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0년대 소련에서의 ‘대협약(Big Dea1)’의 

생립과 그 수혜자들 
-노동돌격대， 스따하노프 노동자， 그리고 전문기술인들을 중심으로-

송 준 서* 

베라 던함(Vera D빼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딸린 정권이 戰前의 

경제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복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 행정가 그리고 관 

리자들과 같은 전문직업을 가진 사회집단들과 소위 ‘대협~(Big Dea1)’을 체결 

하였다고 주장한다1) 즉， 스딸린 정권은 이들 전문가 집단들에게 상여금， 주택， 

소비재， 사치품， 그리고 추가의 여가 시간과 같은 다양한 금전적， 물질적 혜택 

을 제공하였다. 이 같은 특권제공정책은 스딸린 정권으로 하여금 국가재건을 

위한 도움을 얻는 것 외에 정치적인 지지를 이들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얻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던함은 이러한 1940년대 중반이후의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정권에 대한 지지의 상호교환을 일컬어 ‘대협약’ 이라 이름하였다.2) 

그러나 실제로 던함이 일컬은 ‘대협약’은 194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보다는 이미 1930년대 초에 산업화정책의 추진과정 속에서 형성 

되었던 것이다. 당시， 스딸린 정권은 급속한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였 

으며， 이를 위해 노동계급， 특히 산업노동자들은 물론， 기술자나 엔지니어， 십 

장， 공장장들과 같은 전문기술인Gnzhenemo-tekhnicheskii rabotnik)들도 동원 

해야 했다.3) 그러나. 1930년대 초에 당시 열악한 생활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 미시간주립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Vera Dunham, In Stalin's Time: Middle-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xii, 5. 
2) Ibid., p. 4. 

3) 1930년대 소비에트 노동계급은 크게 산업노동자， 건설노동자， 그리고 수송노동자 등의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산업노동자들은 1930년대 산업화 정책의 수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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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 1차 5개년 계획 0928/9-1932) 기간의 전문가에 대한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시달림 받고 있었던 전문기술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정권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균등임금제도( uravnilovka)는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노 

동규율의 퇴조를 유발시키는 전직율을 더욱 높게 만들었다. 즉， 노동자들은 균 

등임금제 하에서 더 나은 보수와 작업환경을 찾아 작업장을 전전하였던 것이 

다.4)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물질적 유인 없이 스딸린 정권이 노동자들과 전 

문기술인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딸린 정 

권은 금전적 또는 물질적 특권을 이들 노동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산 

업화 과정에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레온 뜨로츠끼 (Leon Trotsky)나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 같은 마르크 

스주의자들은 물론， 쉴라 피츠패트릭 (Sheila Fitzpatrick) , 도날드 필쩌(Donald 

Filtzer) 그리고 루이스 시겔밤(Lewis Siegelbaum)과 같은 비마르크스주의 학 

자들도 1930년대의 스딸린 정권과 특정 사회집단간의 협약의 등장과 그 협약 

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중 뜨로츠끼는 러시아 혁명 이전의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1930년대 당시의 관료집단을 스딸린 정권의 동맹자로 간 

주하였는데 그는 스딸린 정권이 노동계급으로부터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아니라 10월 혁명에 반대하였으면서도 특권을 누리고있던 관료집단의 지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 이런 점에서 뜨로츠끼는 1930년대 관료집 

단과 정권간의 협약은 사회주의적이라기 보다는 타락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 

닌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관료집단이 대부분 혁명전의 ‘부르주아’ 

출신들로 구성되어있다는 뜨로츠끼의 견해는 결점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1920 

년대 말 30년대 초에 정권에 의해 많은 수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30년대 말에 새로운 소비에트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이 되 

었기 때문이다.6) 

서 여타 영역의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E. A. Osokina, “Soviet 
Workers and Rationing Norms, 1928-1935: Real or Illusory Privi!ege?" , The Soviet 
and Post-Soviet Review, vol. 19, nos. 1-3 (992), pp. 59-60. 

4) Moshe Lewin, “Society, State, and ldeology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 in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1, ed. by Sheila Fitzpatrick (Bloomington: 
lndiana University Press, 1978, 1984), p. 55. 

5) Leon Trotsky, Revolution Betrayed: What Is the Soviet Union And Where Is It 
Going? (New York: Pathfinder Press, 1972), p. 9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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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로츠끼와 반대로 유고슬라비아 마르크스주의자 질라스는 1930년대에 형성 

되어진 소비에트 관료집단은 노동계급이라는 사회적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으 

므로 反자본주의 적 이 라고 주장하였다，7) 그러 나， 그는 이 새 로운 관료집 단이 노 

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8) 이는 

질라스가 1930년대에 관료집단을 스딸린 정권이 제공한 특권을 누린 수혜자로 

간주함으로써 전술한 뜨로츠끼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한다. 결과 

적으로 뜨로츠끼와 질라스는 1930년대에 노동계급은 정권과의 동맹관계에서 

제외된 반면， 소위 ‘새로운 계급(New Class)' 또는 새로운 소비에트 엘리트 계 

층이 ‘대협약’의 주요 대상이라고 믿는다. 서구 학자들 중에서 펼쩌의 견해는 

질라스의 그것과 유사한데 전자는 노동계급을 산업화 기간동안 특권을 누린 

소비에트 엘리트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파악한다.9) 펼쩌는 노동자와 농민 출신 

으로 구성된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1930년대에 탄생하였어도， 노동계급과 소비 

에트 엘리트간의 관계는 혁명전과 같이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구도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뜨로츠끼， 질라스와 마찬가지로 펼쩌는 소비에트 

엘리트들이 1930년대의 ‘대협약’의 주요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욱이， 그는 스딸린 정권이 노동계급이 정권에 대항하는 통합된 저항세력이 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권을 누리는 일부 노동자 집단을 창출해 내어 노동계 

급의 분열을 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30년대 동안에 새로운 소비에트 엘리트 집단 외에 노동계급 또한 

스딸린 정권과의 ‘협약’의 대상이었다. 사실， 스딸린 정권은 펼쩌가 주장하는 정 

치적 목적， 즉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보다 

현실적 또는 경제적 목적， 즉 ‘산업화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노동 

6) Sheila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 in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γ Russia (Ithaca and London: Comell Univer
sity Press, 1992), pp. 149-182. 이 외 에 다음을 참조 Sheila Fitzpatrick, Education 
and Soc때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19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7)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An Analysis 01 the Communist System (London: 
Allen & Unwin, 1966), p. 41. 

