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김 부 기* 

1. 스탈린주의 - 맑스주의인가? 

맑스주의의 종언에 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왔었다. 그러나 최근 말스주의 

의 종주국이었던 구 소련의 해체로 종언의 단언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프란시 

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992)은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자본 헤게모니하 

의 언론은 그의 관념을 하나의 신조로서 받아들이고 있다1) 

과연 맑스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추방되고 만 것인가. 그리하여 인 

류문명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끝나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이 우 

리앞에 현실로 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측의 주 

장은 다음과 같다. 맑스의 이상은 어디까지나 인간해방인데， 소련의 체제는 스 

탈린적 전체주의였으므로 망한 것은 반 맑스적인 스탈린주의이지 맑스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련의 붕괴는 맑스가 아니라 맑스를 왜곡시킨 스탈련의 

종언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페레스트로이차를 추진한 고르 

바초프의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를 집약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논문에서 그는 아 

래와 같이 밝스의 이상과 스탈린적 왜콕을 대칭시킨다. 

“사회주의 사상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서 혁 

명운동을 포함한 많은 사회운동을 고무하였다.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 

던 맑스와 앵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문명의 진보나 노동자 계급 및 근로대 

중의 역사적 창조의 합법칙적 산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상적 환 

상과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동시에 말스와 앵겔스는 새로운 

* 경기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Fra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Summer, 1989). 
맙스주의의 종언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Douglas Kellner, "The Obsolescence of 
Marxism?" Bernd Magnus and Stephen Cullenbery(edJ, Whither Marxism : Global 
Crisi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New York : Routledg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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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성을 물질 생산， 민주주의와 개인의 최고의 발전에 관련시키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조잡하고 균퉁적인 ‘병영식’(맑스) 공산주의로부터 명확히 구별하였 

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매우 위대한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지 

니고 있다. 그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며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사회에서 인 

간의 전면적인 물질적 지적 도덕적 발달에 있다. 우리는 지나간 시기에 사회 

주의 사상이 인간에 의한 물질생산과 그 고유한 사회관계 지배에 근거한 ‘자유 

의 왕국’ 건설이라는 맑스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또한 주요한 측면에서 논박하 

거나 초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기준의 본질과 내용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고 새로운 측면으로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주의 사상， 이것은 우선 자유의 사상이다. 과학 

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사회혁명의 기본동기， 즉 노동계급의 해방올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과 불가분하게 연관지었다 

게다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 다른 사랍들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간주의적 이해에 기초하는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정부 상태나 사리사욕이 

나 파괴적인 방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자유에 대한 말이었다.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해가 공동성 · 집단성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집단성은 개인을 획일화시키는 병영적 집단성이 아 

니라 맑스와 앵겔스가 진정한 집단성이라고 한 것이며 그러한 조건에서 ‘개인 

은 자신의 단체에서 그것의 도웅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 사상의 바로 이러한 측면은 가장 많이 왜곡되었다. 

집단주의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특성은 무시되었으며 개인의 발전은 지 

연되었고 개인에 대한 공동의 우위라는 구실로 자유의 합리적 경계가 현저히 

좁아졌으며 사회주의적 제도에서 인간주의적 본질이 무시되었다. 바꾸어 말하 

면 사회주의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자체， 인간의 요구， 인간의 이익， 

인간의 살아있는 삶이다. 

레닌 이후에 역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사회건설의 형식과 방법의 탐구는 

격렬한 사상적， 정치적 투쟁이 되었다. 스탈린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창조 

적 토의와 양자 택일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맙스주의 이론의 토대에서， 당강령 

의 범위에서 견해와 시각을 다양하게 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통합시켰다. 사회 

주의 사상은 권력만능의 명령적 관료주의 행정체계의 형태로 보다 접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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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맑스주의 이론과 현실， 인간주의적 이상과 실천간에 단절이 점점 증대되어 

갔다. 관료주의적이며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경제 · 정치체제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작동되었다. 스탈린적 왜곡은 사회주의 구상속에 폰재하였던， 즉 인간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이해하는 요점을 잃게 하였다. 모든 사람의 자 

유로운 발전의 조건으로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사상대신에 당과 국 

가라는 기계의 ‘나사’로서 인간을 취급하고 이 기계의 ‘톱니바퀴’로서 근로자 조 

직을 바라보는 견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후에도 조성된 체제는 기본적으로 

보존되었다 "2) 

맑스주의를 이와같이 인간해방이라는 이상의 잣대로만 정의하는 경우 스탈 

린주의는 반말스주의로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스탈린적 공산주의의 와해를 

두고 맑스주의의 종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맑스주 

의는 즉 해방이상만인가? 이 논문의 입장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맑스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르바초프식 대답은 잘못된 

것이다. 레닌은 부하련을 진정한 맑스주의자가 못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왜 

냐하면 그는 변증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레닌이 

맑스주의의 본질을 변증법적 실천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하린은 

볼셰비키정권 초기에 당내 정책토론에서 좌경모험주의， 즉 현실을 무시한 급진 

주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레닌의 평가는 부하련의 이러한 이상만을 내세운 급 

진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맑스주의 혁명의 실천에 있어 이상만 부르짖는 

것은 반변증법적인 것이다. 혁명 이상을 향한 실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구 

체적 현실의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변증법은 한마디로 ‘구체적 전체’이다. 

그것은 구체적 현실의 논리를 혁명이상과 연계시킨 총체적 맥락의 실천에 의 

하여 구현된다. 즉 이상으로서의 인간해방을 변증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맑스 

주의의 본질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맑스는 이상만 있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부 

정하였으며 공산주의를 미래에 도달할 목표이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실천으로 

서 현재의 운동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4) 

2) 미하일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차” 프라우다， 1989년 11월 

26일자 서방에서의 이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KelJer, 앞의 논문 
3) Tony Cliff, Lenin, Vo l. III(London : Pluto Press, 1978), pp.41-49, 94. 
4) 맑스주의의 본질을 해방의 변증법적 실천에서 찾는 해석으로는 김부기，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민족국가 건설노선" W민족주의와 사회주의~(경기대 민족문제연 

구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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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의 본질이 이상이 아니라 변증법적 실천에 있다면 스탈린주의를 적 

어도 이데올로기측면에 있어 반맑스주의로 보는 가설에는 문제가 생긴다. 스탈 

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레닌적 맥을 이은 것이었다. 볼셰비키에 의한 맑스주의 

혁명， 즉 해방의 변중법적 실천이 스탈린주의로 진전된 것은 그 전 단계의 레 

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레닌적 실천은 자코뱅주의의 형태를 띠었는데 스탈린 

주의는 레닌적 자코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레닌의 자코뱅적 실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레닌 사후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 스탈 

린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레닌의 자코뱅적 실천은 ‘농민다수’라는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변증 

법적 대응의 결과였다. 농민이 절대다수인 조건속에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은 ‘다수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여 그는 

‘소수혁명’의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한시적 공산당독재로 나타났다. 만약 우 

리가 말스주의의 본질을 이상에서 찾는다면 레닌주의도 반맑스주의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레닌주의의 핵심은 반해방， 반민주의 당독재개념을 내 

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변증법을 이해하였으며 가우츠키 동 서유럽 

맑스주의자들이 볼셰비키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구체적 

실천의 논리로써 대답하였던 것이다. 즉 해방이상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를 포함하나 그 이상을 향한 구체적 실천단계에서의 전략은 반드시 민주적 방 

식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적 실천이 볼셰비키정권과 사회주의 건 

설의 포기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방향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반변증 

법적， 따라서 반맑스주의적인 것이었다.5) 

레닌의 맑스주의는 소수혁명의 실천노선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레닌 

주의를 레닌주의이게 하는 것은 그것의 맑스주의적 실천이 자코뱅적인 데에 

있다. 레닌은 맑스주의 운동권 내부에서 최초로 자코뱅적 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맘스주의가 그 이전의 다른 경우와 다르게 하는 결정적 변수는 

혁명적 건설이 ‘위로부터’ 지도된다는 전략개념이다. 그렇다면 스탈린주의를 스 

탈린주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스탈린의 맘스주의를 맑스주의적 실 

천에 있어 그의 이름을 맑스주의앞에 붙일 수 있게 하는가. 

맑스주의자로서 스탈련의 공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최초로 현실공산주 

5) 레닌의 자코뱅주의와 카우츠키와의 논쟁에 대해서는 Boo-Ki Kim, Stalin's Idea 01 
the New Forms 01 a Bond(Columbia University Press Ph. D. Disseπ:ation， 1986), 
Chapter II : Lenin’ s Jacobin Idea of Minority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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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의 전형을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탈린에 의하여 도입 

된 이 전형은 공산당 독재하의 계획경제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실천적 

지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레닌의 변증법을 계승하여 그것의 현실국가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레닌주의의 스탈린주의적 반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스탈린에 의한 레닌의 자코뱅주의 수용과 그것을 1920년대 

의 현실에서 작동화한 ‘연대사상’에서 잘 드러난다.6) 

2. 스탈린에 의한 레닌적 자코뱅주의의 수용 

스탈린은 혁명 이전의 시기로부터 레닌적 전개의 기본 패턴을 따랐다. 1917 

년 이후에 그가 자코뱅적 전환을 한 것은 레닌의 직접적 영향에 의한 것이었 

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은 서유럽 맑스주의가 러시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서유럽에서 사회주의운동이 공상적 단계에서 맑스주의로 진전되 

었음에 주목하였다. 

“공상주의자들은 현실의 삶에서 그 토대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때에 

당장의 목표로서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섰으며， 그 결과들 때문에 더 

욱 한섬스러운 것은，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상의 옳음을 어렵지 않게 확신시 

켜질 수 있을 권력자들에 의하여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였다 

(로버트 오웬， 루이 블랑， 푸리에 퉁).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 이상의 유일한， 

자연적 견인차인 현실 노동운동과 노동대중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었다. 공상 

주의자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노동자들)의 도움없이 입법 

에 의하여， 선언들에 의하여 세상에 행복을 실현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노 

동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흔히 그것의 중요성을 심지어 부정하 
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이론들은 노동대중을 배제한 단순한 이론들로 

남았다 이들 이론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노동대중 속에서 칼 말스라는 천재 

에 의하여 지난 세기 중반에 선언된 위대한 개념이 성숙하였다 :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어야만 한다. 모든 나라들의 노동자들이여 단 

결하라!"7 

6) 스탈련에 의한 연대사상의 전개는 Boo-Ki Kim, 위의 논문 4, 5 및 6장에 의거하였다. 
7) ].V. Stalin, "The Russian Social-Democratic Party and Its Immediate 

Tasks"(Brdzola No. 2-3, November-December 1901), ].V. Stalin, Works , (Mosc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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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련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전개는 서유럽의 그것과 거의 동일 

한 경로를 따랐다”고 보았다. 서유럽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러시아인민 

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을 무시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하에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혁명계급인 노동자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의 전설적 

인 용기는 전제정의 공고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러시아 사회주의자 

들은 “19세기의 마지막 10년대에 와서야 노동대중과의 접촉을 확립하였으며， 

구원은 노동계급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이 계급만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8)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의 추동력에 바탕하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상 앞으로 전진하며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유일한 계급은 도시와 농촌의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 
리는 프롤레타리아에 봉사하고 그것에 우리의 회망을 걸어야만 한다."9)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은 사회주의와 농민간의 상충성을 운동의 기본장 

애로 보았다.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농민의 소부르주아 이해관계와 공동재 

산의 사회주의 이상간의 충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이었다. 

“우리는 농민들이 부르주아 재산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 재산에 바 

탕하여 봉건재산을 철폐하기 위하여 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몰수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그들간에 나 

누어 가지기를 원한다.1이 

프롤레타리아는 사유재산의 적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체제를 미워한다. 반 
면에 농민은 사유재산에 묶여있다. 부르주아 체제에 속박되어 있다. 

농민은 프롤레타리아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한 프롤레타리아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11)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2-1955), Vol. 1, p.10. 
8) 위의 논문， pp. 11-2. 
9) S, "Anarchism or Socialism?" (Akhali Droyeba Nos. 5, 6, 7 and 8, December 11, 19, 

25, 1906 and ]anuaJγ 1, 1907), 위 의 책 . p.332. 
10) S, "The Agrarian Question" (Elva Nos. 5, 9, and 10, March 17, 22, and 23, 1906), 
위의 책， p.222. 

11) S, "The Provisional Revolutionarγ Govemment and Social-Democracy" 
(Proletaristis Brdzola No, 11, August 15, 1905), 위의 책，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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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에 레닌의 입장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전까지 스탈린 

은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의식화된 프롤레타리아가 인구의 다수로 동장한 

후에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주의이상은 모든 계급들의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만의 이상이다. 모든 계급들이 그것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만이 관심을 가진다. 이는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는 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 

산의 낡은 형태의 쇠퇴， 자본주의적 생산의 더 진전된 집중， 그리고 사회 다 

수의 프롤레타리아화， 이것들이 사회주의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사회의 다수가 이미 프롤레타리아 

화 하였더라도 사회주의는 아직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추가하여 사회주의의 달성은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의 단결， 그리 

고 자신의 일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 "12)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사회주의 변혁은 당장에 가 

능한 것은 아니었다. 준비된 프롤레타리아가 인구의 다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성공적 사회주의 변혁의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이 아 

닌 다른 형태로 혁명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투쟁을 가속화시키는 조건틀을 마련해 줌을 의미하 

였다. 사회주의 변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민주주의 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제공할 뿐 아니라 봉건적 장애를 제거함으로 

써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시켜 다수 인구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앞당길 수 있 

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 [준비된 프롤레타리아 다수]이 획득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발표， 

언론， 스트라이크와 결사의 자유，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투쟁을 벌이는 자유， 

이와 같은 정치적 자유라고 불리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는 자본주의 

하에서 그래도 보장되어질 수 있다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완전히 보장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의 모든 주창자들은 당연히 

사회주의국가로의 가장 좋은 ‘정검다리’로서 민주공화국의 확립을 추구한다 13) 

12) S, "Anarchism or Socialism?끼 pp. 343-4 
13) S, "The Provisional Revolutionary Govemment and Social-Democracy",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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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으로부터 분명한 것처럽 (‘농업문제’에 관한 논문들올 보라) 그 당시에 
(1906) 저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숭리후에 혁명에 있어 다소 긴 중단 
이 있을 것이라는 것， 부르주아 혁명의 숭리와 미래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중간 

기간이 있을 것이며 그 기간동안에 자본주의가 더 자유롭게 또 더 강력하게 
발전하고 농업 또한 포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것， 계급투쟁이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될 것이라는 것，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숫자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과 조직이 적정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다음에야만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 

과 같은 볼셰비키를 포함한 러시아 맘스주의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졌던 전제 
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4l 

이러한 2단계 혁명전략에 대한 스탈린의 입장올 바꾸게 한 것은 레닌의 자 

코뱅주의 영향이었다. 1917년 봄 ‘소비에트권력하의 사회주의로의 진전’이라는 

레닌의 노선에 대하여 스탈린의 태도가 어떠하였든간에 최소한 7월 사건후에 

는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이제 현실적이며 이러한 길이 

농민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될 것이라는 레닌의 기본 견해를 수용하였다. 

