하여 이들을 딩에 종속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레닌 자신은 관료주의 폐단을 획 의식하였으나 관료주의를 감시하는 당기구 

자체가 더 전체주의적인 관료주의에 빠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1921년 이후 새체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기구나 관료적인 경영방법 보다는 일당에 의한 비상적이고도 강권적인 

권력의 집중의 방법을 쓰며 그 하위에서 노동조합에 산업의 생산중강을 위 

한 역할에 최우선적 존재가치를 두었다.1얘) 그러나 이같은 상태에서 노조기 

구가 노동과정에 관한 통제를 수행하고 노동규율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노동자판리’는 아니다. 카플란의 말대로 

이는 노동자관리 (Workers’ Control)가 아니라 노동자 행정 (Workers ’ 

Administration)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행정부에 민중을 종사하게 한다는 것 

(28:싫6， 30:405-6, 31:쟁0)이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공중토론에서 의견과 이해가 논의되고 정책결정에서 전문가 

와 다수 대중 사이에 타협과정이 없다면 그 행청은 권위적인 것으로 전락하 

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주의하에서도 국가의 이익과 계급의 이익이 대립필 수도 있고 

국가의 본질은 어떤 체제를 막론하고서라도 내채척인 권위의 험이 폰재하며 

그것은 때로는 계급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급에 이용되기도 하는 별 

개의 존재라는 사실에 당시 볼셰비키 주류파 중 누구도 아직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108) Sirianni, p. 었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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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HHCKa~ nOAHTHKa no Bonpocy paõo~ero KAaCCa H 

paõO~H야 KOHTpOAb, 1917-21 

끼H )J(OHI‘ XH 

CaMa.H Ball<HeRma .H npOÕJleMa CB.H 3비BaHHa.H C BonpocaMH OTHOmeHH .H 

ÕOJlbmeB싸<oro pell<HMa 1< paÕ04ero I<Jlacca B PeBOJl1Ol.\ 1써 POCCl깨c l<oA 

ÕblJla paÕ04HH 1< 0HTpOJlb HaJl npOH3BOJlCTOM H npeJleJleHHeM. 

3TO JlOCTOT04HHO rOBopl’Tb 4TO paÕ04HA 1<0HTpOJlb npH4HHH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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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HBHylO KJlaCcoBylO 60pb6y POCCHCKOrO npOJleTapHaTa npOTHB 

KanHT aJIHCTOB, npHBë3 K n06eny OKT~6pbCKOA peBOJlIOUH때 B 1917 rony. 

Ha Ham따~ B3rp~n pa60 t찌꺼 KOHTpOJlb He 6μJl TOJlbKO φOpMμ KJlacc060때 

60p비6~ 3a ~aCTHHHoe yJly~meHHe CBoero 3KOHOMH~eCKoro nOJlOαlI<e하H바u써H.쩌.H 

HO 6빼Jl CB.H 3b비maH C HeA nOJlHTH'IeCKOrO xapaKTepa, npoBeny~ K 

naJlbmeAmeMy pa3 BHTHIO KJlacc060때 C03HaTeJlOCTH. nOCJle Toro, '1TO 

pa60'lHA KJlaCC npHBaJl yCTpaμBaTb B3aAMOOTHomeHHe Mell<ny 

KanHTaJlHCTaMH H pa60t뻐MH B HeKOTopOM Mec~ue pa60'l써~ I<OHTpOJlb 

npeAMYmeCTBeHHO 6μJl rJlaBH~M cpenCTBOM opraHH3HpOBaTb pa60'lero 

I<JlaCca H pa3BHTb I<Jlacc06oA C03HaTeJlbHOCTH. Kall<eTC~ '1TO JIeHHH 

6버CTpee Bcero Y3HaJl 3Ty Ball<HOCTb, nOJlb3y~Cb 3THM Ha peBOJlIO~eC I< HA 

Jl03yHr. B Te'leHHe 1917 rona OH OTKp비TO npH3HaJl paÕO 'lH꺼 I<OHTpOJlb 

Han npo때3BOnCTBOM H npeneJleHHeM KaK OnHH Ball<HeAmHX UeJleA 

peBOJllOUHH. Ho HanO yKa3aTb ~TO 3TO He 3Ha'lHJl '1TO 50JlmeBHKH H 

pa60'lHA KJlaCC norOBOpHJlHCb K 06mylO TO~Ky 3peHH.H no COnepll<aHHIO 

HOBoro CHCTeMa nOCJle OKT.H 6pbCKOA PeBOJlIOUHH. 