8) Ibid., p. 42. 

9)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m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Armonk, New York: M. E. 
Sh따pe， Inc. , 1986),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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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에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게 여겨진다. 결 

과적으로，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권의 제공은 노동돌격대 (ud따niki)와 스따 

하노프 노동자(St밟hanovets)들과 같이 다양한 물질적， 금전적 혜택을 받은 노 

동자집단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10) 그러므로， 1930년대에 정권과의 협약의 

대상에는 뜨로츠끼， 질라스， 그리고 필쩌가 주장하듯이 새로운 엘리트 집단만이 

아닌 특권을 누린 노동자들도 포함 되야 한다. 

피츠패트릭은 노동자들이 30년대 초에 정권에 의해 고등교육에 동원되었으 

며， 이들 동원된 노동자들이 30년대 말에 고위 관료직으로 승진해 엘리트 그룹 

이 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을 30년대에 ‘대협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정권의 정책에 의한 수혜자로 간주한다 1 1) 그러나， 그녀는 동시기에 고 

등교육으로 동원되지 않았지만 정권에 의해 특권을 제공받은 노동돌격대나 스 

따하노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시겔밤 

은 금전적， 물질적 특혜를 누린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예를 통해 노동계급도 

정권의 ‘대협약’의 주요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동시 

기의 또 다른 특권을 누린 노동자들인 노동돌격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 

로， 스딸린 정권의 노동계급과의 동맹에 대한 포괄적인 구도를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만약 우리가 전문기술인이나 노동자들 중 어느 한 쪽만을 정권과의 동맹자 

로 고려한다면 스딸린 정권이 어떻게 1930년대에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사실，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 

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권의 산업화 정책의 수혜자이며， 정권과의 

동맹의 파트너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펼자는 전문기술인들과 노동돌 

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자들 모두를 1930년대 정권과의 ‘대협 

약’의 상대역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왜 스딸린 정권 

이 노동자들과 전문기술인들에게 특권을 제공했어야 했나?’， ‘왜 정권은 1930년 

대 말에 노동자들과의 동맹을 ‘깨뜨려야 했었나?’， 마지막으로 ‘1930년대와 1940 

10) ‘스따하노프 노동자’라는 용어는 1935년 8월경에 하루에 석탄 102톤을 채굴함으로써， 
일일 할당량을 14배나 초과 채굴한 광부 알렉세이 스따하노프(Aleksei Stakhanov)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일 할당량을 초과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노동 

영웅의 칭호였다. Lewis H. Siegelbaum, 5따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
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2. 

11) Fitzpatrick, “Stalin and the Making of a New Elite" , op. cit., pp. 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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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대협약’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를 고찰하겠다. 

11 

1930년대 초에 노동자들의 높은 전직율은 스딸린 정권이 산업화 과정 중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였다. 스딸린은 轉職의 주요 원인을 1927-

28년 사이에 있었던 숙련기술자들과 비숙련 기술자들간의 임금차를 줄이는 임 

금비율개혁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임금균등제( uravnilovka)에 있다고 보았다. 

사실 NEP 기간동안 임금의 균등화는 폐기되었으나 그 영향은 너무 反사회적 
이어서 노동조합들은 과도한 임금차에 반대하였고， 그 결과 1920년대 말， 러시 

아 혁명 직후 몇 해 동안 시행되던 임금균등제가 재도입되었다 12) 그러나， 임 

금균등제의 도입은 전직율을 높이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딸린은 1931년 6월 23일 경제관료 회의 

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임금균등제를 노동자들의 빈번한 전직의 이유라고 비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금균등화의 결과 비숙련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가 되려는 인센티브를 

잃어버렸고 그리하여 진보의 가능성을 박탈당해 버렸다. 그 결과， 비숙련 노 

동자들은 약간의 돈을 별기 위해 잠시 일하고 보다 나은 행운을 잡기 위해 

다른 공장으로 떠돌아다니는 공장의 ‘방문객’이 되었다 13) 

스딸린의 이같은 견해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 수십 

만의 농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각종 생산공장에 새로이 고용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와 산업지구에서의 주택부족은 더욱 심화되었고，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열악해졌다 14) 그러므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12) Solomon M. Schwarz, Labor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1951), p. 
146. 또한 다음을 참조: Hiroaki Kuromiya, “The Crisis of Proletarian Identity in the 
Soviet Factory, 1928-1929", Slavic Review, vol. 44, no. 2 (Summer, 1985), p. 293. 

13) V. 1. Stalin, “New Conditions-New Tasks in Economic Construction", Works, vol. 
13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55), p. 58. 

14) Lewin, op. cit., pp.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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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달리던 공장노동자들은 더 나은 보수와 노동， 주거환경올 제공하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15) 

이렇게 전직율이 높아지면서 스딸린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31년 7 

월 임금균둥제를 폐지하여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들간의 임금차를 확대 

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스딸린 정권은 임금균둥제하에서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금비 

는 1931년 9월에 철강， 석탄산업 둥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929년 

에 야금 노동자들간에 임금차의 비율은 평균 15.8%였으나， 1931년 임금개혁 이 

후에는 20.7%로 증가하였다.16) 이는 곧， 노동자들간의 비교적 뚜렷한 임금차가 

1931년이래 정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1931년의 임금개혁은 전문기술인， 

노동돌격대， 그리고 스따하노프 노동자들과 같은 금전적 특권을 누리는 집단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세 집단이 받은 혜택들은 금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금전적 특권으로는 임금의 차둥지급과 추가 보너스， 그리고 물질 

적 특권으로는 좋은 주택의 제공， 특별상점 이용권， 회사에서의 특별 식당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17) 이같은 특혜 덕분에 이들 세 집단들은 농민이나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여타 사회계층들 보다 더욱 나은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었 

다. 특히， 일반 노동자들과 전문기술인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후자가 

받은 물질적 혜택을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초반 동안에 일반 노 

동자들은 음식， 생필품， 그리고 주택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통받고 있었는 

데， 특히 농촌으로부터 산업지구와 도시로의 노동력의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그리고 제 1, 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의 주택건설 계획의 미달에 의한 주택부 

족은 노동자들에 게 가장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 었다.18) 일반 노동자들이 열악한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반면 전문기술인들은 상당히 좋은 주택을 제공받 

았다. 예를 들어 마그니또고르스끄시에서는 1938년 당시 시민의 약 50%가 아 

15) Ibid., p. 55. 