“3월， 4월과 5월에 전선에서 시작된 소요는 혁명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 

이 되었다. 사회의 천반적 혼란에 의하여 촉진되고 교전국 중 어느 나라도 향 
유하지 못한 자유들의 소요에 의하여 격려되어 혁명은 더욱 더 진전되어 사 

회적 요구들을 내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경제분야를 침입해서 공업에 있어 

서의 노동자의 통제， 토지와 농업기구들의 빈곤계충 농민들에 대한 공급의 국 
유화， 도시와 농촌간의 적정 교환의 조직， 은행들의 국유화， 그리고 마지막으 

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더 빈곤한 계충에 의한 권력의 장악을 요구하였다. 
혁명은 사회주의적 변화들에 대한 필요에 직면하였다 15l 

우리의 혁명기반은 서유럽에서보다 더 광범위하다. 서유럽에서는 프롤레타 

리아는 부르주아지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혼자 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자들은 농민의 더 빈곤한 계충에 의하여 지지된다 "16l 

사회주의적 변화들과 농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수 

pp. 344-5. 
14) S, "Author’s Preface to Volume One"(written in ]anuary 1946), 앞의 책， pp. 

XVll-XIX 
15) S, "Speeches Delivered at the Sixth Congress of the R. S. D. L. P. (Bolsheviks)" 

(July 26-August 3, 1917), 위의 책， Vo1.3, pp. 184-5. 
16) 위의 연설，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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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스탈련은 또한 7월 사건후 레닌이 주창한 혁명 프롤레타리아 권력노선을 

수용한다. 이러한 조화가 폰재하는한 프롤레타리아가 인구의 다수를 점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사회주의적 소수에 의한 혁명권력의 가능성이 현실적이 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인구의 소수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불가능하다 

고 말하는 동무들은 다수의 힘을 기계적으로 해석한다. 심지어 소비에트들 조 

차도 그들이 조직한 2C뼈만명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 때문에 그들 
은 전체인구의 추종올 받고 있다. 전체인구는 경제적 혼란의 멍에들올 캘 수 
있는 조직된 힘을 따를 것이다."17) 

레닌은 코르닐로프사태후에 잠시동안 7월 사건전의 소비에트 권력노선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다가 9월 중순후부터 볼셰비키권력을 주창하였다. 스탈린은 

코르닐로프사태후에 레닌이 부활시킨 소비에트 권력에 대한 희망을 같이 하였 

다 

“혁명은 진전하고 있다.7월 봉기때에 사살되고 모스크바 회의에서 매장되 

었던 혁명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낡은 장애들을 분쇄하고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반혁명 참호들의 첫 번째 선은 정복되었다. 코르닐로프후에 

칼리에딘 또한 후퇴하고 잇다. 전투의 와중속에서 거의 불구가 되었던 소비에 

트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들은 중심에 다시 자리잡고 있으며 혁명대중을 

이끌고 있다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이것이 새로운 운동의 슬로건이다 "18) 

레닌과는 달리 스탈련은 10월 혁명전야까지 소비에트로의 권력 이전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내걸었다.19) 그러나 그는 또한 볼셰비키의 봉기를 주장하는 레 

닌에 반대한 카메니에프와 지노비에프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봉기의 날짜는 올바르게 선택되어야만 한다.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 결의가 

17) S, "Speeches Delivered at an Emergency Conference of the Petrograde 
Organization of the R. S. D. L. P.(Bolsheviks)" (July 16-20, 1917), 앞의 책， p.132. 

18) S, "All Power to the Soviets!"(Rabochy Put No. 13, September 17, 1917), p. 320. 
19) S, "Soviet Power" (Rabochy Put No. 35, October 3, 1917), 위의 책， pp. 392-3 ; 그리 
고 S. "What Do We Need?" (Rabochy Put No. 44, October 24, 1917), 위 의 책 , pp.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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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 

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자. 빵가격이 인상될 때， 코사크들이 도 

네츠 지역에 파견될 때 퉁， 이것은 이미 공격이다. 마냥 군사적 공격이 없다 

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 객관적으로， 카메니에프와 지노비 

에프가 제안하는 것은 반혁명이 준비하고 조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끝이 없이 후퇴하게 될 것이고 혁명을 잃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봉기의 날 

짜와 조건들올 선택하는 가능성을 우리들 자신에게 보장함으로써 반혁명으로 

하여금 조직할 가능성을 박탈해서는 안되어야만 하는가? 

스탈린 동무는 그리고 나서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제 더 많은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개의 정책들이 있다. 하나는 혁명의 숭리를 향 

하여 나아가고 유럽을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에 대한 신념을 결여하 

고 단지 야당에 머무는데 의존한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부대들의 철수 

를 인가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봉기의 길에 들어섰다. 해군은 케렌스키에 

대항하였으므로 이미 봉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하고 되돌이킬수 없 

게 봉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20)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고 난 후에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련은 이 권력이 사 

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는 노선을 취소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또 

한 혁명후 시기에 있어 사회주의적 소수 권력 노선을 계속 재확인 하였다. 레 

닌 사후 레닌주의 전통을 회고하면서 스탈린은 변혁을 가속화하는 레년의 길 

에 동의하였다. 

“제2차 인터내셔날의 기회주의자들은 몇 개의 이론적 도그마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도그마 :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권력 장악을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기 

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한 권력을 잡을 

수도 또 잡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가정하자고 레닌은 제2차 인 

터내셔날의 이들 신사들에게 대답한다. 그러나 인구의 소수를 점하는 프롤레 

타리아가 자신의 둘레에 근로대중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가지는 역사적 상황(전쟁， 농촌위기 동)이 일어난 경우를 상정하면 왜 프를레 

타리아가 권력을 잡아서는 안되는가? 

두 번째 도그마 : 프롤레타리아는 만약 나라의 행정을 조직할 수 있는 훈 

련된 교육 및 행정 요원들올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들 요원들은 먼저 자본주의적 조건들하에서 훈련되어야 하며 그럴때 

20) S, "Speech at a Meeting of the CentraI Committee" (October 16, 1917), 위 의 책 , pp.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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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만 권력이 잡아질 수 있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 

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왜 문제를 이런 방향에서 볼 수는 없는가 먼저 권력 

을 잡고 프롤레타리아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높이고 노동자들 사이에 수 

많은 지도자와 행정가 요원들은 훈련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나아갈 수 없는 
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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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가속화에 대한 레닌의 개념에 대해서 뿐아니라 스탈린은 또한 사회 

주의 소수 권력에 대한 혁명후의 레닌의 재확인에도 동의하였다. 

“피착취 근로대중을 부르주아자로부터 영원히 떼어놓기 위하여， 이들 대중 

을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통치의 활용 

사회주의의 조직， 계급의 철폐， 계급없는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의 변천을 위 

한 프롤레타리아 통치의 활용."22) 

혁명후의 시기에 있어 사회주의 소수권력에 대한 레닌의 입장의 채택과 함 

께 스탈린에 의한 레닌의 자코뱅주의 수용은 강제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의도 

의 표출로써 완성되었다. 스탈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는 제헌의회의 해산이 

나 소비에트 선거에서의 불평동 참정권과 같은 문제 또는 잉여양곡 수거정책 

과 관련하여 표현되지 않았다. 그것은 1919년에 군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 

났다. 

“우리군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비노동계급 요소들인 농민들이 사 

회주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무수한 사실들이 이를 증명한다. 후방과 전선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반란들은 우리 군대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프롤레타j 리아 요소들이 공산 

주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싸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들 요소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에게 강철같은 규율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 그들로 하여금 후방에서는 물론이고 전선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공통목표인 사회주의를 위 

하여 싸우도록 강제하는 것，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진정한 정규 군대의 건설을 완수하는 것이다정) 

21) S, "The Foundations of Leninism" (Lectures Delivered at the Sverdlov University, 
April-May , 1924), 위 의 책， Vol. 5, pp. 85-6. 

22) S, "Conceming Questions of Leninism"(written on January 25, 1926), 위 의 책 , Vol. 

8, p. 32 
23) S, "Excerpt from a Speech on the Military Question Delivered at the Eigh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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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밝힌 것이지만 소수의 변혁목적을 

다수에게 강요하려는 스탈린의 이와같은 의도는 그가 레닌의 자코뱅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전위가 사회주의 변혁의 가속화를 위하여 권력을 잡아서 그것을 

다수 의지에 반해서까지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었다. 

3. 래닌의 ‘농공연대’사상 

사회주의 소수 권력과 농민다수의 폰재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레닌의 자코뱅주의의 전개에 있어 핵심적 배경 요인 

이었다. 1917년 전에는 레닌은 양자간의 갈둥을 정면충돌로 생각하였다. 그래 

서 사회주의 소수권력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겼다. 1917년 이후 

양자가 조화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대결이 있더라도 강제력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레닌으로 하여금 자코뱅주의로 입장을 바꾸게 하였다. 따라 

서 레닌의 자코뱅주의에 있어 이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사회주의 소수권력에 의한 변혁의 추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천전략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었다. 레닌의 자코뱅주의를 수용한 스탈린은 이 

러한 실천전략의 핵심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스탈린 

은 레닌이 1921년 봄 신경제정책 도입후에 제기한 공업과 농업간의 연대를 어 

떻게 형성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전략개념을 홉수하였다. 1920년대 중반 

에 그는 이 개념을 공업화 논쟁에 연관지어 발전시켰다.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은 1920년대 중반에 그가 형성하였던 개념이 1920년대 말에 변화된 것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신경제 정책 도입후 레닌이 내놓은 농공연대사상은 프롤레타리아권력과 농 

민들간의 적정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그의 자코뱅주의의 실천전 

략의 핵심개념과 관련지어 형성된 것이었다. 1921년 5월의 제 10차 당전 러시아 

회의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연히 농민이 인구에서 엄청난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의 

Congress of the R. C. P. (B.)" (March 21 , 1919), 위의 책， V 0 1.4,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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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 그리고 특히 우리의 경제정책에 있어 주된 과제는 노동계급과 농 

민간에 정확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근대역사에서 최초로 우리는 착취계 
급이 제거되었으나 노동계급과 농민이라는 두 다른 계급들이 있는 사회체제 

를 갖고 있다. 농민이 절대다수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정책과 우리의 정책일반 

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들의 여전히 당변한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 

간동안 필연적으로 당면할 주된 문제는 계급철폐의 관점으로부터 적정하게 

이들 두 계급간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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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서 레닌은 이러한 문제가 서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중 

요하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간의 관계가 합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소농업생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절대다수를 접하고 잇는 매우 발전된 자본주의 국 

가들에서는 불필요한 광범위한 특별과도조치들의 집행을 통해서만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매우 발전된 자본주의 나 

라들은 수십년간에 걸쳐 형성된 농업임금노동자계급올 갖고 있다. 단지 이러 

한 계급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로 직행하 

는 변혁을 지지한다 이러한 계급이 충분히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로 어떤 특별한 전국가적 과도조치 없이 직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 러시아에서는 공업노동자들이 소수이고 소농민들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은 단지 두가지 조건 

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첫째， 만약 그나라에게 한 개 또는 몇몇의 선진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혁 

명에 의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주어질 경우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와 비 

교해서 이러한 조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하였으나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데에는 훨씬 못미쳤다. 

두번째 조건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즉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다수사이의 합의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이 없는 한 농민과의 합의만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5) 

한편 합의의 관계는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연대 없이는 형성될 수 없으므 

24) V. 1. Lenin, "Tenth All-Russia Conference of R. C. P. (B.)"(May 26-28, 1921), 

Collected Works , (Moscow: Progress Puklishes, 1960-1970), Vol. 32, p. 404. 
25) 위의 연설， pp.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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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레닌은 1921년봄 신경제정책을 도입한 후 이러한 연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 

인가하는 문제와 씨름하였다. 그 과정에서 레닌은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품 교 

환에 있어 두가지 상이한 방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방법은 전시공산주의 

하에서 채택된 것으로 잉여양곡수거정책의 형태를 띠었다. 레닌은 이 체계가 

사적교역을 철폐하고 공업과 농업간에 직접적 교환을 도입하였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황폐화된 대규모공업의 조건하에서 잉여양곡과 원자재의 수거는 공업 

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적정하게 보상될 수 없었다. 그런데 호혜적 교환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공업의 부활이 전제조건이었다. 이 전제조건은 한편 농업생산 

품의 공급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농민은 아직 그에게 아무 것도 

주지않는 대규모공업을 위하여 소비에트권력에게 그의 생산품을 외상으로 주 

어 야 하였다"26)고 회 고하였다. 

레닌은 전시 공산두의하의 공업과 농업간의 이러한 교환방법을 신경제정책 

하에서 도입된 그것과 비교하였다. 그는 전자의 방법은 부활된 대규모공업이 

공업제품의 형태로 만족스러운 보상을 공급할 수 있올 때까지는 농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임으로 해서 공업과 농업간에 연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빼 

앗아 버리는 구조적 결함을 지녔다. 대규모공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면 직접적 

교환체계는 농민들에게 생산을 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공업이 번창하면， 만약 그것이 소농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제품 

을 또는 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당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방 

법으로 공업제품과 농민으로부터 오는 잉여 농업생산품의 공급간에 적정한 

관계가 정립된다면 농민들은 완전히 만족할 것이며， 농민대중， 비당원 농민들 

은 경험에 의하여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2:7) 

그러나 전시 공산주의하의 잉여수거체계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 

았다. 

“잉여 양곡 수거체계하에서 소농들은 경제적 토대를 갖지 못하고 여러해 

26) L, "Tenth Congress of the R. c.P. (B.)" 위 의 책 , pp. 186-7. 
27) L, "Ninth All-Russia Congress of Soviets" (December 23-28, 1921), 위의 책， Vo1. 

23, pp.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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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죽은채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 소규모농업은 소농민이 그의 활동을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그리하여 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흥미를 

잃기 때문에 존재하고 발전할 수 없다 "28) 

신경제정책에서 불러들인 새로운 방법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전단계의 잉여 양곡 수거체계하에서 결핍되었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하 

여 고안된 것이었다. 인센티브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현물세와 농 

산품 교역권의 연계정책이었다. 생산에 대한 적정한 조세를 지불한 후 농민들 

은 나머지를 필요한 공업제품과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교환은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자극이다. 재산소유자는 모든 그의 잉여생 

산품이 그로부터 가져가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가능할 때면 

언제나 미리 고정되어야 하는 조세를 단지 지불하기만하면 된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기본적인 

것은 소농민에게 농토를 경작할 인센티브와 자극을 주는 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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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의 자극은 공업 부활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때) 장래에는 재 

활성화된 공업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공업제품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호혜적 직접교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재 

생되는 것이 요구되었다. 

“완전히 보장된， 충분한 식량 재고가 없이는 국가는 대규모 공업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 그것을 아마도 완만하게 그러나 계속적으로 나아가 

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다. 

이것이 왜 농민이 현재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 
명한다 "31) 

새로운 접근의 목적은 공업과 농업간의 호혜적 생산품 교환을 형성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전단계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교환의 형 

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단지 다를 뿐이었다. 잉여수거 

의 방법은 혁명적이었다.32) 그것은 농업잉여와 공업제품간에 비록 공업제품이 

28) 위의 연설， pp. 410-1. 
29) L, "Tenth Congress of the R. C. P. (B.) ," p. 226. 
30) L, 위의 연설， p. 238. 
31) L, 위의 연설， p. 409 
32) L, "The Importance of Gold Now and After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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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한 공업의 조건하에서 회소할지라도， 직접적 교환을 추구하였다. 이는 

이윤올 향한 자유시장 교환으로부터 급격한 탈피를 의미하였다.33) 그것은 공업 

제품의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않은 농민들의 희생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레 

닌은 공업의 부활은 이러한 불균형을 없앨 것이며 그리고 호혜적 교환이 결과 

될 것이라고 믿었다. 