1I0 npHcTynJleHIO rpall<naHCKoA ÕOAH비 B 애He 1918 rona pa60 t써R 

KJlaCC nponOJlll<aJlC.H pa60'lHA KOHTpOJlb COBceM He3aBHCHMO OT 

HanpaBJleHH.H 50JlmeBHKH. Ho MOll<HO OTMe'laTb '1TO pa60'lHA KJlaCC caM 

He HHKorna npHrOTOBHJlC.H K 60Jlee n JlHHHylO nHaHy Ha pa60~HA 

KOHTpOJlb 3apaHee, npoBeny~ CTHXHHHO KJlaCcoBylO 60PbBY npOTHB 

~aCTHoA c06CTBeHHOCTH. B 3TO BpeM.H JIeHHH Hëc nBoAHylO n03HUHIO K 

pa60~eMY KOHTPOJlIO, 6JlarOll<eJlaTHO onHH pa3 Bpall<neHHO npyro때 pa3. 

3TO 6WIO O'leBHnHO B~pall<eHO oc06eHHO B 60Jlbml’HCTBe pe30JllOUHH B 

1917 rony. 

Bce pacnOJlOll<eHHe 6blJlO 06~I<HOBeHHO Hanpall<ëHO nJl~ 50JlmeB싸(H 

HeCMOTp.H HX YBell<nëHHoA BOJlH. YCJlOBHe CTpoATb COUHaJlH3M B 

OTCTaJlOM CTpaHe HCKJlIO'IHTeJlO He 6JlarOnpH~THo. Pa60~H꺼 I< OHTPOJlb 

CTaHOBHJlC.H nOCTeneHHO HeOXOTHoA 50JlmeBHKy B cBoeA ueJ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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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TBep ll<.I:\aTb 6μCTpee MO ll<HO MO~Hyro ueHTpaJIbHyro nOJIHTH4ecKyro 

BJIaCTb. KpoMe Toro y 50JIbmeBHKoro 6b1lIa KpenKa51 BOJI5I ynpaBJI5ITb 

3KOHOMHOA HaMepeBaHHo H HenOCpe .l:\CTBeHHO. OHH 06b5l BHJIH paHO B 

1919 ro .l:\y 3Ty ueHTpaJIbHyro nJIaHy 4epe3 BepmHH annapaT napT~51 ， H 

rOCY.l:\apCTBeHHyro MamHHy Ha npHMep, BeceHxa, CHK3Y 6e3 HHlI<Hee 

φa63aBKOMbIX ， COBeTCKHAx HJIH npo!þcoro3HblX opraHOB. nOCJIe .l:\06yeT 3a 

3TOM OÕb5l BJIeHHeM 50JImeB싸<H .l:\OJIlI<HbI ÕμJIO nO .l:\yMaTb 0 Bcex pa3H비X 

cnOCOÕHOCT5IX MOÕHJIH30BaTb MaccoByro pa60Ty. OHH nOJI30BaJIHCb .l:\a ll<e 

lI<eCTOKHMH H He ryMaHHblMH cnOCOBaMH Ha npHMepe npHHyll<.I:\HTeJIbHHMH 

pa60TaMH. 

φaÕ3aBKOM비 H npoφCoro3μ KOTOp꾀e HCnOHH5IJIH pemHTeJIbHyro pOJIb B 

OKT5I ÕPbCKOA PeBOJIroUHH He .l:\OOueHHBaJIH H 3aMeH5IJIH Ha3 b1Ba4ëHHμMH H3 

Bμmee. φaÕ3aBKOM비 H npoφcro3되 He 60JIbme ÕYJIH npe .l:\CTaBHTeJIeM 

paÕ04ero KJIaCCa , TOlIbKO opraHOM Hay4HTb paÕ04aM .l:\HCQHnJIHHy H 

yBeJIH4HTb CHJIy npo꺼3 BO .l:\CTBOM. 3TO ÕμJIO CaMblA nyHKT r .l:\e 

COUHaJIHCTH4eCKoe rOCY.l:\apCTBO H paÕ04H때 KJIaCC B nepB비e pa30mJIHCb. 

BOCCTaHHe B KpOHmTa .l:\Te B 1921 ro .l:\y ÕblJIO nOCJIe .l:\Hoe 

conpOTHBJIeHHeM paõ04ero KJIaCCa H HapO .l:\a. 

CeA4ac cnpOCHM: ECTb JIH OHH ÕblJIH paÕ04HA KJIacc? MO ll<HO 

OTBe4aTb OTpH4aTeJIbHO Ha 3TOT Bonpoc. H TaK , Hy lI<e , Ha.l:\O 

onpe .l:\eJIHTb 4TO 3Ha4HT KJIacc. KJIacc HHKOr .l:\a He onpe .l:\eJIëH TOJIbKO C 

φaKTOM， OTKY.l:\a OH npH .I:\ëT , HO HCKJIro4HTeJIbHO CO CTOpOH。때， eCTb JIH y 

Hero caMOC03HaTeJIbHOCTH , He3aBHCHMoe pyKoBO .l:\HTeJIbCTBO , H HaKOHeu 

.l:\OÕpOBOJIHa51 opraHH3aUH5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