16) Schwarz, op. cit., p. 147, 149. 

17) Nicholas Lampert, The Technical Intelligentsia and the Soviet State (New York: 
Holrns & Meier Publishers, Inc., 1979), p. 7. 

18) ]ohn Barber, “The Standard of Living of Soviet Industrial Workers, 1928-1941", in 
L'Industrialisation de I'URSS dans les annees trente, ed. by Charles Bettelheim 
(E때s， 1982),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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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병영숙소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반면， 노동돌격대， 십장， 그리고 숙련 

노동자 등 시민의 15%는 새로 지은 아파트촌에 살고 있었다. 단지 전체 시민 

의 2%를 차지하는 소수의 고위 행정가， 기술자들만이 커다란 집이나 좋은 호 

텔에 살고 있었다 19) 예로서， 콤비나트의 소장 자벤야긴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 

교해서 ‘궁전’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3층 짜리였으며 당구장과， 

두 어린애들을 위한 놀이 방과 음악실 그리고 커다란 서재를 포함해 14개의 

방이 있는 치장벽토를 바른 벽돌집이었다.20) 스베르들로프의 공장 소장， 빅토 

르 끄라프첸꼬(Victor Kravchenko) 또한 가정 부가 딸린 훌륭한 집 과 두 대 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 특권을 누렸다. 그는 1938년에 그에 게 할당된 

새로운 사치스런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침실 네 개 짜리 새 아파트를 둘러보고 창피함으로 얼굴 

이 붉어졌다 .. 그 집은 개인 욕탕이 딸린 사치스러움의 절정인 집이었다. 거 

기에 요리와 집안 청소를 도맡아할 약간 단정치 못한 중년 시골여자인 두냐 

까지 있었다 ... 약속된 리무진은 물론， 길이 진창이 되는 때에 유용하고 편리 

한 작은 포드 자동차 한 대 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1) 

이같은 물질적 특혜 외에 전문기술인들이 받은 임금은 그들이 특권을 누린 

사회집단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임금의 절대액수가 일 

반 노동자들의 그것보다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30년대에 특권을 누린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NEP 시기부터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 

기술인들을 특혜를 받은 집단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인과 일반 노동 

자들의 임금차의 증가비， 임금의 실질구매력， 또는 상여금 혜택과 같은 것들야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기술인과 일반 노동자들간의 

임금차는 1920년대 보다 30년대에 더욱 벌어졌다.<표 1>에서 보듯이 1928년 

부터 1934년 기간동안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위의 두 집단간의 임금 차는 

100% 이상이었다. 철강산업 부문에서 임금차의 비율은 약 174퍼센티지 포인트， 

19) ]ohn Scott, Behind the Urals: An Ameri따n Workers in Russia's City 01 Steel 
(BlooID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 231-234. 

20) Ibid., p. 232. 

21) Victor Kravchenko, 1 Chose Freedom: The Personal and Political Life 01 a Soviet 
C뺨ïcial (New Brunswick, New ]ersey: Transaction Publishers, 1946, 1989), p. 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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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부문에서는 128퍼센티지 포인트， 그리고 고무산업에서는 136퍼센티지 

포인트썩 각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변화， 신발， 그리고 가죽과 같은 경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전문기술인들과 일반 노동자들간의 임금차는 중공업부문에서 

처럼 크지는 않았다. 이는 1930년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 속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들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누렸음을 보여준 

다. 또한 <표 1>은 1930년대 중반에 중공업 부문의 전문기술인들이 비숙련 노 

동자들 보다 대 략 6배 많은 임 금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표 2>는 전문기 술인 

들과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차에 대한 더 자세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1930 

년대 중반에 전문기술인들중 높은 지위에 속하는 공장장(shop head)은 일반 노 

동자들에 비해 5배 내지 8배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 예로서， 우랄지역의 스베 

르들로프스크시의 한 콤비나트에서 끄라프첸꼬는 1938년 비숙련공의 임금보다 

10배 많은 1 ，500루블을 받았다. 반변 그에 의 하면 숙련공은 250, 그리 고 자격 

있는 엔지니어는 600 루블을 받았다.22) 또한 전문기술인들은 종종 기본임금의 

두 배 내지 세 배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끄라프첸꼬의 한 달 수입은 

1,500 루블의 월급 외에 보너스와 기타 상여금을 포함하여 3，000루블에 가까웠 

다.23) 

<표 1>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전문기술인들의 월 평균 임금비율 (%) 

댄-----팩돈 1928년 3월 1934년 10월 

철강 416.1 590.6 

석탄 477.2 605.3 

.Jl1f- 210.3 잃6.4 

가죽 273.3 280.5 

변화 361.2 372.6 

신발 331.5 360.6 

출처 M. Yanowitch, “Trends in Differentials between Salaried 
Personnel and Wage Workers in Soviet Industry" , Soviet 
Studies, vol. XI, no. 3 (January 1960), p. 235. 

22) Lampert, op. cit., p. 139 

23. Kravche따<0， op. cit.,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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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문기술인들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rubles) 

직증-----펀돈 1934년 10월 1935년 5월 

공장장 827 1139 
철강 십장 517 525 

며/、그‘(!τ τ7 191 209 
비숙련공 106 209 

끓------력돈 1934년 10월 1935년 5월 

고。자 。자 。 625 
석 탄 십장 382 438 

파/-‘ 그 넌H τr7 197 213 

비숙련공 94 213 

출처 : Larnpert, op. cit., p. 139. 

더구나， 전문기술인의 수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 

은 이들이 명백히 특권을 누린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산업노동 

자들에 대한 전문기술인들 수의 비율은 1930년대 중반 12%였으며，잉) 전문기술 

인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공장장의 경우 1934년 산업노동자들 수의 겨우 

1%에 해당하였다.잃) 결국， 스딸린 정권의 전문기술인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 

지원은 그들을 1930년대 동안의 주요 수혜자 집단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전문기술인들만이 물질적，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외에 평범한 노동자들도 노동돌격대나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된 

다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스딸린 정권은 제 1차 5개년 계획기간동 

안 노동규율의 강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 

(sotsialisticheskoe sorevnovanie) ’ 캠 페 인 의 일 환으로서 노동돌격 대 운동을 전 개 

하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30년대 초반동안 노동돌격대는 일반 산업노동자 

24) Industralizatsiia SSSR, 1933-1937 gg.: Dokumenty maten’aψ (Moskva: Izda

te!'stvo Nauka, 1971), p. 516; A. 1. Vdovin, V. Z. Drobizhnev, Rost rabochego 
klassa SSSR 1917-1949 (Moskva: Izdatel ’ stvo Mysl ’, 1976), p. 97. 