현물세와 교역의 방법은 이와 대조적으로 개량적이었다.34) 그것은 1921년 봄 

의 크론스타트 반란이 극명하게 보여준 바와 같은 위기 때문에 계속될 수 없 

었던 혁명적 접근의 정면공격으로부터의 후퇴였다. 1921년 봄의 위기는 잉여수 

거체제하의 증산의욕의 부재와 1920년의 양곡생산실패 및 사료부족사태가 겹 

친 결과로서 일어났다.35) 혁명의 전위는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에 처하였으 

며 농민에 대한 양보는 불가피하였다.36) 일시적인 사태는 제쳐놓더라도 어떻든 

불균형 교환으로 인한 농민들의 구조적 불만은 내전의 조건속에서만 억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레닌은 보았다. 반혁명에의 지주들의 참여와 그들의 복귀 가 

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두려움， 그 결과로서 형성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간의 

동맹은 불균형 교환에 대한 농민 불만의 폭발적 잠재성을 억제하는 보장이 되 

었다. 그러나 내전의 종식은 이 보장을 없애버렸다. 경제적 연대를 실현시키지 

않고는 특히 세계혁명의 전망이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권력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교역의 형태로 후퇴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의 

미에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윈) 1921년 봄에 레닌은 협동조합과 같은 국가자본 

주의적 통로라고 그가 불렀던 것을 통해 대부분 상품교환의 형태로 지방수준 

에서 교역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38) 그러나 가을까지에는 그는 후퇴가 이 

(written on November 5, 1921), 앞의 책， Vol. 33, p. 110. 
33) L. "The New Economic Policy and the Tasks of the Political Education 

Departments Report to the Second All-Russia Congress of Political Education 
Departments" (October 17, 1921), 위의 책， p. 62; L, "Seventh Moscow Gubemia 
Conferenc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October 29-31 , 1921) 위의 책， p.88; 

그리 고 L, "Fourth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mational" (November 
5-December 5, 1922), 위의 책， p. 421. 

34) L, "The Importance of Gold," p. 110. 
35) L, "Tenth Congress of the R. C. P. (B.)," pp. 176, 224. 
36) L, 위 의 연설， p. 225. 
37) L, 위 의 연설， pp. 404-5. 
38) L, "Rough Draft of Theses Conceming the Peasants" (written on February 8, 

1921), 위의책， Vol. 32, p. 29 ; 그리고 L. "Tenth Congerss of the R. C. P. (B.),"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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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한계내에서 제한될수 없으며 교역은 화폐에 기초한 보통의 자본주의적 

매매가 되었음을 인정하였다.39) 공업과 농업간의 교역은 간접적이 되었다. 이 

는 황폐화된 공업의 상태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경제적 팽창과 공업의 부활을 허용하는 조건속에서 점진적으로 사적인 자유교 

역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었다. 구자유시장의 교환방법은 신중한 포위와 압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극복되어 나가야만 할 것이었다. 

“가장 후진적 자본주의나라들 중의 하나인 나라가 단독으로 직접적으로 단 

번에 공업과 농업간에 새로운 연계들올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가동하고， 조직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과업을 직접적인 공격에 의하여 달성하는데 실 

패하였으며 이제는 느린 속도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포위작전에 의하여 그것 

올 달성하기 위 하여 노력 하여야만 한다때) 

교역을 상품교환의 국가자본주의적 형태로 만들려는 기도가 일단 화폐에 기 

초한 보통의 자본주의적 매매에 의하여 압도당한 이상 공업과 농업간에 생산 

품의 호혜적인 직접교환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적교역을 통한 간접교환을 국가 

의 중개를 통한 직접적 교환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우회적 방법밖에 없었 

다.41) 이러한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만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는 혁명직후부터 

이미 일관되게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었다.42) 그의 마지막 논문툴 중의 하나에서 레닌은 전체인구를 협동조합으로 

220-2. 
39) L, "Seventh Moscow Gubernia Conferenc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þp. 

95-7 
40) L, "The 1mportance of Gold Now and After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p. 

114 
41) L, "Seventh Moscow Gubemia Conference of the Russian Communist P따ty，" p. 

103’ 

42) L, "Supplement to the Decree of the 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 ’The 
Socia1ist Fatherland 1s 1n Danger! ’"(written on February 21 or 22, 1918), 앞의 책， 
Vol. 27, p. 35 ; L, "Origina1 Version of the Article ’The 1mmeciate Tasks of the 
Soviet Govemmentν " (written on March 28, 1918), 위 의 책 , pp. 215-6; L, "The 
1mmediate Tasks of the Soviet Govemment끼written in March-April 1918), 위 의 
책 , pp. 255-6; L, "On Economic and Especially on Banking Policy" (written in 
April 1918), 위 의 책 , p. 138; L, "The Valuable Admissions of Pitirim Soro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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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는 것을 사회주의로 가는 주된 길임을 지적하였다. 협동조합은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연결하였다. 그러므로 신경제정책 하에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교 

역을 국가의 통제에 종속시키는 길은 우회적 접근의 핵심적 방법이 될 것이었 

다. 협동조합화는 연대와의 조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대위에 호혜적인 직접교 

환의 실현올 통하여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사회주의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의 

미하므로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올 도입함에 의하여 우리는 교역자로서의 농민에게， 사적교역의 

원칙에 양보를 하였다. 협동조합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 

는 것에 반해서) 바로 이 때문이다. 신경제정책하에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러시아의 인구를 충분히 대규모로 협동조합 구성원들로 조직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적이익， 사적 상업적 이익과 이 이익에 

대한 국가 감독 및 통제간의 연결의 가중성， 그 이전에 모든 많은 사회주의자 

들에 있어 장애물이던 공동의 이익들에 대한 그것의 종속 가능성올 발견하였 

(Pravda No. 252, November 21 , 1918) 위의 책， Vol. 28, pp. 192-3; L, "Speech 
Delivered to a Meeting of Delegates from the Moscow Central Workers' 
Cooperative" (November 26, 1918), 위 의 책 , pp, 196-200; L, "Moscow P따ty 

Workers' Meeting" (November '2:7, 1918) 위의 책， pp. 221-4; L, "Moscow Party the 
Third Workers' Cooperative Congress" (December 9, 1918), 위의 책， pp. 329-37; L, 
"Speech to the Second All-RussiaCongress of Economic Councils" (December 25, 
1918), 위 의 책 , pp. 379-80; L, "A Little Picture in Illustration of Big Problems" 
(written at the end of 1918 or beginning of 1919), 위의 책， pp. 잃8-9; L, "Speech at 
a Joint Session of the All- Russia Central Executive Committee, the Moscow 
Soviet and All-Russia Trade Union Congress" (January 17, 1919), 위 의 책 , pp. 392, 
402; L, Measures Goveming the Transition from Bourgeois-Cooperative to 
Proletarian Communist Supply and Distribution" (written on February 2, 1919), 위 
의 책， pp. 443-4; L, "Draft Programme of the R. C. P. (B.)" (written in 
February-March 1919), 위의 책， pp. 117, 137; L, "Eighth Congress of the R. C. P. 
(B.)" (March 18-23, 1919), 위의 책， pp. 177-8, 218, 220; L, "Report on the Work of 
the All-Russia Central Executive Committee and theCouncial of People ’s 
Commissars Delivered at the First Session of the All-Russia Central Executive 
Committee, Seventh Convocation" (February 2, 1920), 위의 책， Vol. 30, pp. 328-30; 
L, "Ninth Congress of the R. C. P. (B.) " (March 29-April 5, 1920), 위의 책， pp. 
480-4; L, "Telephone Message to the Presidium of the All-Russia Food 
Conference" (July 1, 1920), 위의 책， Vol. 31, p. 181; 그리고 L, "Tenth Congress of 
the R. C. P. (B.)", pp. 22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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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정말로 모든 대규모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권력， 프롤레타리아 

장악하의 정치권력， 이 프롤레타리아의 수백만 소농민들과의 동맹， 농민에 대 

한 프롤레타리아의 확실한 지도력 퉁 이것은 신경제정책하에서 우리가 과거 

에 상업적인 것으로 조롱하였고 어떤 측면에서 지금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부터， 협동조합 그것만으로부터 완전한 사 

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닌가? 그 

것은 아직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위하여 필 

요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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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0년대 중반 스탈린에 의한 레닌적 연대사상의 발전적 전개 

1920년대 중반 스탈련은 레닌의 연대사상을 공업화 논쟁과 관련하여 발전시 

켰다. 그것은 레닌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레닌적 자코뱅주의의 실천전 

략의 일환이었다. 스탈린은 레닌의 자코뱅주의를 수용하였으며 레닌의 자코뱅 

주의에서 강조된 농민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 동의하였다. 혁명 후 시기 

에 있어 스탈린은 농민 지지의 요인이 서유럽혁명경험에서와는 달리 러시아에 

서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혁명권력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 배경임을 강조하였 

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결정적 순간에 소부르주아지(농민)가 항상 부 

르주아지의 편에 섰다. (프랑스에서는 1없8년과 1871년， 1918년 후에 독일에서 

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도들) 

이에 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르주아 혁명은 서유럽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지도력 아래 일어났다. 그 

결과로서 부르주아지의 농민에 대한 영향은 그때 벌써 보장된 것으로 생각되 

었다. 

2) 서유럽에서 부르주아 혁명의 시작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최초의 
기도틀까지에 반세기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농민층에는 강력한 

농촌 부르주아지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 세력은 농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하면서 농민과 도시 대자본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봉사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켰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러시아에서는 표출되었다. 

43) L, "On Cooperation" (January 4, 1923), 앞의 책 , Vo .. 33, pp. 467-8. 



222 러시아연구 쩨7권 

첫째， 서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의 부르주아혁명(1917년 2월 -3월) 
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력하에 일어났다. 

둘째， 러시아에서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성공적)기도(1917년 10월)는 
또한 서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부르주아혁명의 반세기후가 아니라 6-8개월내에 
바로 직후에 시작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물론 강력하고 조직된 농촌 부르주아 
지가 농민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1917년 10월에 무 

너진 대부르주아지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었다. 

이것이 부르주아지는 고립되고 농민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반면에 왜 러시 
아인구의 소수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노동자들이 나라의 주인들이 
되었고 주로 농민인 인구의 절대다수의 동정과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권력올 
잡고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이유이다.44)"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도입하였을 때 스탈린은 레닌적 자코뱅주의의 중심에 

있는 문제의식인 농민을 어떻게 프롤레타리아의 예비군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정책의 배후에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혁명과정에서 형성된 프롤 

레타리아와 근로농민간의 실제적 동맹은 러시아에서 소비에트권력의 기초이며” 

따라서 “실제적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신경제정책은 레닌주의적 소수혁명의 성공에 결정적 토대를 

제공하였던 농민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노력의 한 형태였 
다.45) 

레닌의 자코뱅적 실천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수용한 스탈린은 신경제정책하 

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연대 형성을 위한 레닌의 우회적 방법에 동의하였다. 

그는 1924년의 한 중앙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시와 농촌간의 연대는 무엇올 의미하는가’. 그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우리 

의 공업과 농민 경제간의 지속적인 접촉， 지속적인 교환， 우리의 공업의 생산 

품들의 농민경제에 의하여 생산된 식량과 원자재와의 교환을 의미한다. 

우리는 공업제품과 농민농장 생산품의 직접적 교역을 통하여 이러한 연대， 

이러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민경제간의 지속적인 접촉올 실현하는데 실패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낮은 공업발전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공급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후에 우리 경제 전체가 혼란의 

44) S, "The Prospects" (Pravda No. 286, December 18, 1921), 앞의 책 , Vol. 5, pp. 

122-4. 
45) S, 위 의 논문， pp.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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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이것이 왜 우리가 신경제정책으로 알려진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 즉 왜 우리가 교역자유， 상품들의 자유로운 순환을 선언하고， 자본주의를 

허용하고， 나라에서 상품의 흐름을 형성하고 교역을 촉진시키도록 수백만의 
농민들과 소규모재산소유자들의 노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결과로 

서 교역에서 요충들에 대한 통제를 획득한 후 교역을 통한 공업과 농민경제 

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이 
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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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의 스탈린의 연대사상은 이러한 우회적 접근을 어떻게 성공적 

으로 수행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형성되었다. 레닌적 형태를 뒤따르면 

서 1925년 초 스탈련은 농민들이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권력에 대한 유일한 현 

존 예비군임을 지적하였다. 

“농민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소비에트권력의 

동맹들 중에， 내 생각에는 네 개의 프롤레타리아의 주된 동맹세력들 중에 농 
민만이 이 순간에 우리의 혁명에 직접적 도움올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맹세력 

이다. 

이들 동맹세력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주된 동맹세력으로서 첫번째 동맹세력은 선진국들의 프롤레타리아 

이다 불행하게도 선진국들에서의 혁명운동의 상황， 상태는 현재 우리에게 직 

접적이고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두번째 통맹세력은 더 발전된 나라들에 의하여 억압받는 식민지들， 후진국 

들의 피압박 인민들이다. 그들은 혁명의 발걸음에 있어 매우 느리다. 

우리는 피부로 직접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럽에도 매우 중요한 세번째 동 

맹세력，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충돌과 모순을 갖고 있다. 이 동맹세력과 관련 

한 상황은 어떠한가? 상황은 전후 세계자본은 몇번의 위기들을 거친후 회복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정되어야만 한다. 

네번째 동맹세력인 농민이 남아 있다. 우리의 현존 모든 동맹세력들 중 그 

것은 바로 이 순간에 교환에서 우리의 도웅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직접적 도 

움을 줄 수 있고 또 주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47) 

46) S, "The Resu따 of the Thirteenth Congress of the R. C. P. (B.)" (Report Deliver어 
at tht C. C. , R. C. P. (B.) June 17, 1924), 앞의 책 , Vol. 6, pp. 252-3. 

47) S, "Conceming the Question of the Proletariat and the Peasantry" (Speech 
Delivered at the Thirteenth Gubemia Conference of the Moscow Organ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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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만이 직접적 도웅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동맹세력인 조건속에서 

1925년 중반 스탈린은 농민들과의 합의문제가 계속 결정적 관심사항임을 강조 

하였다. 

“농촌에서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당면의 주요과제가 아니다. 당면 
주요과제는 농민의 주된 대중과 연결하는 것이다쟁) 

우리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이익간에 모순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투쟁이 존 

재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완화시키고 합의들과 상호 양보들의 수단을 통하여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것올 하여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첨 
예한 형태로 되고 충돌로 치닫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9) 

합의에 대한 이러한 필요와 연관하여 1920년대 중반 스탈련은 레닌의 우회 

적 접근에 있어 주된 실천전략의 문제는 도시 공업제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농 

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였다. 당이 10월 혁명에서 지주를 제거하고， 또 잉여수거 

체계를 폐지함으로써 축적한 도덕적 자본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가격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합의의 관계가 적정하게 구체화될 수 

없으며， 농민과의 충돌 위험이 존재하였다. 그루지야에서의 농민봉기는 이러한 

잠재적 위협의 한 정표였다. 

“우리 당이 10월의 시기에 그리고 잉여수거체계 폐지의 시기에 축적한 구 

자본， 도덕적 자본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의 지지를 새롭게 얻어내는 일올 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은 가격정책을 불만족스럽게 느낀다. 농민은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에 

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도시공업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겁 

낸다. 그래서 대외적 경쟁으로부터 우리의 저발전 공업올 보호하기 위하여 모 

든 종류의 관세장벽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공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오든지간에 값싼 상품을 원 

한다.’ 또는 ‘당신들은 곡물 가격을 인상하기를 겁낸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 

the R. C. P. (B.) January 21, 1925), 위의 책， VoL 7, pp. 25-9. 
48) S, "The Res비ts of the Work of the Fouπ.eenth Conference of the R. C. P. (B.)" 