25) Lampeπ， op. cit.,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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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특권을 누렬 수 있는 주요 집단이 되었다.26) 스딸린이 임금균등정책을 

공격하고 능률급제도를 도입한 1931년부터 노동조합들은 추가의 배급과 같은 

다양한 특권을 부여한 특별 배급카드(t머ony)를 노동돌격대에게 발급하기 시작 

하였다.강) 

노동돌격대가 받은 물질적 혜택은 배급제 기간동안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심 

각한 물품부족의 시기에 고통받던 노동자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특권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중반까지 실시된 식량배급제 하에서 노동 

돌격대원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권 

은 특히 기근으로 인해 식량의 공급이 여의치 못했던 1930년대 초반에 두드러 

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33년 6월 레닌그라드에서 노동돌격대원들은 일일 

1，400그램의 식빵을 배급받았는데 반해 일반 노동자들은 1，100그램 그리고， 배 

급제에서 더욱 낮은 배급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400그램밖에 배급받지 못 

하였다.쟁) 이외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노동돌격대원들이 싼값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 조합상점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이 상점에서 대원들은 오버코트 

나 겨울신발 둥을 시중가 보다 몇 배나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29) 이는 

곧 숙련공으로 분류되었던 노동돌격대원들의 절대 임금은 전문기술인들 보다 

낮았지만 각종 물질적 혜택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비슷한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돌격대원들을 위해 차별적인 메뉴를 제 

공하는 특별 식당을 운영하였다，30) 노동돌격대원들은 또한 무료 혹은 할인 극 

26) Robert Beattie, “A ‘Great Tum' That Never Happened: A Reconsideration of the 
Soviet Decree of Labor Discipline of November 1932", Russian History/Histoire 
Rz• sse, vol. 13, Nos. 2-3 (Summer-Fall 1986), p. 238. 

27) Vladimir Andrle, Workers in Stalin's Russia: Industrialization and Soα.미 αv.nge 

in a Planned Economy (New York: St. Martin Press, 1988), pp. 106-107. 배급제는 
192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다 식빵배급부터 시작하였으나 배급대 

상은 설탕， 고기， 버터， 차 등과 같은 부족식품들로 점차 확대되었다. 1931년 중반 경 

에는 산업물품까지 배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조합이나 공급 부서 

와 같은 특별배급 부서에서 발행된 서류를 가지고서만이 이들 물품을 받을 수 있었 

다. Osokina, op. cit., p. 55 

28) Barber, op. cit., p. 111 

29) Leonard E. Hubbard, Soviet Labor and Industry (London: Macmillan and co., Ltd, 
1942), p. 50. 

30) Sovetskaia torgovlia, no. 6 (933), p. 121; Osokina, op. cit., p. 6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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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표를 제공받았고， 끄림반도와 코카서스의 요양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31) 

그러나， 전문기술인들과는 달리 이들 노동돌격대원들은 1930년대 全般에 걸 

쳐 계속 특권적 지위를 누렬 수는 없었다. 그들이 받았던 특권은 그들의 숫자 

가 증가하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35년 초 

에 전체 산업노동자들중 3/4이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의 참여자로 등록되어있 

었고， 이들 참여자의 반수가 노동돌격대였다.32) 이는 곧 1935년 초 대략 전체 

산업노동자들의 37%가 노동돌격대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30년대 중반 경에는 

노동돌격대가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노 

동돌격대의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모두에게 물질적 특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미 1933년에 전체 

노동돌격대원중 단지 12%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만이 실질적인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33 ) 또한， 노동돌격대원들이 배급제 기간동안 받은 물질적 특혜는 산 

업노동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1935년 배급제의 폐지 이후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배급카드의 실질적 가치는 감소되기 시작하였다.없) 

이로 인해 노동돌격대원들이 누리던 특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으며， 이 

결과 노동돌격대 운동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경쟁’ 운동으로 유인할 

수 없게 되었다.<표 3>은 1930년대 중반이후 노동돌격대원 수의 감소를 보여 

주는데 이는 이 운동에 대한 산업노동자들의 관심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었 

다. 

31) Hubbard, op. cit., p. 46 

32) Voprosy profdvizheniia, VI (1936) , pp. 22-27; Andrle, Workers in Stalirν's Russ따， 

op. cit., p. 107에 서 재 인 용. 

33) Vladimir Andrle, “How Backward Workers Became Soviet: Industrialization of 
Labor and the Politics of Efficiency under the Second Five-Year Plan, 1933-1937", 
Social History, vol. 10. no. 2 (1985), p. 167. 

34) Andrle, Workers in Stalin's Russia, op. cit.,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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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부문에서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의 수* 

앓-----냉쉰 노동돌격대 스따하노프 노동자 

인원 (명) 비율 •• (%) 인원 (명) 비율 •• (%) 

1936년 9월 1,037,770 23.0 992,600 22.0 
1938년 1월 1,219,300 18.9 1,593,100 24.9 

1938년 7월 1,116,100 18.5 1,810,800 34.4 

1939년 10월 1,082,800 18.6 2,001,000 34.4 

1940년 7월 1,005,700 17.4 1,952,500 33.7 

출처: S. L. Seniavskii and V. B. Tel'pukhovskii, Rabochii klass SSSR, 1938-
1965 gg. (Moskva: Izdatel ’stvo Mysl ’, 1971), p. 384. 

* 조사대상은 노동조합에 가입 한 노동자들로 한정. 
** 전체노동조합 가입 노동자수에 대한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의 수. 

노동돌격대운동이 쇠퇴해감에 따라， 스딸린 정권은 산업노동자들을 사회주의 

경쟁에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따하노프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은 1935년 이후부터는 노동돌격대운 

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새로운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권의 선전을 통해 소비에트 산업노동자의 공식 

적인 모델이 되었다. 스따하노프 운동은 작업장에서의 기술과 조직에 있어서의 

혁신 뿐만 아니라， 작업속도 증가를 통한 생산기록 초과달성을 강조했다는 점 

에서 노동돌격대운동과 구분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려 

면 노동자들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 일정 기간동안에 최저수익을 보장할 수 있 

는 만큼의 일일 업무를 초과 달성해야 했으며， 질적으로도 자신들의 일에 있어 

서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야 했다. 그 외에도 기계류나 도구들을 잘 정 

돈해놓고， 물자의 낭비를 피해야 하는 것도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기 위한 필 

요조건들이었다.35) 

노동돌격대가 주로 물질적 혜택을 받은 것과는 달리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전문기술인들처럼 금전적， 물질적 혜택을 모두 받았다. 금전적 혜택에 있어서 

일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는데， 예로서 

35) Hubbard, op. cit.,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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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2월， 탄광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79루블이었던 반면 스따하노프 노 

동자들은 대 략 16% 더 많은 325루블을 받았다.36)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 노동자들 보다 4배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전체 산업노 

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936년에 226루블이었던 것에 반해 우수 스따하노프 노 

동자들은 약 1 ，000루블 또는 그 이상을 벌었다. 레닌그라드 소재 끼로프 일렉 

뜨로실라 공장의 스따하노프 노동자 마르쩨호프는 매달 1 ，000루블，37) 그리 고 

리호라오프는 1 ，315루블을 벌었다.38)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이같이 높은 

임금은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는데， 1938년 2월 8일자 쁘라브다(Pravada)지는 

니즈니타길에 위치한 ‘제 3인터내셔날 구리광산’의 광부 하멘코는 월급으로 

1 ，274루블， 우다비힌 1 ，699루블， 니콜라예프 1 ，333루블， 데민 1 ，917루블 등을 받 

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39) 레닌그라드 지역의 경우， 1930년대 중반에 500-1 ,000 

루블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레닌그라드 산업 노 

동자들의 대략 10%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1 ，000루블 이상의 임금을 받은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의 수는 더욱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스따하노프 노동자 

들중 소수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임 

금을 받음으로써， ‘노동귀족’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딸린 정권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에게 물품부족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품목들을 제공하였는데，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경우는 전문기술인 

들이 누린 물질적 특권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한 예로 

써， 모스크바의 프룬제 공장의 방직공 마리아 르이삭코바는 1936년 1월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면서 커다란 아파트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녀에 의하 

면， “내가 받은 새집은 따돗했으며， 안락하였다. 더구나 그 집에는 니켈 틀로 

된 침대， 책들이 꽂힌 책장， 그리고 접시들이 놓여있는 찬장들도 포함되어 있 

었다."40) 또한 고리 끼 시 의 몰로또프 자동차공장의 800명 의 스따하노프 노동자 

들은 1937년 말경에 그들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 

공장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인 알렉산드르 부스이 긴(Alexandr Busygin)에 

36) Siegelbaum, op. cit., pp. 185-186. 

37) Za industrializatsiiu, Janunary 28, 1936. 

38) Pervoe vsesoÍlιzhoe soveshchanie rabochikh rabotnits-Stakhanovtsev, ]4-17 
noiabria, 19.퍼 (Moscow: Partizdat Tsk VKP(b), 1935), p. 180. 

39) Pravda, Feburary 8, 1938. 

40) Pravda, January 11 ,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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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부는 가구가 완벽히 갖추어진 집 한 채를 제공하였다. 또한 1935년 스딸 

린 자동차 공장의 100명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그들의 초과 생산기록이 언 

론에 보도된 지 6주만에 새로 조성된 거주지구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외 

에는 자동차 산업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무료 주태수리 서비스와 주택개량 

을 위한 대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41) 

주택에 대한 특혜 외에도 정부는 1935년 이후 각종 물질적 혜택을 스따하노 

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1936년 1월 도네츠끄지역에서 개최된 광산업 

부문의 스따하노프 노동자 대 회 에 참가한 900명 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국 

민경제최고회의 (VSNKh) 의장 오르드죠니끼드제( Ordzhonikidze)의 지시에 따 

라 천 개 이상의 상들을 받았다.42) 그 상들 중에는 50대의 자동차， 25대의 오 

토바이， 500대의 자전거， 200정의 사냥총， 1507ß 의 주머니 시계 등이 포함되었 

다. 이들 상품들중 자동차는 스따하노프와 같은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으며 그들에게는 공식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주 

어졌다. 부스이긴의 경우 그가 고향을 방문할 때 정부는 그에게 공식차량을 제 

공해주었다.43) 아주 드문 경우에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자가용을 사서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도 하였다.얘) 이외에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휴 

양소에서의 무료휴가， 모스크바 관광， 집에서의 무료 의료서비스， 그리고 자녀 

들을 위한 무료 가정지도 동의 혜택을 받았다.45) 

스탈린 정권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위한 다양한 특권들을 언론 

에 크게 보도하여， 특권을 누리지 못한 노동자의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려는 

열망을 더욱 자극하였다. 일반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열망 

을 잘 보여주는데， 끼로프 전기공장의 노동자 알렉산드로프는 기자와의 인터뷰 

에서 현재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 작업장에서 배울 기술을 계속 연마하여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는 것이 자 

신의 최종 목표라고 말한다. 또한 고를로프스끼의 레닌 탄광의 광부 자모따예 

프는 탄광에서 목재의 부족으로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기 위한 작업량 달성 

41) Filtzer, op. cit., p. 186. 

42) Pravda, January 11, 1936. 

43) Nobatori: sbornik (Moskva: Izdatel ’stvo TsK BLKSM, Molodaiia gvardiia, 1972), 
p. 165 

44) Hubbard, op. cit., p. 79. 

45) Trud, NovelTI1ber 1, 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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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했다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46) 이렇게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려는 일반 노동자들의 열망은 당시에 물질적 특권이 일반 노동자 대중들에 

게 뜨로츠끼가 주장하듯 오직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자본주의적 가 

치로 비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47) 오히려 반대로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러 

한 특권들을 자본주의의 타락한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 

가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0년대 말 그리고 1940 

년 현재 전체 산엽노동자들의 1/3에 해당하는 수가 스따하노프 노동자였고 

〈표 3>, 동시기에 노동돌격대의 수까지 합한다면 전체 산업노동자의 51%가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얘) 결과적으로 스딸린 정 

권은 다양한 특권들을 노동계급에 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적 경 쟁’이 

라는 구호아래 산업화 정책의 수행에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수의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모두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을까? 만약 그러하였다면 이들 집단이 누린 금전적 물질적 

혜택을 특권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물질적 혜택을 주로 받던 노동돌격대 

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그들의 특권적 지위는 1935년 배급제의 폐지와 함께 실 

질적으로 사라졌으며，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들 모두가 실질적 특 

권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오직 소수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만이 비교적 

완전한 물질， 금전적 특혜를 받았을 수 있었던 반면， 일반 스따하노프 노동자 

들은 1936년과 1937년의 기준 노동량(norma)의 인상으로 스따하노프 노동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였 

다. 또한 섬유나 식품가공 같은 경공업 분야의 일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중 

공업 분야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 

어서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일반 노동자들보다 월등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49) 소수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을 특권을 

46) Izvestiia, August 30, 1936. 