(Report Delivered at a Meeting of the Active of the Moscow Organization of the 
R. C. P. (B.) May 9, 1925), 위의 책， p. 125. 

49) S, "Questions and Answer" (Speech Delivered at the Sverdlov University June 9, 
1925), 위 의 책，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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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모든 종 

류의 곡물수집기관들을 발명하여 내었으며， 대외교역 독점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장벽이나 지렛대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나는 높은 

곡물가격을 원한다’ 

이러한 것이 가격정책부문에서의 투쟁의 의미이다， 

이를 나타내는 강력한 예중은 그루지야에서 최근 발생한 봉기에 의하여 제 
공된다.잉) 

새로운 조건， 신경제정책하에서 또 다른 탐보프 또는 크론스타트를 결코 배 

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루지야 봉기는 심각한 경고였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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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 가격문제가 농민들과의 연대와 관련하여 결정적 문제라고 판 

단함에 따라 스탈린은 공업과 농업간의 교환이 공업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공업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토 

대인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공업과 농업간의 연대를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 

은 농민이 공업제품들， 섬유제품들， 기계 둥을 위하여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이것이 농민사이에 심각한 불만의 원인이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여야할 유일한 일 

은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연대，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동맹을 유지하기 원한다 

면 공업제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52) 

농민과의 연대와 가격인하라는 절대적 요청에서 볼 때 스탈린은 소련의 공 

업화(소련 지도부가 1920년대 중반에 논쟁을 벌인)는 그가 공업화의 사회주의 

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1920년대 중반 스탈린은 소련의 공업화는 자력갱생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시기에 후진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련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트로츠키53)에 

50) S. "The Party ’s Task in the Countryside" (Speech Deliverd at the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 c. P. (B.) October 26, 1924), 위 의 책 , Vol. 6, pp, 

327-31. 
51) S, "Dymovka" (January 26, 1925), 위의 책， pp. 22-3. 
52) S, "Speech Delivered at the Fifth All-Union Conference of the All-Union Leninist 

Young Communist League" (March 29, 1927), 위 의 책， Vol. 9, 198-9. 
53) R. B. Day, Leon Trotsky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Isolation, (Cambridge; 



226 러시아연구 채7권 

반대하여 스탈린은 이러한 통합에 내재적인 위험， 즉 그것은 러시아를 세계자 

본주의에 종속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였다. 

”트로츠키는 단순히 우리 국가경제의 의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이 의존을 우리경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의 통합으로 바꾸고 있다. 그 

러나 우리 국가경제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의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것은 세계자본주의에 우리경제를 종속되게 만드는 것올 의미한다 "54) 

자본주의의 포위라는 조건하에서 스탈린은 중공업 토대를 강조하는 자력갱 

생적 공업화를 주장하였다. 

“두가지 기본 노선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랫동안 농업국가로 
남아야하며 농업제품을 수출하고 장비를 수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출발 

점으로 한다. 이 노선을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일반적 자본주의 
체계에 총속화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올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노선이 아니다. 

또 다른 기본 노선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자립적으로 만들 

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이 노선은 

자본주의의 포위가 존재하는한 절대적 요구이다 혁명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서， 또는 양국에서 함께 성공적일 때， 사회주의 건설이 더 높은 기술토대위에 

서 시작될 때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혈때에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독립적 

경제단위로 만드는 정책으로부터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 통로에 우리나라를 
통합시키는 정책으로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국가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독립올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그러한 독립없이는 우리나라를 세계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종속으 

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닮) 

공업화의 중심， 그것을 위한 토대는 중공업(연료， 금속 퉁)의 발전， 결론적 
으로 생산수단의 생산의 발전， 우리자신의 기계설치 산업의 발전이다.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땅을 만 

약 그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의 연장과 수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것이 생산의 연장과 수단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자본주의적 발전국가 
들에 그것의 국가경제를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발전수준에 얽매여 남아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54) S, "Reply to the Discussion" (The Seventh Enlarged Plenum of the E. C. C. 1. 

December 13, 1926), 위 의 책 , Vol. 9, p. 138. 
55) S,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he Fourteenth Congress of the C 

P. S. U. (8.) December 18, 1925), 위 의 책 , pp. 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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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그 수준에 고착되는 것은 우리자신을 
세계자본에 종속되게 하는 것이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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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의 공업화는 한편 국내저축에 의존함을 의미하였다. 스탈련은 강력 

한 공업국가들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세가지 역사적 길을 찾아내었다. 

“첫번째 길은 예를 들어 영국이 발전하였던 길인 식민지들의 획득과 약탈 

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민지들을 획득한 후 영국은 2세기 동안 공업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초과자본’을 쩌내었으며 결국 ‘세계의 공 
장’이 되었다. 

두번째 길은 다른 나라에 의한 한 나라의 군사적 패배와 패전국에 대한 배 

상금의 강제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독일의 경우이다. 프랑스-프러시아 전쟁 

에서 프랑스를 패배시킨 후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짜내 

어서 이 돈을 자국 공업의 통로로 퍼부었다. 

세번째 길은 자본주의 후진국들이 노예적인 조건으로 자본주의 선진국들에 

게 채광권을 허용하거나 차관올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길은 궁극적으로 독립 

적인 공업발전의 길로 부상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소간 ‘성공적’전쟁들의 도움과 이웃나라들의 약탈이 있을 수도 있 
다 "57)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발전의 길들은 한가지로 순수한 형태를 띠지는 않 

았다. 개별 국가들의 역사발전에 있어 이러한 길들은 흔히 서로 교차 또는 보 

완하면서 복합적 구성을 나타내었다. 복합적 구성의 한 예는 미국의 역사발전 

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길틀에서 찾아지는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획득되어지는 외부로부터의 ‘초과자본’의 유입 

을 이러한 국가들의 형성을 위한 근본적 조건으로서” 상정한다는 사실에 있 

다.많) 만약 공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형성에 있어 이들 세가지 다른 방법들 

이 외국자본의 유입이라는 기본요인에 근거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에트 국가에 

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아직 부르주아국가들에 의하여 활 

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전의 길 즉 국내 저축에 바탕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길 

56) 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Policy of the Party" 
(Report to the Active of the Leningrad Party Organization on the Work of the 
Plenum of the C. C., C. P. S. U. (B.) April 13, 1926), 위 의 책 , Vol. 8, pp. 127-9. 

57) S, "Questions and Answers ," pp. 198-9. 
58) S, "Questions and Answers ,"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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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레닌에 의하여 시사된 바 있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에 대하여 지도 

력을 유지하는， 그들이 농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그리고 최대의 절약을 하 

므로써 그들의 사회관계에서 사치의 모든 족적올 제거하는 국가의 건설을 추 

구하고 있다.’ 

레닌은 추가해서 말하였다. ‘우리는 국가에 있어 최대한의 절약을 실현하여 

야 한다， 만약 우리가 노동계급의 농민에 대한 지도력올 보유한다면， 우리국 

가의 경제생활에 있어 최대한으로 가능한 절약을 하므로써 우리가 저축한 모 
든 코펙을 우리의 대규모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기화를 발전시키 

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올 하였을 때에야만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빈곤한 농민의 말로부터， 황폐 

화된 농민의 나라에 적웅된 경제의 말로부터 프롤레타리아가 추구하고 있고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말， 즉 대규모 기계공업， 전기화 동의 말로 바꿀 수 있 
을 것이다’59) 

자력갱생은 국내저축에 기초한 공업화뿐 아니라 국내시장에 기반을 둔 공업 

화를 의미하였다. 

“사회주의의 토대이고 우리정권의 토대인 우리의 공업은 국내시장， 농민시 

장에 바탕을 두고 었다. 나는 우리의 공업이 완전히 발전할 때， 우리가 외국 

시장의 경쟁에서 숭리하는 문제와 씨름할 수 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 

지를 모른다. 미래에 서유럽에서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은 자본으로부터 외국 

시장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동방에서의 시장과 관련해 

서는 (그쪽과 우리의 관계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관계가 더욱 더 향 

상될 것이다) 우리는 더 호의적 조건을 발견할 것이다. 섬유제품， 방위수단， 

기계 퉁퉁이 자본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동방에 공급할 주요 상품들 

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공업의 미래와 

관련된다. 우리의 농민시장의 3분의 1 조차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현재 
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핵심문제는 국내시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 

시 장의 문제 이 다 "60) 

스탈린은 비록 국내저축과 국내시장에 의존한다 할 지라도 소련의 공업화는 

가격인하와 시장확대를 롱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9) 위의 연설， p. 201 ‘ 

60) S, "The Question of the Proletariat and Peasantry,"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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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기여 

하고， 도시와 농촌의 국내시장의 능력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공업의 추가적 확 
대를 위한 지속적 성장 요인을 창출한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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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공업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근로대중을 빈곤화하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대조되는 그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사 

회주의적 방법이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적 공업화 방법의 주된 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이 근로대 

중의 이익과 상반되는 공업화의 이익， 국내적 모순의 악화， 국내 인민의 광범 
위한 대중의 생활 및 문화수준의 향상이 아닌 국내외에 걸쳐 자본의 수출과 

자본주의적 착취의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이윤의 활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법의 주된 장점은 우엇인가? 그것은 그것이 공업화의 
이익과 인구의 근로계층의 주 대중의 이익간의 조화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것이 광범위한 대중의 빈곤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내적 
모순의 악화가 아니라 그 모순이 극복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그것의 홉수능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업화 
발전의 견고한 국내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62)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법은 자력갱생과 공업제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농민요 

구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압력을 조화시키는데 필요하였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공업과 농민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프레오브라젠스키의 대결적 개념을 가리켰 

다. 

“당안에 농민의 근로대중을 외국적 존재로， 공업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공업을 위한 식민지의 성격을 지닌 그 무엇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63) 

여러분은 예를 들어 반대 블럭 지도자들중의 한 사람인 프레오브라젠스키 
의 견해를 들어보겠는가? 여기에 그의 논문들중의 하나에서 그가 말한 것이 

61) S, "Interview with Foreign Workers' Delegation" (November 5, 1927), 앞의 책， Vol. 
10, p. 235. 

62) S,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Report delivered at the Fifteenth 

All-Union Conference of the C. P. S. U. (B.) November 1, 1926), 위의 책， Vol. 8, 

pp. 299-300. 
63) S,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Party,"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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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으로 이행하는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후진적이고， 소 

부르주아적이며， 농민적 성격을 지닐수록 그것은 전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착 
취에 사회주의척 축적이 더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 

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공업적으로 더 발전된 경우일수록， 그리 
고 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가 식민지들과 생산품 교환에 있어 불평 동을 최 

소화하는 것， 즉 후자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 

한다면 그 나라는 사회주의적 형태의 생산적 토대， 즉 그 자신의 공업과 그 
자신의 농업의 잉여생산에 더 많이 사회주의적 축적율 의존할 것이다’64) 

사회주의 공업과 농민의 이해관계가 상충적이라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믿음 

과 “조세의 과도한 증가， 공업제품의 가격인상 동의 형태로 농민에게 더 큰 압 

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사회주의 공업과 농민경제간의 그리고 프 

롤레타리아와 농민들간의 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것들이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반을 흔들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다.65) 스탈린 

은 농민들을 쥐어짜는 이러한 대결적 제안에 바탕하는 프레오브라젠스키적 공 

업화 방법을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66) 공업화는 성공적인 사회주 

의 건설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근본적 문제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 

은 소비에트 권력의 부재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부재 속에서” 해결될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한편 연대에 달렸다.67) 만약 이 연대가 농민 

들에 대한 프레오브라제스키적인 대결정책에 의하여 깨어진다면 단순히 공업 

64) S, "The Socia1-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p. 302 
65) S,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Party," p. 149,; S, "The Opposition 

Bloc in the C. P. S. U. (B.)" (Theses for the Fifteenth All-Union Conference of the 
C. P. S. u. (B.), Adopted by the Conference and Endorsed by the C. c., C. P. S. U. 
(B.), Pravda No. 247, October 26, 1926), 앞의 책， Vol. 8, pp. 235, 240; S, "The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pp. 302, 304 S, "Reply to the 
Discussion on the Report on ’The Socia1-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 

(Pravad No, 262, November 12, 1926), 앞의 책 , Vo. 8, pp. 368-9; S, "Once More on 
the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Report Delivered on December 7, 
1926 in the Seventh Enlarged Plenum of the E. C. C. 1. ), 위 의 책 , Vol. 9, pp. 48-9; 
그리고 S, "The Party and the Opposition" (Speech Delivered at the Sixteenth 
Moscow Grbemia Party Conference November 23, 1927), 위의 책， Vol. 10, p. 261. 

66) S, "The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pp. 300, 302. 
67) S,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Party,"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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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권력 그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에 가격이 핵심적 문제로 동장한 상황속에서 레닌의 우회적 

접근이 입각하여야할 기본방법은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자 

본주의적 공업화 방법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적 방법의 경우에는 농민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전과의 통합은 농민들 다수의 복지를 높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외국자본이나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완충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자력갱생적 공업화와 공업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농민의 압력사이 

에 일어날 수 있는 파국적 충돌의 잠재성이 완화될 수 있다. 농민들과의 연대 

라는 주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법아래 국가통제하에 

교역을 편입시키는 레닌의 중심적 방법 즉 협동조합화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 

었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농업과 사회주의적 공업을 하나 

의 통합경제로 용해시키는 것， 농업을 사회주의적 공업의 지도력하에 종속시 

키는 것， 농업과 공업 생산품들의 교환의 토대위에 도시와 농촌간의 관게를 

조절하는 것， 계급들의 부활， 무엇보다도 자본의 부활을 촉발하는 모든 통로 

들을 폐쇄하고 제거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급철폐로 직접적으로， 바로 

나아가게 하는 생산과 분배의 조건들을 정립하는 것올 의미한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제정책올 도입한 시기에， 국가경제를 위한 사회주의적 

기초를 놓는 문제가 당의 주된 과제로 된 시기에 레닌동지가 이와 관련하여 

말한 것이 있다. 

‘잉여수거체계의 조세에 의한 대체， 그것의 원칙적 중요성 : 전시공산주의로 

부터 올바른 사회주의적 기초로의 전환， 잉여수거체계 또는 조세가 아니라 대 

규모(사회화된) 공업의 생산품들과 농민생산품들의 교환， 그것이 사회주의， 그 

것의 토대의 경제적 본질이다.’ 

이것이 어떻게 레닌이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였는가이다. 그러나 농업을 사회화된 공업과 용접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로 생산품들의 분배를 위한 기구들의 광범위한 망， 소비협동조합들 및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들， 즉 협동조합 기구들의 광범위한 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 

다. 그것이 바로 그의 책자 ‘협동에 대하여’에서 ‘우리의 조건하에서 협동은 
매우 흔히 완전히 사회주의와 일치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레닌이 염두에 둔 

것이었다없) 

스탈련은 1920년대 중반 공업과 농업간의 연대에 관한 그의 사상에 있어 프 

68) S, "Once More on the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p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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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레타리아와 농민간의 당장의 이해일치를 상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공업화방법은 농민의 이익과 일치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적 방법은 

농민대중을 빈곤화하였다. 사회주의적 방법은 공업제품의 가격인하와 국내시장 

의 확대에 기초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농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장하였 

다. 물론 대안으로서의 자본주의적 방법은 극히 소수의 부유충， 자본가틀을 살 

찌우기 위하여 농민들의 다수를 빈곤화시킨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간에 근본적인 이해일치가 존재하였다. 