47) 뜨로츠끼는 스탈린 정권의 소수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집단 창출 정책이 노동계급 내 
에서의 불평동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몰고 갈 것이며， 이러한 불평동의 등장을 ‘자본주 

의의 재등장’이라 비난하였다. Trotsky, op. cit., p. 120. 

48) Istoriia industrializatsii SSSR, 1938-1941 gg.: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 ’ stvo Nauka, 1973), p. 336. 또한 〈표 3> 참조. 

49) Filtzer,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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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린 노동자들로 본다면， 일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불완전한’ 특권을 누린 

노동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곧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수 

가 1930년대 말에 비교적 많았다고 해서 그들 전부를 실질적 특권을 누린 집 

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특권적 지위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생산제도의 심각한 붕괴와 생산품의 질의 저하와 같은 스 

따하노프 운동의 부정적 영향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부터 스따하노프 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특권적 지위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밍) 사실， 속도와 생산에 있어 

서 양적 결과를 우선시했던 스따하노프 운동은 생산품의 질적 저하와 무리한 

기계의 사용으로 장비의 잦은 고장， 그로 인한 조업중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51) 더구나， 많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1937-38년 사이에 숙청 당한 

전문기술인들의 자리를 메우면서 비중 있는 지위로 승진을 하였지만， 그들은 

서서히 자질의 부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52) 이런 상황에서 스딸린 정권은 

스따하노프 운동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 

게 되었고， 이후 이 운동의 중요성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40년부터는 

능률급 임금체제가 점차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톤바스 

(Donbass) 지역의 경우 상여금과 추가의 지불은 1940년 3월부터 폐지되었고， 

임금도 기준량의 초과달성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기본작업에 대한 것만 지불 

하도록 하였다.닮) 결과적으로 스따하노프 운동의 쇠퇴는 스따하노프 노동자들 

의 특권적 지위의 쇠퇴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과는 달리， 전문기술인의 경우 비록 많은 

수가 1937-38년의 대숙청 기간동안에 숙청 대상이 되었으나， 그들은 이 기간 

후 곧 복권되어서 계속 특권의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딩) 

50) Ibid., p. 205. 

51) Scott, op. cit., p. 165; Kravchenko, op. cit., p. 192. 

52) 스코트는 마그니또고르스끄에서 비숙련 스타하노프 노동자들의 관리직으로의 승진의 
예를 보여준다. 예로서 스코트는 관리직으로 승진한 스타하노프 노동자 아뜨야소프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펼체는 어린아이의 것이었고 그는 글을 쓰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Scott, op. cit., p. 300. 

53) Industrializatsiia SSSR, 1938-1941, op. cit., p. 175. 

54) Siegelbaum, op. cit.,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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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소련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전문기술인들만이 1930년대와 

40년대까지 계속하여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 

국， 1930년대에 특권을 누린 집단들 중 노동돌격대와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각각 1930년대 초반과 후반에만 특권을 누렸지 1940년대까지 그들의 특권적 

지위가 계속될 수 없었다. 이는 곧， 1930년대와는 달리， 1940년대의 ‘대협약’에 

서는 노동자 계급이 정권과의 ‘협약’에서 파트너의 위치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 

한다. 

川

그렇다면 노동계급에 대한 스딸린 정권의 특권제공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어 

떠한 영향을 미쳤나? 1930년대 특권제공정책은 노동계급들의 태도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이러한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집단은 스따하 

노프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의 공식 모델로 추앙 받으 

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급속히 상승하였다. 노동돌격 

대나 전문기술인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였 

다. 노동돌격대의 경우 1930년 중반이후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서 점차 밀려나 

게 되었으며， 전문기술인들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1920년대와 비교하여 

1937-38년의 대숙청 기간을 제외하고는 30년대에도 여전히 소비에트 사회에서 

엘리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급속한 사회적 신분변동을 경험 

한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중 특히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전문 

기술인들이 누린 것과 비슷한 사회적 영예를 얻을 수 있었고 소비에트 사회에 

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언론들은 그들이 받은 각종 상품들을 앞다투어 보도했 

고 그들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그들은 각종 모임， 회의， 축하연들에 참석해줄 

것을 자주 요청 받았다. 스따하노프의 경우 그는 1935년에 10월 혁명 18주기 

기념일에 초청 받았으며， 오르드죠니키드제에 의해 초대받기도 하였다.닮) 또한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또한 1935년 제 1차 전연방 스따하노프 노동자 

대회에서 스딸린과 소비에트 지도부로부터 국가적 영웅으로서 찬양되었다. 사 

55) Novatorγ， op. cit.,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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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1930년대 초반에 산업노동자들의 반 이상이 농촌출신이었던 것을 감안한 

다면(<표 4>) , 당시 많은 산업노동자들이 후진적 농민문화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하겠다. 일반 평범한 노동자에서 사회의 새로운 ‘귀족층’인 우수 스따 

하노프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지위나 또는 생활수준에 있어서 

큰 변화를 뭇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은 스따하노프 노 

동자로 하여금 그 지위에 걸맞은 문화화된 생활이나 행동에 대해 눈뜨게 하였 

다. 

〈표 4> 노동조합가입 노동자들중 농민출신의 비율 (%) 

~풍 철강조합 
비행기， 모터， 

종이 공장 
시멘트， 세라믹 

트랙터 공장 공장 

1930 50.3 47.2 54.4 63.9 

1931 62.2 58.1 61.8 70.0 

1932 62.1 61.2 59.2 70.3 
」

출처 John Barber, “The Composition of the Soviet W orking Class 
1928-1941 ", CREES Díscussíon Papaers, Sovíet Industnalízatíon 
Project Senes, no. 16 (University of Birmingham, 1978), p. 16. 

노동자들의 문화수준의 지표들 중 하나는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노동자들 

의 비율인데， 이 비율은 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1930년대 초기에 많은 농촌노동 

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산업노동자로 편입되면서 줄어들고， 반대로 문맹률은 이 

전보다 증가하였다. 일례로， 서부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산업노동자들이 농촌으 

로부터 충원되면서 1930년도에 문맹률이 16%이던 것이 1932-33년에는 38%로 

증가하였다 56)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1935이후에 일반 노동자가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었을 당시 문맹이었던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우수 스 

따하노프 노동자들이었던， 스따하노프， 부스이긴 등도 문맹이었다.57) 하지만 이 

56) A. S. Moskovskii, Formirovanie i razvitie rabochego klassa Sibiri v period stroi
tel' stva sots따lizrna (Novosibirsk: Izdatel’stvo nauka, 1968), p. 290. 

57) Pervoe vsesoiznoe soveshdunie, op. cit., p. 25.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문맹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예 로서 는 다음올 참조. Marsh udamykh bngad: M olodezh' v 
gody vosstanovleni따 narodnogo khozaiistvai sotsialisticheskogo stritel'stva 
1921-1941 gg. (Svornik dokumentov, Izdatel ’stvo TsKVLKSM Molodaia gvard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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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글을 

배우는 둥 문화화되는 것 (kul ’tumost’)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 부스이긴의 연설은 읽고 쓰는 능력의 습득， 즉 문화화되는 

것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여준다: 

나는 정말로 무식하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책을 읽어 본 적이 없다 두 

달 전에 내가 처음으로 읽어 본 책은 뿌시킨의 이야기책이었다 그것은 무척 

이나 재미있었으나 사실 그 책을 읽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배우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 ...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지금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배울 것이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 58) 

돈바스지역의 스따하노프 노동자 본쩨달로프는 그의 펀지에서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기 전에는 문맹이었으나 그것이 되고 난 후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다: 

문맹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 전에는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제 나는 왜 소비에트 정부와 당이 전면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 이제， 나와 나의 아내는 지금까지 헛되이 낭비해 
온 시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9) 

이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내었는데 1937년의 설문조사는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두 배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공부에 투자하는 평균시간은 하루 2시간 

47분으로 非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1시 간 38분보다 1시 간 가량 더 공부로 시 

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0) 

글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망 외에도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그들의 수 

입이 늘어나면서， 소비품과 옷 등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우수 스따하 

1965), pp. 340-341; Scott, op. cit., p. 300. 

58) Pervoe vsesoiuznoe soveshchonie, op. cit., p. 25. 

59) 놀랍게도 끈쩨달로프에 게 글올 가르쳐 주는 선생은 10학년에 재학중인 꼼소몰 여학생 
이 었다. Marsh udarnykh brigad, op. cit., pp. 340-341. 

60) Za industrializatsiiu, ApriI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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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프 노동자 광부 규까노프는 그의 관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지들， 우리는 많은 돈을 별기 시작했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문화 

생활이 필요하오. 우리는 자전거， 피아노， 축음기， 라디오， 그 외에 다른 문화 

제품이 필요하오 그러나 현재 돈바스에는 이러한 물건들이 없소. 만약 당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다변， 돈바스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더 문화 

적인 곳이 될 것이오，61) 

농민출신인 포미체프는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기 전인 1931년 비숙련공으 

로 모스크바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나， 5년 후에는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가 되어 매달 1 ，000루블 이상을 벌었다. 그는 최근 600루블 하는 양복을 

사 입었고 그의 아내는 여가시간을 위한 기타와 아코디언을 샀다，62) 이렇듯 특 

권을 누리는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번영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 또는 자본주의 

의의 타락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번영 은 노동 

할당량의 추가달성에 따른 당연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특권을 받 

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물질적 번영에 대한 갈망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스따하 

노프 노동자 대회에서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 리호라도프는 다음과 같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 

비록 나는 일곱 달 전에 겨우 350루블밖에 별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매달 

1 ，315루블을 별고 있습니다. 나의 임금은 매달 조금씩 늘어갔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소비에트 정부가 우리에게 잘 일할 기회， 잘 별 수 있는 기회， 문화적 

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바랍니다 ... 
2，000루블， 아니 3，500루블'" 내가 좋은 옷을 입 지 말아야 합니 까? 내가 좋은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3) 

소비재에 대한 열망 이외에 특권을 누린 노동자들은 그들의 외모와 청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옷을 사는 

데 지출하였는데， 스베들로프쉬치짜 공장의 노동자 슬라브니꼬바에 따르면， 그 

녀의 친구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의 경우 그녀의 한달 월급 1 ，336루블 중 180 

루블을 신발에， 200루블은 드레스에 그리고 700루블은 코트를 사는데 지출하였 

61) Peπoe vsesoiuznoe sovesfu:hanie, op. 디t.， p. 20. 

62) Pravda, April 24, 1936. 

63) Pervoe vsesoiuznoe sovesfu:hanie, op. cit.,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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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없)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옷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용모에 대한 그들의 관 

심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청결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였는데， 여성 스 

따하노프 노동자 파제예바는 한 공장을 방문하고 난 후 지저분한 작업장 환경 

과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누가 비난받아야 하나? 우리는 노동을 사랑한다! .. 이제 우리의 생은 새로 
운 것이며 우리의 노동 또한 새롭고 즐거우며 사랑스럽다 그러나 .. 우리는 
아직도 이전의 관습， 즉 더럽고 헤진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가는 버릇을 버리 

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 

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더러움과 불결함 그리고 비문화화된 행동(ne

kul ’ tumost’)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 왔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경멸하 

여야 할 때이다.65) 

결국， 상승된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금전적 물질적 특권들은 우수 스따하 

노프 노동자들로 하여금 문화화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의 경 우처 럼 노동자들에 대 한 특권 및 사회 적 명 

예의 제공은 그들을 정권에 충성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은 1930년대 후반의 

테러의 수혜자였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半문맹인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이 

이시기 동안 숙청 당한 전문기술인들의 자리로 승진되었고 이들은 열심히 일 

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새로이 승진된 지위에 만족하였고， 스코트가 ‘개처럼 정 

권에 충성하였다’66)고 비유하였듯이， 특권의 대가로 이들은 정권의 노동정책에 

해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노동규율이 엄격해 

진 시기인 1937-39년 사이에 당국을 위한 작업장에서의 정보수집원과 밀고자 

의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 당지도부의 전문기술인에 대한 공격에 보조 맞추어， 

이들을 새롭게 상향 조정된 노동할당량의 수행을 방해하는 ‘보수주의자’， 무사 

안일주의적인 ‘게으름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당정책에 대한 지 

지를 보여주었다.힘) 또한 이들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1937-38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소위 ‘뜨로츠끼 파괴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로 내세워진 전문기 

64) Ibid., p. 42. 