“누가 감히 농민이 그 자신의 빈곤화를 그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스탈린은 물었다.69) 그러나 스탈린은 또한 “전체로서의 

농민은 공업제품들의 구입자들이고 농업생산품의 판매자들이므로 공업제품들 

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고 그들의 생산품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이 사회주의적 공업화 방법은 공업제품의 가격인 

하에 대한 이러한 농민이해와 합치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민경제 

간의 연결로서 협동조합화는 또한 레닌이 이미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당장의 

농민들의 이익과 합치되었다. 

“협동조합으로의 대중적 조직속에서 ‘우리는 사적 이익， 사적인 교역이익이 
이 이익의 국가감독과 통제와 합치되는 것， 사적이익이 일반적 이익에 종속되 

는 것을 발견하였다’(레닌) 이러한 방향은 농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익 
이 된다 "71)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대중간의 당장의 이해합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공 

업화 방법과 협동조합화는 소비에트 권력의 유지와 사회주의의 성공적 건설이 

달려있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민경제간의 강화된 연대를 제공할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의 러시아를 사회주의적 러시아로 전환한다”는 레닌의 목표는 충분 

히 가능하였다. 성장하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그것과 연계된 협동조합체계를 통 

하여 사적교역은 감소되고 공업과 농업간의 호혜적인 직접교환의 기초가 궁극 

적으로 확립될 것이었다. 신경제정책은 그렇다면 단순한 후퇴와 양보만을 의미 

하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사회주의를 향한 지속적 진보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공업과 농업간의 연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공격을 의미하는 

69) S, "Questions and Answers ," p.177. 
70) S, 위의 연설， p. 176. 
71) S, "Concerning Questions of Leninism" (January 25, 1926), 앞의 책， Vol. 8,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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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사실상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발전의 이중적 과정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소들간의 투쟁 

이라는 이와 같은 모순적 과정， 그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자본주의 

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는 국가공업이 사회주의의 토대인 도 
시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한 주된 거점이 사회주의적 공 

업과 연계된 대중 협동인 농촌과 관련해서 똑같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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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쿨락) 위험에 대한 좌익 반대파의 과정된 경고는 신경제정책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73) 또한 (그의 영구혁명개념 

을 통하여 표현된 바와 같은) 농민 다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 권 

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트로츠키의 전망도 잘못되었다. 스탈린에게 있어 트로츠 

키주의의 주된 잘못은 “소련의 프롤레타리아가 프롤레타리아 통치를 공고화하 

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승리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민， 농민의 주된 대중을 지도하는 힘과 능력에 대한 회의”에 있었 

다.74) 이러한 확신의 결여는 근본적으로 연대에 대한 회의， 따라서 신경제정책 

하의 러시아를 사회주의 러시아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부 

터 나온 것이었다.75) 스탈린은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 

국내적 사회주의 건설과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대한 완전한 보장까지를 포함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구분하였다.76) 그는 전자의 과제는 프롤레타리야와 

농민간의 적정한 관계의 정립과 이에 따른 그들간의 모순의 해결 여하에 달렸 

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모순들이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부정될 수 

없다. 이러한 모순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품에 대한 가격정책， 가격제한들， 공업제품의 가격올 인하하기 위한 캠페인 

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 

72) 위 의 논문， p. 90. 
73) 위 의 논문， p. 88. 
74) S, "Speech Delivered on August 5, 1927 at the Joint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Central Control Commission of the C. P. S. U. (B.)" (August 5, 
1927), 앞의 책 , Vol. 10, p. 77. 

75) S, "Conceming the Question of the Proletariat and the Peasantry," p. 32 
76) S, "October Revolution and Tactics of Russian Communists," pp. 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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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 앞에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사유재산 소유자의 

계급 즉 농민이라는 양대 계급올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간의 모순들은 필연 
적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간에 폰재하는 모순들은 우 

리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자신의 노 

력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 

라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간에 존재하는 모순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올 의미한다 π) 

적정한 관계는 한편 레닌이 말한 것처럼 농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었다. 스탈린은 레닌의 말을 인용하였다. 

“10년 또는 20년의 농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숭리가 
보장된다."78) 

1920년대 중반의 조건하에서 레닌에 의하여 내려진 우회적 접근은 사회주의 

적 공업화 방법과 대중적 협동조합화를 통하여 그것에 농민경제를 융합시키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였다. 공업과 농업간의 교환은 공업제품의 가격인하와 협동 

의 중대라는 형태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농민들과의 위험한 

대결(프레오브라젠스키주의적 정책 정향하에서는 필연적)이 피하여질 수 있으 

며 사회주의의 성공적 건설(부농의 위험에 대한 좌파적 경고나 트로츠키주의적 

비관론과는 달리)이 공업과 농업 생산품들의 직접적이고 호혜적 교환의 점증의 

결과로 실현될 것이었다. 

5. 1920년대 말의 신연대사상 

새로운 형태들의 연대의 강제적 형성에 관한 스탈린의 개념은 양곡위기의 

충격속에서 어떻게 연대를 형성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그의 재평가의 결 

과였다. 스탈련의 1920년대 중반의 개념은 당장의 농민이익과 일치되는 것이었 

다. 1920년대말에 일어난 양곡위기의 도전속에서 스탈린은 이러한 연대형성의 

길이 더 이상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대신 그는 새로운 형태의 

77) S, "Res띠t of the Work of the Fourteenth Conference of R. C. P. (B.) ," p. 111. 
78) S, "Once More on the Social-Democratic Deviation in Our Party ,"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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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연대는 급진적 공업화와 이를 통 

한 집단농장화에 대한 농업기계와 연장의 공급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스탈린 

은 처음에는 집단 농장화를 점진적인 접근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생각을 하였 

으나 곧 급진적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강제성을 띤 이같은 급진적 접근을 농민 

이 원하는 당장의 이익에 입각한 레닌의 우회적 접근이나 스탈린 자신의 1920 

년대 중반의 접근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레닌적 자묘뱅주의의 하 

부적 실천문제인， 즉 어떻게 공업과 농업간에 연대를 형성할 것인가하는 문제 
에 대한 대웅의 하나였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향한 스탈련의 문제의식은 ‘신경제정책의 두 시기’라 

는 문제와 관련해 1926년에 처음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소련의 경제상황과 당 

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레닌그라드당원들에게 행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신경제 
정책의 새로운 시기， 직접적 공업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79) 

신경제정책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계속될 것이 

었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의 첫 번째 시기에 있어 주 과제는 농업의 부활이었 

다. 농업의 부활에 공업발전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에 의하여 신경제정책이 선언된지도 이제 5년이 되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당이 당변한 주 과제는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 증대된 교 

역의 조건하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사회주의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전략적 과제는 우리가 당면한 주 과제이다. 그 당시， 

1921년에 시작된 신경제정책의 첫 번째 시기에우리는 이 주과제를 주로 농업 

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접근하였다. 레닌 동지는 우리의 과제는 국가 경 

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 

자연 공업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건셜의 토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발 

전된 공업올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 

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혼란의 조건하에 공업을 확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원자재 및 식량이라는 공업의 전제조건들을 

79) S,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Party",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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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만약 원자재가 없다면， 만약 노동자를 위한 식량 

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 공업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는 농업이 최소한 어느 정 

도 발전되지 않는다변， 공업은 발전될 수 없다. 따라서 공업올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시장， 둘째로 

어느 정도 발전된 농업 원자재(사탕무우， 아마， 목화 퉁)의 생산을 가지는 것 

이 필요하였으며， 셋째로 농촌이 공업에 공급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 공급하 

기 위하여 최소한의 농업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레닌이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 기초는 놓기 위해서는， 공업을 건설하 
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이유이다 "80) 

첫 번째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신경제정책의 두 번째 시기에 있어서는 무게 

의 중심은 공업으로 이행하였다. 이제는 만약 농업기계， 트랙터， 공업제품 퉁이 

공급되지 않으면 농업 그 자체가 발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경제 정책의 첫 

번째 시기에서는 국가 경제 전체로서의 발전이 농업에 달려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시기에서는 공업의 성장이 관건이 되었으며， 공업화의 높은 속도가 시급 

한 당면 과제로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신경제 정책의 두 번째 시기로 접어들었다. 지금의 우리 경제 

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적인 면은 무게의 중심이 공업으로 이행되 

었다는 것이다. 신경제 정책의 첫 번째 시기에는 우리는 농업으로부터 시작해 

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전체 국가 경제의 발전이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 

다. 이제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 기초를 놓은 것을 계속하기위하여， 우리경 

제 전체로서의 상숭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은 공업이 

다. 만약 농업기계， 트헥터， 공업제품 둥이 즉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농업 

그 자체가 이제는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경제정책의 첫 번째 시기에서는 

국가 경제 전체의 발전이 농업에 달려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것은 공엽의 직 

접적 팽창에 달려 있고 또 이미 달려 왔다. 이것이 14차 당대회에서 선언되었 

고 현재 실행중인 공업화를 향한 슬로건， 과정의 본질이고 기본적 중요성이 

다， 금년 4월의 중앙위 전원회의가 그 과제의 출발점으로 채태하였던 것은 바 

로 이 기본적 슬로건이었다 따라서 근본적 당면 과제는 이제 공업 발전의 속 

도를 빠르게 하고， 가용 자원올 최대한으로 활용함에 의하여 공업을 향상시켜 

전체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81) 

신경제정책의 두 시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아직 집단화의 문제의식을 포 

80) 위의 연설， pp. 124-6. 
81) 위의 연설， pp.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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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연대에 대한 스탈린의 개념이 갖 

고 있는 두가지 측면중의 하나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것은 농업기계， 트랙터 

동을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공업 팽창의 높은 속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농 

업기계， 트랙터 동의 공급은 아직 집단화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같은 

연결은 1927년 12월의 15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연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전에 스탈린은 1927년 11월에 외국 노동자 대표와의 변담에서 신연대의 다 

른 한측변인 집단화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면담에서 협동조합과 국가 기 

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몇년전에 공업과 농민경제간에 농민들에게 도시 공산품들을 제공하고 농 

민들의 양곡을 노동자들에게 파는 수많은 중간 상인들， 사적 교역자들이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이들 중간 상인들은 공짜로 ‘일’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농 

민들과 도시 주민들로부터 수천만 루블을 짜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간， 사 

회주의적 공업과 개인적 농민농장들간의 연결이 아직도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때에는 협동조합들과 국가 배분 기관들의 역할이 상대적으 

로 비중이 작았다. 그후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은 도시와 농촌간， 공업 

과 농민경제간의 교역에서 협동조합들과 국가 교역기관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단순히 압도적이라기 보다는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들과 국가 기관들은 농촌에 공급되는 섬유 생산품들의 

70% 이상을 다룬다. 농업기계에 있어서는 협동조합들과 국가기관들이 거의 
100%를 공급한다. 농민들로부터 양곡을 구입하는데 있어 협동조합들과 국가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이상이며 목화， 사탕무우 동과 같은 공업 원자 

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협동조합들과 국가기관들의 비중은 거의 100%이 
다 "82) 

이러한 진전에 바탕하여 스탈린은 “협동조합들과 국가기관들은 교역에서 압 

도적 위치를 확보할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선언하였다.없) 사회주의적 공업이 

농민경제와 관련하여 지도력을 중대하여 나갈 것을 말해주는 공업과 농업간의 

이와같은 더 직접적인 연결에 입각하여 스탈린은 농업의 완전한 집단화를 향 

하여 더 나아가는 전진을 자신있게 전망하였다. 

“설탕공업을 위한 사탕무우의 생산， 그리고 섬유공업을 위한 목화의 생산을 

예로 들자. 여기에는 어떤 중간 거래자가 없이 한편에는 국가 신디케이트들 

82) S, "Interview with Foreign Workers' Delegations," pp. 228-9. 
83) 위의 면담，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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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는 농민협동조합원들， 이 두 당사자들만이 만난다. 국가 신디케이 

들은 해당 협동조합 조직들파 사탕무우 또는 목화의 특정량의 생산， 농민에 

대한 종자， 융자 동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맺는다. 회계연도의 끝에 가서 

전생산품을 신디케이트들이 가져가고 농민들은 계약들에서 합의된 것들을 받 

는다. 이것이 우리가 계약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체계의 장점은 그것이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이며 중간상인 없이 농민경제를 공업과 직접적 

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농민경제의 집단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다른 농업 부문들이 이러한 발전단계에 이미 도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양곡 생산까지를 포함한 모든 농업부서들이 점진적으로 이러한 
발전의 길을 결을 것이라는 것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농업 

의 집단화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다. 전반적인 집단화는 농민 농장들이 기계화 

와 전기화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적 토대위에 재조직되었을 때， 근로 농민들의 

다수가 협동조합 조직들로 조직화되었올 때， 그리고 촌락들의 다수가 집단주 

의적 유형의 농업 협동조합들의 망으로 짜여졌을 때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이 러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84) 

제 15차 당대회에서 스탈련은 신연대의 두가지 측면을 연결시켰다. 당대회에 

서 스탈린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업을 치하하였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한 공업화의 계속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공업의 유례없는 발전 속도는 소비에트 생산체계의 자 

본주의체계에 대한 우월성의 직접적이고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이다. 볼셰비키 

가 권력을 잡기전인 1917년 9월에 이미 우리는 선진그들을 경제적으로 또한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한다고 말한 레닌은 옳았다. 당의 과업 

은 사회주의적 공업의 달성된 발전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추월하는데 필요한 긍정적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그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85) 

그러나 농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공업에 뒤떨어져 있었다. 그는 분산된 소규 

모 농업이 농업의 정체를 초래하는 주범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농업의 발전속도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의 국유 

화된 공엽의 발전 속도와 비교해서 이와같은 농업발전의 상대적 저조를 어떻 

84) 위 의 면 담， pp. 229-31. 
85) S,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at the Fifteenth Party Congress" 

(December 3, 1929), 앞의 책 ,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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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의 절대적 후진성과 농촌에서의 과도하게 낮은 문화 

수준， 그리고 특히 분산된 농업생산이 대규모의 통합된 국유 공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은 국유 
화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고 분산되어 있다. 그것은 계획된 방법으 

로 수행되지 않고 당분간 그것의 대다수 부분은 소규모 생산의 무정부성에 

종속되어 있다 그것은 집단농장의 형태로 대규모 단위로 통합되고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유 때문에 아직 부농들에 의한 착취의 편리한 장을 제공한 

다 이러한 환경들은 분산된 농업으로 하여금 우리의 국유화된 공업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통합되고 계획된 생산의 엄청난 이점틀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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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탈출구는 집단화에 있었다. 스탈련은 뒤쳐진 농업생산 때문에 공업의 

발전이 감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공업화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사회 

주의 건설의 근본적 기관차였다. 그것은 정체되고 있는 농업을 위하여 희생당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해결책은 모범과 설득에 의한 점진적 집단화를 통하여 

농업을 재편하는 데서 찾아야 하였다. 

“농업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아마도 공업， 특히 국유공업의 발전 속도를 낮 

추는데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가장 반동적이고 반 프롤레타리아적 

이상주의가 될 것이다. 국유공엽은 발전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또 될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농업 그 자체가 공업화되는 보장이다. 탈출구는 무엇인가? 