65) Pravda, April 20, 1936. 

66) Scott, op. cit., p. 300. 

67) Siegelbaum, op. cit.,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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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들에 대한 법원의 사형선고를 지지함으로써 스딸린 정권의 정치노선에 대 

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다.68) 결국 스딸린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권의 

제공정책은 정권에 충성스러운 노동자들을 창출해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보 

면 이들 특권을 누린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지의 표명은 특권을 받은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이기도 하였다. 스딸린 정권과 특권을 누린 노동자들간에는 물질 

적 혜택의 수여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서로 교환되었던 것이었고， 이는 

곧 1930년대에 양자간의 암묵적인 ‘대협약’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IV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노동자들은 읽고 쓰는 것의 습득의 필요성을 깨달았 

고， 문화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배경이 후진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농민층이었다는 사실은 문화화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더욱 자극하였던 것이다.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문화화에 대 

한 갈망을 더욱 부추겼다. 스딸린 정권은 문화화되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일종 

의 ‘당근’으로 제공하면서 그들을 산업화 정책의 수행에 동원하려는 의도를 지 

니고 있었으며，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화의 

첫 단계인 1930년대 초반 과도한 이직률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던 스딸린 정권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산업화 과정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반 노동자와 전문기술인들에게 물질적 금전적 유인물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 

에서 베라 던함이 밝힌 戰後의 ‘대협약’은 1930년대 초반에 이미 나타났다고 보 

아야한다. 뜨로츠끼， 질라스， 그리고 필쩌의 논의와는 달리 소비에트 엘리트 외 

에 노동자들도 또한 이러한 정권과의 협약에서 중요 파트너였고， 또한 정권의 

산업화 정책의 피해자라기 보다는 주요 수혜자였던 것이다. 노동돌격대와 스따 

하노프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모든 노동자 계급에게 열려져있었다는 사 

실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열려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노동계급은 1930년대 ‘대협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스딸린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권의 제공정책은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적 

경쟁’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1930년대에 열악한 생활환경 

하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특권은 상당히 

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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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을 위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스딸린 정권의 노동자들과의 동맹 

은 1930년대 말 노동의 질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1930년대를 넘어 1940년대까 

지 지속될 수 없었다. 비록 몇몇 우수 스따하노프 노동자들은 산업부문에서 높 

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전문기술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그들은 숭진된 직책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을 결여하고 있었고 문맹과 같은 문화적 결핍을 극복해 

야했다. 결국 전문기술인들만이 1940년대에도 스딸린 정권의 동맹의 파트너 자 

리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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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g Deal' and Its Beneficiaries 

in the Soviet Union during the 1930s: 
-The Udamiki, the Stakhanovites, and the Technical Intelligentsia-

Joon-Seo Song 

Vera Dunham 따gues that, after World War U, the Sta1in regime made a 

‘Big De머’， an a11iance with the manageria1-professiona1 soci머 groups, such 

as engineers, administrators, and managers in order to get help from them 

to restore the prewar economic pace and the devastated country. The 
regime provided them with various materia1 privileges, i.e. , housing, con

sumer goods, luxuries and leisure time. Besides obtaining help for rebuilding 

the country, the Sta1in regime was able to secure political support from 

those privileged groups by offering those privileges. Dunham defines the 

interchange of the material incentives, and the support to the regime, as the 

‘Big Dea1'. 

In fact, however, the ‘Big Dea1' did not emerge in the 1940s; rather, it 

was a1ready formed in the early 1930s in the process of industria1ization. 

The Sta1in regime urgently needed the labor force to carry out industria1i

zation. Thus, the regime had to mobilize not only the mass of the working 

class, especia11y industria1 workers, but a1so the technica1 intelligentsia. 

However, it would be difficu1t for the regime to mobilize the workers, who 

lived under deteriorated living conditions, and the technica1 intelligentsia, 
who were attacked by specia1ist-baiting during the First-Five Year Pl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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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1eveling wage system contributed to the high rates of 1abor 

tumover. In these circumstances, it wou1d have been impossib1e for the 

regime to mobilize the worker and the technica1 intelligentsia without 

offering any ‘carrot’. In 1931, by introducing the piece-rate system and by 

offering monetary and materia1 privileges to those two socia1 groups, the 

Sta1in regime was ab1e to mobilize them into the process of indus며a1ization. 

In this context, the ‘Big Dea1' was a1ready formed in the ear1y 1930s. 

Unlike Leon Trotsky, Milovan Dj ilas , and Dona1d Filtzer’s argument, 
besides the Soviet e1ite, the workers was a1so a counterpart of the regime' s 

a11iance and one of the main beneficiaries, rather than victim of the 

reglme ’s indus며a1ization po1icy. A1though on1y the shock workers and the 

Stakhanovites were ab1e to enjoy various privileges among the workers, the 

opportunity for joining those two privileged groups was φen to the entire 

working class during the 1930s. In this sense, it is Quite p1ausib1e to consi

der the workers as the object of the ‘Big Dea1' during this period. 

The resu1t of the Sta1in regime ’s mobilization po1icy was re1ative1y 

successfu1 because the regime was ab1e to encourage the masses of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 soci떠ist competition’ by offering materia1 and 

monetary incentives. Additiona11y, the policy of offering privileges contri

buted to changing the privileged workers attitudes and behavior. The in

creased soci머 status of the 1eading Stakhanovites 1ed them to aspire toward 

cultured va1ues and behavior that they did not have. 

However, the Stalin regime’s alliance with the workers cou1d not continue 

beyond the 1930s because the prob1em of 1abor Quality began to be exposed 
in the 1ate 1930s. A1though some leading Stakhanovites were promoted into 

higher positions in industry, they cou1d not substitute for the role of the 

technica1 intelligentsia. A1so, they had to overcome cultura1 deficits as illite

racy. Finally, only the technica1 intelligentsia was ab1e to remain as the 

partner of the Stalin regime a11iance throughout the 1940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