탈출구는 소규모의 분산된농민의 농장들을 공동경작에 기초하는 대규모 통합 

농장들로 전환하는 것， 새로운 더 높은 기술에 기초한 집단경작으로 이행하 

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모범과 설득에 의하여 농업 

기계， 트랙터， 그리고 내포적 농업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공동， 협동， 집 

단경작에 기초하는 대규모 농장들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87) 

스탈린은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농업을 포용하는데 있어 상당 

한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필요 공업제품들을 농업에 공급하고 농업생산품을 구매하는 노선올 통하 

86) 위 의 연설， pp. 310-2. 
87) 위의 연설， pp.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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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농업올 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달성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은 이제 모든 농민가구들의 3분의 1 가량 
을 통합하고 있다. 소비협동조합들은 농촌에 대한 그들의 공급 비중을 

1924-25년의 25.6%에서 1926-27년의 50.8%로 증가시켰다. 협동조합과 국가 

기관들은 농업생산품의 구매 비중에 있어 1924-25년의 55.7%에서 1926-27년 

의 63%로 증가시 켰다잃) 

그러나 농업생산에 있어 내부로부터 농업을 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탈련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단지 총 농업생 

산의 2%를 약간 상회하는 양 그리고 총 구매된 생산의 7%를 약간 상회하는 

양을 공급하는데 그쳤다는 사실을 가리켰다.89) 스탈린은 이같은 부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찾았다. 

“문제에 대한 서투른 접근， 공직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농 

민들의 보수주의와 후진성， 농민들의 공동경작에로의 이해에 대한 필요재정 
자금의 부족 둥 "90) 

그리하여 신연대문제를 향한 스탈린의 문제의식은 이미 양곡수매 위기 이전 

에 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생각이 급전환된 것은 양곡위기와 관련 

되어 일어났다. 스탈린은 이러한 급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대의 새로운 형태들을 향한 당원 대중의 심각한 전환은 최초의 심각한 

양곡 수매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같은 어려웅이 있게되 

자 당원 대중은 연대의 새로운 형태들 주로 집단농장들과 국영농장들의 채택 

올 가속화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당중앙위원회를 굳건히 지지할 

필요가 절실함을 확실히 의식하게 되었다 "91) 

1929년초 양곡위기에 당면한 스탈린은 그것을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다. 

88) 위의 연설， pp. 313-4 
89) 위의 연설， p. 314. 
90) 위의 연설. 
91)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Speech Delivered at the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Central Control Commission of the C. P. S. u. (B.) 

in April 1929), 앞의 책 , Vol. 12, p. 70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양곡 수매위기는 무엇을 함의하는가?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 

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동계급 지역들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의 위기， 이 

들 지역에서의 높은 빵의 가격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들에 있어서의 

하락을 함의한다. 

둘째로 그것은 붉은 군대의 공급에 있어서의 위기， 그리고 붉은 군대 병사 

들의 불만을 함의 한다. 

셋째로 사료 재배와 목화재배 지역들의 공급에 있어서의 위기， 이들 지역들 

에서의 양곡에 대한 폭리 가격들 양곡 재배를 위한 사료와 목화 재배의 포 

기，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섬유공업의 해당 부문들의 감소된 생산을 초래하는 

목화와 사료생산의 감소을 함의한다. 

넷째로 (흉년의 경우에) 국내적 필요를 위한 그리고 장비와 농업기계들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의 필요를 위한 국가 보유의 양곡예비 부재를 함 

의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가격 정책의 붕괴， 양곡 생산품들의 가격 안정화 정책 

의 붕괴， 공업제품들의 체계적 가격 인하 정책의 붕괴를 함의한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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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도전을 야기한 원인들을 찾아내어야만 

하였다. 스탈린은 원인들을 일시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1928 

년 전반에 스탈린이 일시적 원인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a) 연속적인 풍년의 결과로서의 농촌 소득의 상숭， 그리고 특히 부유 농민 

층 소득의 상승 때문에 공업제품의 공급 보다 더 빠른 농민의 유효수요의 증 

가에 의하여 악화된 시장 균형의 혼란， 

b) 양곡 잉여 판매 동기를 감소시킨， 그리고 그러나 당이 농촌인구 중 경제 

적으로 더 약한층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금년 봄에 바꿀 수 없었던 양 

독 가격과 다른 농산품 가격간의 불균형 관계 

c) 주로 농촌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업 제품의 제공과 조세의 문제(농촌인 

구의 더 부유한 층에 대한 낮은 조세)， 그리고 또한 양곡 재고의 적정한 지출 

과 관련한 계획된 관리에 있어서의 과오， 

d) 당과 소비에트 수매 조직들의 결합 (연합전선 부재， 정력적 조치의 결 

여， 방임에의 의존)， 

e) 혁명법의 침체， 자의적인 행정 조치들， 가가호호 방문들， 지방 시장들의 

부분적 폐쇄 둥， 

92) S, "First Results of the Procurement Campaign and the Further Tasks of the 
Party" (To All Organizations of the C. P. S. U. (B.) Februarγ 13, 1928), 앞의 책 , 
Vol. 11 , p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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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양곡 수매를 파괴하고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도시와 농촌의 자 
본주의적 분자들(투기꾼， 부농들)에 의한 모든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의 악용 
"93) 

스탈린은 구조적 원인을 공업화의 결과로서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와 시장 

판매를 위한 양독 생산의 정체간의 괴리에서 찾았다. 

“양곡 전선에 있어 어려움의 기본원인은 무엇인가? 

어려움의 기본원인은 시장판매를 위한 양곡 생산의 증가가 양곡 수요의 증 
가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공업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공업 작물들(목화， 사료， 사탕무우 퉁)을 생산하는 지역이 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양곡， 시장판매 수요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그 

러나 시장판매 양곡의 생산은 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94) 

15차 당대회에서 스탈련은 공업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농업의 정체간의 괴리 

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진적 농업의 집단화를 강조하였다. 현대 

과학기술과 기계를 활용하는 대규모 공동 경작의 형태로 농업을 전환하지 않 

고서는 농업 정체의 구조적 요인은 제거될 수 없으며 가속화된 공업화는 불가 

능할 것이었다. 이제 양곡위기에 직면해서 스탈린은 시장판매 농업 잉여 생산 

의 정체라는 보다 직접적인 병목에 부딪혔다. 그는 시장판매 잉여생산의 정체 

의 원인을 10월혁명 후에 형성된 소규모 분산 농장들에서 찾았다. 소규모 농업 

은 생산성이 낮고， 시장 정향적이기 보다는 자체 소비적이며，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농업과 같은 대량의 시장판매 잉여를 생산 할 수 없었다. 그러므 

로 혁명후 농업구조 변화는 시장 판매 잉여 생산에 있어서의 정체를 가져왔다. 

“양곡 경작 지역은 이미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미 작년에 양곡의 총생산은 전전 생산인 5억 풋 

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면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시장 판매 양곡의 양이 단 

93) S, "Results of the July Plenum of the C. C. , C. P. S. u. P.(B)" (Report to a 
Meeting ofthe Active of the Leningrad Organization of the c. P. S. u. (B.) July 13, 
1928), 위 의 책 , p. 219. 

94) S, "On the Grain Front" (From a Talk to Students of the Institute of Red 
Professors, the Communist Academy and the Sverdlov University May 28, 1928), 

위의 책， Vol. 11 , p. 86.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지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주로 10월 혁명에 의해 초래된 농업 구조의 변화， 대규모 지주 

및 부농 농업으로부터 소농 및 중농 농업으로의 이행에서 찾아진다. 전전에는 
1 ，500만 내지 1 ，600만 개인 농민 농장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2，때0만 내지 

2，500만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우리 농업의 토대가 기본적으 
로 소규모 농업임올 알 수 있다. 

대규모 농업의 강점은， 그것이 지주 소유냐， 부농 소유냐， 집단 소유냐에 관 
계없이， 대규모 농장들은 기계들， 과학적 방법들， 비료들을 노동생산성을 증가 

하여 시장 판매 양곡생산의 양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는 달리 소규모 농업의 약점은 그것이 이러한 기회들올 결여하거나 

거의 결여하며 그 결과로서 그것은 거의 시장판매 양곡을 생산하지 못하는 
반 소비적 농업이라는데에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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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과 공업관련 인구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조건하에서 시장판매 잉여 생산 

에 부정적인 분산농업구조는 양곡위기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괴 

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탈련은 우선 15차 당대회에서 취한 입장， 즉 공업화 

가 후진 농업을 위하여 회생될 수 없다는 입장을 택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28년 5월 28일자 공산아카데미와 스베르들로프 대학의 학생들에게 행한 스 

탈린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공업의 성자으로 말미암아 양곡 수요의 상당한 증가가 야기되고 있다， 공 

업의 성장은 현재 시장 판매 양곡의 생산증가를 앞지르고 있으므로 공업발전 
속도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공업발전속도를 낮추는 

것은 노동계급올 약화시키는 것을 의마한다. 왜냐하면 공업발전의 모든 진전， 
모든 새로운 공장， 모든 새로운 작업들은 레닌이 표현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 

의 새로운 고지이기 때문이다 이 고지는 우리 경제에 있어 소부로조아 세력 

들， 자본주의 요소들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위치를 강화한다. 

아마도 우리는 더 신중하기 위하여 그래서 농민 시장에 주로 공급하는 경 

공업을 우리 공업의 토대로 하기위하여 중공업의 발전을 지연시켜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경공업을 포 

함하여 전체 공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공업화의 슬로건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종속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96) 

95) S, "On the Grain Front," pp. 87-8. 
96) "On the Grain Front," pp.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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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928년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자본주의의 포위라는 

현실을 가리키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올 따라잡기 위하여 급속한 공업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우리는 기술적 장비가 극히 후진적인 나라에서 권력을 잡았다. 동시에 우 

리는 우리 주위에 공업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앞서있는 몇 

몇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갖고 있다. 

표트르 대제가 서방의 더 발전된 국가들에 대용하면서 군대공급과 방위 강 

화를 위하여 서둘러 공장올 건셜하였올 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러한 후진 
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였다.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 자 

본주의 국가들올 따라잡고 추월하는 문제는 만약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의 유일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중의 하나라면， 만약 프롤레타리아 독재 

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자연 독일， 프랑스와 같은 더 선진화 된 국 

가들에도 폰재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되지 않을수도 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자본주의의 포위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않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독립의 문제는 당연히 전변에 동장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올 더 발전된 프롤레타리아 국가들의 체계에 통합할 수 있 

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공업과 농업을 더 생산적으로 만 

들기 위하여 기계들올 공급 받고 그들에게 우리쪽에서는 원자재와 식량을 제 
공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더 느린 속도로 우리의 공업을 확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안다.이것이 우리 공업의 빠른 발전속도를 필수적이게 하는 외부적 조건들이 
다"'j/l 

탈출구는 집단화에서 찾아져야만 하였다. 1927년의 15차 당대회에서 스탈련 

은 농업정체로부터의 탈출구로서 접진적 집단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독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그는 “집단 농장들과 국영 농장들이 최소한 필요한 양곡 

의 3분의 1을 국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3년 또는 4년에 걸쳐 집단 

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98) 1928년 5월 16일에 열린 전연방 레닌주의 청 

년 공산주의 연맹의 8차 대회에서 스탈린은 소규모 농업에 대한 보완으로서 

집단화로의 이와같은 심각한 노력없이는 시장판매 양곡의 부족이 계속될 수밖 

97) S,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and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Speech Delivered at the Plenum of the C. C., C. P. S. u. (B.), November 19, 1928), 
앞의 책， pp. 261-2 

98) S, "Grain Procurements and the Prospects of Agriculture," p. 7.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에 없고 따라서 양곡수매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업에 있어서는 소비에트 정권은 대규모의 가장 집중원 형태의 생산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있어서는 경작지역들이 전전 수준들에 도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산된 소규모 농민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미 

래에 양곡 수매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에 대한 근본 
적 원인이다"99) 

245 

본격적인 집단화에 대한 이와같은 절실한 필요를 배경으로 1928년 7월의 중 

앙위 전체회의까지에는 스탈련은 집단화하는 농장들에게 농기계 둥을 공급하 

는 급속한 공업화가 연대의 안전이 걸린 중심적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현재의 공업발전속도를 유지하여야한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그것 

올 가속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집단농장들과 국영농장들에게 기계들을 공급 

하여야 한다 1(0) 우리가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면직물들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농민농경의 선진화와 사회주의적 변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모든 종류 

의 기계들， 종자들， 쟁기들， 비료들 퉁올 준다.따라서 연대는 섬유들뿐만 아니 

라 금속들에도 기초하고 있다. 이것없이는 농민과의 연대는 불안전하게 될 것 
이다 "101) 

1928년 11월의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스탈린은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과 집단 

화하는 농업간의 농기계 등을 통한 이러한 연결들을 ‘새로운 형태들의 연대’라 

고 불렀다.102) 1929년 4월의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스탈련은 더 절박하고 상세 

하게 신연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공업과 농업간의 균열 위험이 목전에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형태들의 연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업이 농민의 개인적 요구들(면직물들， 신발， 섬유일반 

99) S, "Speech Delivered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All-Union Leninist Young 
Communist League", p. 79. 

1때) S, "On the Grain Front," p. 97. 
101) S ,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p. 169-70. 
102) S,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and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p. 278. 



246 러시아연구 쩨7권 

퉁)을 충족시키는 방식의 도시와 농촌간의 구형태들의 연대 이외에 우리는 이 

제 공업이 농민 경제의 생산상의 요구들(농기계， 트핵터들， 개선된 종자， 비료 

들 둥)올 만족시키게 될 새로운 형태들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 공업의 재장비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농업을 본격적으 

로 재장비화하는 것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새로운 도시들이 생 

겨나고， 새로운 공업센터들의 수가 중가하고 있으며 기폰의 공업센터들이 확 

장되고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 식량생산들과 공업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낡은 소농 개 

인형태들의 농경과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분산된 소규모 농장들의 주된 면은 
그들이 기술， 기계들， 트랙터들과 과학적 농업 지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으 

며， 그들이 작은 시장 판매 잉여를 가진 농장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올 위한 농업 생산의 불충분한 결과.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 균열의 위험. 

그러므로 이러한 균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토 

대위에 농업올 본격적으로 재장비화하는 것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 

을 재장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분산된 개인 농민 농장들을 대 

규모 농장들， 집단 농장들로 통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공업을 최대한 발전시켜 농업의 재건에 필요한 수단들을 공급 

하는 주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철강， 화약 및 기계설비 공업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트래터 공장들， 농기계 공장들 둥올 건설하여야 한 
다 "1떠) 

양곡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스탈린이 부하련과 

노선을 달리한 것은 그의 신연대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신연대의 이러한 새로 

운 접근 없이는 양곡수매 문제의 구조적 요인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스탈 

련의 판단이었다. 물론 일시적 요인들과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지만 구 

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양곡위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 104) 만 

약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접근의 대안이 취해질 수 있다면 부하린의 임기 

응변적 접근은 설득력이 없었다. 

시장을 정상화하고 특정지역들에 따라서 양곡 수매 가격들을 조정하자는， 즉 

가격을 인상하자는 부하린의 제안은 단지 가격의 추가 인상에 대한 투기적 기 

대만 부추겨 악순환을 낳을 것이었다. 스탈린은 1928년 4월의 중앙위 전체회의 

103)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 pp. 60-4 
104) S, "Grain Procurements and the Prospects of Agriculture," p. 56; S, "First Results 

of the Pricurements Campaigh," pp. 16-7, 20-2; 그리 고 S, "Results of the July 
Plenum of the C.C., C. P. S. u. (B.) ,"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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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격인상의 대안을 비판하였다.105) 1929년 4월의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그 

는 더 자세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부하련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들에 따라서 양곡 수매 가격들을 조정하 

는 것， 즉 양곡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기간동안 우리가 부하린의 제안을 α 른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어떻 

게 될까? 가을에 말하자면 양콕 매입기간의 초기에 양곡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자. 그러나 시장에는 모든 종류의 투기꾼들과 이윤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양곡에 대하여 3배나 더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약 1000만 푸트나 사들이는 투기꾼들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양곡을 가 
진 사람들은 무조건 추가 가격 인상의 기대속에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가 정말로 양곡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봄에 가 

서는 우리는 다시 양곡 가격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 

에 의하여 충분한 양의 양곡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 어떤 정말로 유용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양독에 대하 

여 2배， 3배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투기꾼들과 이윤추구자들이 향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투기꾼들과 이윤추구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헛 수고를 위하여 다시한번 양곡가격을 인상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일단 양곡가격들을 인상하는 길로 출발하고나면 

우리는 충분한 양의 양곡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떤 보장도 없이 미끄러운 언 

덕 아래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106) 

이러한 가격상승의 전망은 소비에트 정부의 기본 정책인 가격 인하와 상충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장에 대한 조절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더 어렵게 할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시와 농촌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었다. 왜냐하면 빈곤계충은 비싼가격을 감당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것 또한 연대이기는 하지만 부유충과의 연대라는 특이한 것일 것이었 

다. 부하린이 주장하는 시장의 정상화와 양곡 가격의 조작이 가져올 결과는 노 

동계급 및 경제적으로 허약한 농민계충과의 단절이고 부유충과의 연대일 것이 

었다이) 

105) S, "Works of the April Joint Plenum of C. C. and C. C. C.," pp. 46-7. 
106)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 pp. 48-9. 
107) S, "The Work of the April Joint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Centra1 

Control Commiossion," p. 47; 그리고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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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을 수입하자는 부하련의 또다른 대안은 공업화를 위하여 기계를 사는데 

필요한 외화 보유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탈련은 이미 1928년 2월에 

부하련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 양곡수입제안을 거부하였다.108) 1929년 4 
월의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스탈린은 부하련을 직접 공격하였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는 양곡이 충 

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부하린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 

다， 긴급조치로써 부농을 걱정시키지 말고， 외국으로부터 양곡을 수입하라. 얼 

마전에 그는 5αm만 푸트가량， 즉 외환으로 약 1억루불의 가치를 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만약 외환이 공업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부하린은 다음과 달이 대답한다. 우선 순위는 양곡수 

입에 주어져야 하며， 그리하여 명백히 공업장비 수입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109) 

만약 구조적 접근의 대안이 없었더라면 부하린의 가격 조작과 양곡 수입 대 

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신연대속에서 찾아질 수 있었다. 1928년 7월의 

연설에서 스탈린은 그의 구조적 접근을 신경제정책의 공세적 측면과 비교하였 

다 110) 우파에 대한 스탈린의 공격이 시작된 후 스탈린은 이러한 비교를 강조 

하며 부하린을 비난하였다. 구조적 공세를 신경제정책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임 

시변통의 정책을 주장하는 부하련을 트로츠키와 동열에 놓고 몰아부쳤다. 트로 

츠키와 부하린은 모두 양보와 후퇴라는 신경제정책의 한 면만을 알았다. 그는 

1930년의 16차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부에서는 공격은 신경제정책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신경제정책은 본질적 

으로 후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레닌주의 

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신경제정책을 순식간에 페지하는 것을 생갈하는 

트로츠키주의자나 레닌주의에 대하여 또한 아무것도 모르며 신경제정책을 폐 

지할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므로써 공격의 포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 

한느 우파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만약 신경제 정 

책이 단지 후퇴뿐이라면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 

108) S, "First Results of the Procurement Campaign," p. 17. 
100)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p.65. 
110) S, "The Programme of the Comintem" (Speech delivered on July 5, 1928), 앞의 

책， Vol. 11, pp, 151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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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인 11차 당대회에서 ‘후퇴는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올 것이다. 레닌 

이 후퇴는 끝났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또한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성실하게 

그리고 장기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신경제정책 

이 공세와 양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영터리란느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두고 보는 것으로 족하다， 사실로 말하자면 신경제정책은 
단순히 후퇴와 국가의 통제 역할 보장속에서의 사적 교역의 부활 허용， 자본 

주의 부활의 허용의 ‘신경제정책의 초기 단계’만을 상정하지 않는다， 사실로 

말하자면 신경제정책은 또한，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 자본주의 요소들에 대한 

사뢰주의의 공세， 사적 교역 활동 부문의 제한， 자본주의의 상대적 및 절대적 
감소， 비사회화 부문에 대한 사회화 부문의 점증적 우세， 자본주의에 대한 사 

회주의의 숭리(신경제정책의 현단계)를 상정한다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 요 

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숭리를 보장하기 우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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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이 1928년 4월의 모스크바 일선조직회의와 6월의 중앙위 전원회의에 

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만약 신경제정책이 공세적 차원을 또한 포함하고 있고 

신연대 형태의 구조적 접근이 공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부하린이 그의 잘 

못된 신경제정책 개념을 내세워 조정적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 

다 112) 스탈린은 우경 오류에 대한 공격에서 만약 구조적 공세가 성공 가능성 

이 있다면 부하린이 기존의 농·공간 가격차이를 제거하는데 반대하는 자신에 

대하여 “농민에 대한 군사적 및 봉건적 착취”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공박하였다.113) 1928년의 7월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공업화를 위한 ‘조공’ 

추가적 조세 성격의 어떤 것”으로써 기능하는 도·농간의 불평퉁 교환을 폐지한 

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급속한 공업화는 집단화 

라는 농장들에 대하여 농기계와 트랙터들을 공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114) 

1929년 4월의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신연대를 향한 자신의 입장을 다 

111) S, "P이itica1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Sixteenth Congress of the C. 
P. S. u. (B.)" (June 27, 1930), 위의 책， Vol. 12, pp. 314-5. 

112) S, "Work of April Joint Plenum of C. C. and C. C. C.," p. 50. 그리고 S,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p. 175-6. 

113) S, "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p. 197-9; S, "Burkharin’s Group 
and the Right Deviation in Our Party" (From Speeches Delivered at a Joint 
Meeting of the Political Breau of the C. C. and the Presidium of the C. C. C., C. P. 
S. U. (B.) at the end of January and the beginning of February 1929), 앞의 책， Vol. 
11, pp. 333, 225; 그리고，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pp. 4, 7, 
52-9. 

114) S,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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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는 직·간접의 보통의 세금들에 추가적으로 농민은 

또한 공업제품들에 대하여는 비싸게 지불하고 농업생산물에 대하여는 싸게 

받는 형태로 일조의 초과세금을 낸다. 

농민에 의하여 지불되는 초과세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 

다. 이 초과세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위날틀’， 우리의 공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농업으로부터 공업으 

로의 ‘이 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전’은 필요한가? 우리 모두는 잠정적 조치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급속한 공업 발전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정말로 이 성장은 공업 자체를 위하여 뿐만아니라 주로 현재 농업보다도 트 

래터를， 농기계와 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업올 위하여， 농민을 위하여도 필요 
하다 "115) 

1929년 후반에 급전을 하기 전까지에는 스탈린은 그의 공세적 입장을 점진 

주의에서 접근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집단화하 

는 농장들에 트랙터들과 농기구를 제공하는 것， 또 집단화하는 농장들은 이러 

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연대 개념에서 전망된 집단 농장화는 급진적 수단에 의하여 달성될 것이 아 

니었다. 

“탈출구는 고립된 소·중농민 농장들올 트혜터들과 다른 농기구들의 신기술 

토대 위에 작동하는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연합들이어야 하는 대규모의 집단 

및 협동 농장들로 정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116) 

그러나 1929년 후반에 스탈린은 완전한 집단화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는 그것을 “우리 농업의 소규모의 후진적 개인 농업으로부터 현대 기술에 기초 

하는 대규모의 선진적 집단 농업으로， 토지의 집단 경작으로， 기계 및 트래터 

취급소들로， 협동 노동들로， 집단 농장들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백대의 트랙 

터들과 수확 콤바인들로 장비를 갖춘 거대 국가 농장들로의 발전에 있어 급진 

적 변화”라고 불렀다.117) 

115)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pp.52-3. 
116) S, "Results of the July Plenum of the C. C., C. P. S. U. (B.)," p. 218. 
117) S, "A Year of Great Change" (Pravda No. 259, November 7, 1929), 위의 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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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탈린이 집단화가 농민대중에게 강제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 

았다면 그도 부하린과 같이 급진적 접근을 삼가야 할 절대적 이유를 가졌을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탈련은 가격 및 양곡 

수입을 통한 양보적 조정이라는 부하련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스탈린은 조정에 대한 부하련의 주장이 급진적 

공세에 내재하는 위험이라는 가상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대량 집단화의 초기 단계가 지난후에 스탈린이 한 다음의 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우익 기회주의자들(부하련의 그룹)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무너져 분쇄되 

었다 

1)농민들은 집단농장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집단농장들에 가속화된 발전은 단지 대중적 불만과 농민과 노동계급간의 

소외만을 초래할 수 있다. 

3)농촌에 있어 사회주의 발전의 ‘높은 길’은 집단농장들이 아니라 협동조합 

들이다. 

4)농촌에 있어 집단농장들의 발전과 자본주의 요소들에 대한 공세는 나라 

의 양곡사정을 완전히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낡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헛소리로서 무너져서 분쇄되었다 

스탈린 자신도 1920년대 중반을 통하여 반농민 정책이 초래할 재앙에 대하 

여 경고할 당시에는 농민 다수의 직접적인 이익들과 일치하는 사회주의 건설 

의 길을 따를 필요를 강조하였었다. 그는 농민과의 갈둥이 가져 올 위험의 한 

예로서 그루지아 봉기를 가리켰었다. 1928년 7월 점진적 집단화를 주창하고 있 

었던 당시까지에도 스탈린은 개인 농업에 대한 노골적 전쟁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었다. 

“집단농장들을 주창하면서 우리들을 보고 소규모 농민 경작을 ‘재활’시칸다 

고 비난하는 동무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개인 농장들에대한 태도 

가 이들과 투쟁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어야만 하며 이들올 도우고 우리쪽 

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동무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개인 농민 경작은 ‘재활’의 필요가 없다. 그것은 보상이 매우 

131. 
118) 위 의 논문， pp.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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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완전히 이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개인 농민 경작에 대하여 투쟁하고 파괴 

하는 태도를 채택한다면 우리는 연대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집단농장들이 개인 농민 농장들에게 매일 매일의 도움과 지원을 해야만 한 

다는 레닌주의 입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된다. 

더욱더 잘못된 것은 집단농장들을 치켜 올리면서 개인농민 경작은 우리의 

‘저주’라고 선언하는 사랍들이다. 이는 이미 농민 경작에 대한 노골적 저벚의 

냄새를 풍긴다. 그들은 이러한 관념을 어디로부터 얻는가? 만약 농민 경작이 
‘저주’라면 그들은 노동계급과 주 농민 대중의 동맹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노동계급의 ‘저주’와의 동맹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외칠 수가 있는가?"1l9l 

그러나 긴급조치들의 경험후에 스탈린은 농민 봉기의 위험은 과장된 것이었 

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28년 초의 긴급조치들 후에 있어 이러한 

입장 변화를 향한 스탈린의 첫걸음은 양곡수거 캠페인을 소비에트 조직들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그의 의견속에서 암시되었다. 

“이제 우리는 채택된 조치들과 전개된 양곡수거 캠페인이 이미 당의 최초 

의 결정적 승리로 장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수거율은 모든 곳에서 상당히 중가되었다. 12월의 두배가 1월에 수거되었다. 

2월에 수거율은 더 증가되었다. 수거 캠페인은 모든 우리 조직들에 대한 시험 

이었다. 소비에트와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퇴행 

적 요소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혁명 인력을 전면으로 부상시켰다. 수거 조직 

들의 작업에 있어 결정들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교정하는 방법들이 

수거 캠페인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당의 작업은 향상되고 있고 
새로운 정신을 획득하고 있으며 당노선의 왜곡들이 제거되고 있다. 농촌에서 

의 부농의 영향은 약해지고 있고 빈농들에 대한 작업은 활발해지고 있고， 농 

촌에서의 소비에트 공공 생활은 더욱 굳건한 토대위에 놓이고 있으며 중농들 

을 포함한 농민의 주된 대중 사이에서의 소비에트 정부의 위신은 상숭하고 

있다. 우리들은 분명히 양곡 수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120l 

이러한 성공적 시험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그가 1921년에 쓴 ‘정치적 전략과 

전술’ 이라는 논문에서 개진한 ‘힘의 시험’개념을 적용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 

른다. 

119) S,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p. 190-1 
120) S, "First Results of the Procurement Campaign," p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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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의 시험’. 때로는 결정적 행동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생각컨대 충분 
한 예비세력들을 축적한 당은 시험 조치를 취하는 것， 적의 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세력들이 행동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힘의 시험을 당에 의하여 의도적으 

로，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취해지거나(당이 1917년 6월 10일에 거행하기로 

제안하였으나 후에 취소되고 6월 18일로 대체되었던 시위)， 또는 환경들에 의 

하여， 반대측의 설익은 행동에 의하여， 혹은 일반적으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의하여 강요될 수 도 있다.(1917년 8월의 코르닐로프 반란과 장려한 

힘의 시험을 보여준 공산당의 반격 )."1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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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이같은 개념에 따르면 긴급조치들의 시행은 양곡수거위기에 의하 

여 야기된 일종의 힘의 시험이었다. 스탈린은 이 시험을 성공적이라고 선언하 

였다. 

1928년 여름에 긴급조치들을 다시 취한 후에 스탈린은 노동계급과 농민의 

연대에 대한 분명한 위협임에도 불고하고 이 긴급조치들이 연대의 붕괴를 가 

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1-3월에는 농민의 여유 재고만에 영향을 미치는 근 3억풋을 확보 

하는데 성공 하였었던 반면에 4-6월에는 우리는 농민의 비상재고를 겨냥하 

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리고 더욱이 추수 전망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였다 

는 사실 때문에 심지어 1억풋을 확보하는데에도 실패하였다. 그럽에도 불구하 
고 양곡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긴급조치들에 대한 부활된 의 

존， 혁명법의 침해들， 가가호호 방문들， 불법적 수색들 둥이 있게되었었고， 그 

것은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연대에 대한 위협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연대의 붕괴였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 

는 어떤 하잘 것 없는 일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잘 것 없는 일이 아니다. 그 

것은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연대에 대한 위협이다 .... .122) 일부에서는 연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연대는 소외에 의하여 대체되어졌다고 말한다. 그 

것은 물론 바보같은 말이며 단지 겁쟁이나 할 소리이다. 연대가 없을 때 농민 

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일손을 놓고， 농민 양곡의 주된 매입자인 소비 

에트 정부의 안정을 믿지 않게 되며， 그는 그의 경작지를 축소하기 시작하거 

나 또는 어떻든지간에 다시 가가호호 방문， 수색 퉁이 있을 것이고 그의 양곡 

121) S, "The Political Strategy and Tactics of the Russian Communists" (July 1921), 

앞의 책， Vol. 5, pp. 78-9. 
122) S, "Results of the July Plenum of the C. C., C. P. S. u. (B.) ,"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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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빼앗길 것을 겁내므로써 그것을 확대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올 발견하는가? 우리는 봄경작지가 모든 지역 

들에서 확대된 것올 발견한다. 주된 양곡 재배 지역들에서 농민은 봄추수 지 
역을 2%로부터 15-20%로 확대 하였다… ·그것은 소외처럼 보이는가? 이는 

물론 연대에 대한 위협이 없다거나 없었다는 것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로부터 소외가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며 충통적 세력들의 노 
예가 되는 것이다 "1경) 

긴급조치들의 경험에 바탕하여 스탈린은 1928년 7월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다. 

· 노동계급이 농촌에서 그의 사회주의 위치들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 힘 

이 없어， 단지 한가지 일만 하는 것， 즉 끊임없이 후퇴하고 계속하여 자본주 

의 요소들에 그의 위치들올 내주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다， 동무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노동계급은 피상적 관찰 

자에게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농촌에서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러한 맥빠진 

철학은 볼셰비즘과는 공통성이 전혀 없다. 노동계급은 농촌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강점들을 국영농장들， 집단농장들， 그리고 공급 및 판매 협동조합들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은 농촌에서 몇몇의 정치적 강점 

들을 소비에트들， 조직화된 빈농들 퉁의 형태로 가지고 었다 "124) 

소비에트 정권은 농촌에서 이와같은 경제적 정치적 토대들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스 

탈린은 덧붙였다.125) 1929년 4월의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스탈린은 다시 한 번 

농촌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126) 이는 1920년대 

중반 그의 생각으로부터 선회를 의미하였다. 이같은 선회에 따라 스탈련은 그 

루지아 봉기와 관련한 20년대 중반 당시의 그의 언급과는 대조적으로 아드리 

아 봉기를 우익반대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부풀린 것에 불과하 

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였다. 

“사실적 관점에서 아드리아에서의 소위 ‘봉기’는 크론스타트 봉기와 같은 

123) 위의 연설， pp. 220-1. 
124) S, "Industrialization and the Grain Problem," pp. 203-4. 
125) 위의 연설， p. 204. 
126) S, "The Right Deviation in the C. P. S. u. (B.) ,"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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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들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인가? 나는 이와 비교할 때 아드리아에서의 소위 

‘봉기’는 대양에서의 물한방울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트로츠키파나 지 

노비에프파가 크론스타트에서 일어난 심각한 봉기를 중앙위， 당과 싸우기 위 

하여 이용하려는 기도를 한 예들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동무들， 이러한 예들 

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정반대로 심각한 봉기의 시기에 우리 

당에 존재하였던 반대 그룹들은 그것을 분쇄하는데 당을 도왔으며 그들은 당 

에 반대하여 그것을 감히 이용하려들지 않았다. 

자! 그런데 부하린 그룹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아드리아에서의 왜소한 ‘봉기’를 가장 치사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당 

에 반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1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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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탈린은 또한 부하련의 자신감 결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과장된 경고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그는 그와 부하련의 차이를 

폭풍을 맞은 어부의 두 대조적 유형에 비교하였다. 

“여러분은 예니세이와 같은 큰 강에 푹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부들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들을 많이 본적이 있다， 폭풍에 직면하여 어부들의 한 

그룹은 그들의 모든 힘을 합치고 그들의 동료들을 격려하며 푹풍을 헤쳐나가 

기 위하여 과감히 배를 몰아나갈 것이다. ‘자네들 힘을 내자. 키를 꽉 잡고 

파도를 가르며 우리는 헤쳐나가는데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어부들이 있다. 그들은 폭풍을 느끼고는 상심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그들의 동료들의 사기를 꺾기 시작하였다. ‘끔찍하다. 폭풍이 

일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아 배의 밑바닥에 옆드리고 눈을 감고 배가 어떻게 

해서 강변으로 갈것으로 희망하자.’(전반적 웃음) 

부하련 그룹의 노선과 행동이 어려움들에 당변하여 공포속에 후퇴하는 두 

번째 그룹의 어부들의 노선과 행동을 꼭 닮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아직 

도 있는가?"1갱) 

집단농장화의 본격적 추진이 시작된 후 거의 일년이 지난 다음에 스탈린은 

집단농장화에 대한 농민반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하련과 그의 차이를 더 직 

접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은 체홉의 잘 알려진 주인공인 벨리코프， 그리스어 선생， ‘심에 싸여진 

사람’의 그것과 같은 병에 걸려있다. …그 주인공은 ... 항상 더운 날씨이든 

127) 위 의 연설， pp. 102-3. 
128) 위 의 연설，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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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이든 우산올 가지고 고무장화와 심을 넣은 외투를 입고 돌아다녔다. 

‘실례지만 왜 당신은 7월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무장화와 심올 넣은 외투를 

입습니까?’ 밸리코프는 이렇게 질문올 받곤 하였다. ‘당신은 결코 말할 수 없 
다. 어떤 예측불허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서리가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전반적 웃음， 박수.) ... 

같은 것이 우익반대파의 전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해져야만 한다 

... 예를 들면， 집단농장들과 국영농장들의 문제. ‘국영농장들과 집단농장들? 

그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왜 서두르느냐? 잘 생각해야 한다 이들 국영 및 

집단농장들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 

... 어떤 어려웅이나 장애가 우리나라의 어디에서 일어나변 곧 그들은 공포 

에 질려서 어떤 예측불허의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겁을 낸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어디에서 살랑살랑 소리를 내면 그들은 그것이 그것의 구멍으로부터 

기어나올 시간을 가지기 전인데도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한다. 그리 

고는 그들은 재양에 대하여， 소비에트 정권의 몰락에 대하여 떠들기 시작한 

다.(큰 웃음) 

우리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결국 그것은 아무도 겁낼 필 

요가 없는 바퀴벌레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다. 그들은 

계속 떠들어 댄다. ‘무엇이라고， 바퀴벌레 한 마리라고? 그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며， 그것은 천마리의 야생 짐숭들이다. 그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 

가 아니라 낭떠러지， 소비에트정권의 몰락이다.’· 

후에 일년이 지나서 어떤 바보도 바퀴벌레 위기가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익 면향자들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용기를 얻고 

는 약간의 허풍을 떠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어떤 바퀴벌레들도 

겁내지 않으며 어햇든 그 특정 바퀴벌레는 그렇게 허약하고 조그만 종자였다 

고 선언하였던 것은 사실이다.(웃음. 박수)"1잃) 

집단농장화의 강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레닌의 경고와 집단농장에의 농민 

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그의 강조 때문에 스탈린은 레년의 말을 인용하고 강 

제적 수단의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더욱이 그는 공식적으로 지역 당원들 

의 지나친 열정으로 인하여 강제력을 동원한 일부의 지나친 행동에도 불구하 

고 집단농장화는 농민대중에 의하여 지지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레닌주의는 농민들은 그들로 하여금 개인농장에 대한 사회화된 집단농장 

129) S, "Reply to the Ciscussion on the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Sixteenth Congress of the C. P. S. U. (B.l" (Pravda No. 181, July 3, 1930), 앞의 
책 , Vol. 13, p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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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들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집단농장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레닌주의는 농민들은 집단농장이 개인농장보다 좋다는 것， 그것이 

개인농장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빈농과 중농 모두에 

게 빈곤과 곤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이 실제적 사실에서， 

그리고 경험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중명되게 함으로써만 집단농장의 

이익들에 대하여 확신되어질 수 있다 ...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기본적 규칙이 지켜지는한 집단농장운동은 성공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성공에 도취된 우리 동무들의 일부는 이 규칙을 소흘히 

하기 시작하였고， 지나친 성급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높은 집단화율올 
추구하는 가운데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집단농장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떼) 

집단화는 모든 위대한 새로운 시도와 같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적들도 가진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대다수는 집단화를 선호하며 그것의 반대 
자들의 수는 더욱더 적어지고 있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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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다른 언급들은 그러나 집단화에 대한 농민의 반대를 그가 인정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1928년까지도 개인농장에 대한 노골적 적대는 위험 

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또 집단화를 극복함에 있어 굳건한 자세를 요 

구하는 폭풍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그가 농민저항을 상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직접적으로 1927년 15차 당대회에서 그는 집단화부진의 요인으로 농민의 

보수주의를 지적하였다. 또 급진적 집단화가 시작된 후 그는 농민들이 아직 집 

단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언급을 하였다. 

“일단 집단농장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단농장원들이 이미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농민집단농장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의 개인주의적인 정신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사회주의사회의 진정한 노동구성원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많은 작업 
이 여전히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132) 

이러한 모든 언급들은 집단농장화에 대한 스탈린의 강제적 의도를 표출한다. 

13이 S, "Reply to Collective-Fann Comrades" (Pravda No. 92, April 3, 1930), 위의 책， 
V 0.. 12, p. 210. 

131) S, "Talk With Colonel Robins" (May 13, 1933), 위의 책， Vol. 13, p. 275. 
132) S, "Conceming Questions of Agraria Policy in the USSR." (Speech Delivered at a 

Conference of Marxist Stedents of Agraian Questions Cecember 강， 1929), Vol. 12,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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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 집단화는 농민들이 그것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상하에 추진 

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었다. 소규모 개인농장의 조건하 

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판매잉여를 위한 생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서는 가속화된 공업화와 양곡 위기의 해결은 달성될 수 없었다. 우익 

반대파가 주장한 신경제정책의 시장체제 내에서의 양보적 조절은 비현실적이 

고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구조적 대안의 가능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한면 긴급조치들은 처음에는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무기한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되었다. 긴급조치들 

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농민봉기 둥이 폭발하지 않은 상형은 급진적 집단화가 

성공적으로 강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개인농장을 보완 

하는 것으로서의 점진적 집단화를 지향하는 조심스러운 형태의 신연대에 구태 

여 얽매일 이유가 없었다. 급속한 공업화를 대규모 집단농장화의 강제와 연결 

시킨 형태의 급진적 접근의 신연대가 불가능하지 않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었다. 

6. 맑스주의적 실천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스탈린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스탈련의 연대사상의 전개는 그가 레닌의 자코 

뱅주의를 수용하여 1920년대에 제기된 혁명적 건설의 구체적 문제에 대응하는 

변증법적 실천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스탈린은 이 실천사상을 배경으로 1930년 

대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공산당 독재하의 계획경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혁명국가였다. 스탈린은 집단농장과 계획경 

제가 도입되고 난 후인 1934년의 당대회에서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하 

는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맑스주의의 이상인 해방을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실천을 통하여 추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였음을 천명 

한 것이었다. 맑스가 공산주의를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운동으 

로서의 실천적 현재임올 강조한 바와 같이 스탈린도 변증법적으로 실천적 현 

재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실천적 맑스주의로서의 스탈린주의는 따라서 ‘공산당 독재와 계획경제하의 

사회주의 건설국가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스탈린적 이데올로기를 앞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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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는 반말스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나 고 

르바초프의 이데올로기는 반변증법의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기실은 그것이야 

말로 반맑스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맑스주의를 해방 

이상의 척도로만 단정하여 급진적 민주화를 추진하였고 이같은 좌경모험주의 

는 소비에트체제 자체의 붕괴와 자본주의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 

적되었지만 레닌이 부하련을 반변증법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의 좌경모험 

주의를 겨냥한 것이었다. 

물론 스탈린단계에서 지도자 우상숭배현상이 생겨나고 숙청과 테러에서 레 

닌단계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을 두고 그것들이 실천논리에서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33) 그러나 이것들은 기본 

실천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부작용으로 보아야하며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왜곡 

하는 본말전도적 인식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스탈린 사후 흐 

루시초프단계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수정이 있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 

하가 그러면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폐기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볼 수 

는 없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공산당 독재와 계획경제하의 사회주의 건설국 

가’라는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손을 댄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이 이데올로기의 추구과정에서 일어난 부작용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였다. 

서방학계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본말전도적으로 인식한 것이 다름아닌 전 

체주의 패러다임이다. 스탈린적 국가체계에서 두드러진 권력집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 패러다임은 독재적 억압을 부각시켰다. 이 패러다입의 영향 

으로 스탈린주의 즉 전일적 통제의 전횡이라는 둥식이 서방인식의 고정관념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진행과정 중에 처음에는 

스탈린주의를 행정 · 명령체계라고 불렀으나 후에는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이는 그가 서방의 관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134) 스탈련 

주의의 본질을 이와 같이 단순히 권력집중에서만 찾는 경우 그것은 자연히 반 

민주성을 집중조명하는 인식효과를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는 스탈린주의의 반 

해방성 즉 반맘스주의라는 논리로 빠져들기 쉽다. 스탈련주의를 반말스주의로 

규정하는 시각은 상당부분 전체주의 패러다임에 지배당한 결과이다. 

133) 이 논란에 대해서는 Stephen F. Cohen, "Bolshevism and Stalinism," Robut C 
Tucker (ed.), Stalinism (New York : W. W. Norton, 1977) 참조. 

134) 김부기， “구소련， 동유럽사회체계의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 슬라브학 

회 편소련과 러시아~(서울: 나남， 199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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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본론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 

히면 다음과 같다. 

1) 스탈련은 러시아 말스주의 운동권이 목표로 한 맑스의 사회주의를 받아들 

였다. 프롤레타리아를 견인차로 한 맑스적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현실과 관련하여 근본적 문제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러시아 맙스주의적 실천상의 기본 

과제였고 그것은 결국 레닌주도의 10월 혁명을 통하여 자코뱅적 해결을 보았 

다. 스탈련은 볼셰비키의 일원으로서 혁명을 위로부터 추진한다는 이러한 레닌 

의 실천전략을 수용하였다. 

2) 레닌의 소수혁명노선은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대응한 변증법적 실천의 

결과였다. 따라서 그것은 맑스주의의 본질인 실천적 현재로서의 사회주의에 충 

실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레닌의 변중법을 수용하여 1920년대 초 신경제정책체 

제의 도입과 함께 레닌이 제기한 농공연대의 문제를 1920년대 중반에 볼셰비 

키가 당면한 공업화문제와 연결지어 연대사상을 형성하였고 1920년대 말에는 

양곡위기에 직면하여 이 연대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신연대’의 개념에 입각， ‘위 

로부터의 혁명’을 단행하였다. 

3) 1930년대 스탈련의 ‘위로부터의 혁명’은 ‘공산당 독재와 계획경제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실천적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맑스주의 

적 실천국가는 현실공산주의 국가의 원형이 되었다. 스탈련의 맑스주의에 대한 

최대의 실천적 기여는 여기에 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적 토대의 

모델을 정립한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본질은 따라서 연대사상의 

실천적 변증법을 구현한 신념체계로서 기능하는 ‘당독재와 계획경제를 결합하 

는 혁명국가에 의하여 위로부터 추진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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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linism as an Ideology 

Boo-Ki Kim 

This study examines Stalinism as an ideology. Its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Stalin shared with the praxis of the Russian Marxism. The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Russian Marxists confronted lay in the 

contradiction between proletarian revolution and peasant majority. Lenin 

found its solution in a Jacobin way of the Bolshevik revolution. Stalin as a 

Bolshevik followed this Leninist praxis of minority revolution. 

2. Stalinism as an ideology had its background in Stalin ’s evolving idea 

on the bond in the 1920s. This idea in tum meant an operationalization of 

Lenin ’s Jacobinism. In Lenin’s Jacobinism the main question was how to 

caπy out the building of socialism despite the peasant resistance. With 

regard to this question, in the mid twenties Stalin sided with Lenin ’s 

dictum of NEP, the concessionary bond with the peasants. But at the end 

of the twenties, faced with the grain cnSlS, he shifted his position to the 

conception of an imposed bond. This entailed the "revolution from above" of 

1929-33. 

3. The upheaval gave rise to the party-state combined with a cential 

planning aimed at the socialist construction. This state of a Marxist praxis 

became the model for the later communist countries. Stalin ’s contribution to 

the Marxist praxis is found primarily in the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al 

Marxist state. The essence of Stalinism as an ideology thus can be 

identified in the belief in the operational Marxist state of communist party 

and a planned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