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생과 성격에 대한 연구 

최 우 익.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가 소유물의 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현재 러 

시아에서는 경제적， 사회 • 정치적 주체로서 기업가 계층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 계층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기업가적 

활동의 전통으로부터 발생된 것도 아니며 1) 기업가적 행위는 소비에트 사회 

주의 전 시대를 통해서도 이념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소위 기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회의 핵심적인 집단으로 둥 

장하고 있다. 이 집단의 동장은 그 자체가 러시아 사회의 계급 · 계층 구조의 

외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이 맺는 타 계급 · 계층과 

의 관계는 다른 계급 • 계층에게 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 

업가 계층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사회의 계급 ·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현대 러시아 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러시아 기업가 계층은 다른 사회 계급 · 계층과 명백히 구분되는 독 

자적인 계층이면서도，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단일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그것은 기업가 계층이 다른 계급 • 계층과 구별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계급 • 계층의 현 

상 이외에， 하나의 계충적 범주로 묶기에는 곤란한 몇몇 이질적인 집단까지도 

이 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가 계충의 개념적 정의 

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러시아 기업가 계충에 대해서는 POBeHCKHß 10. A.(l994) 

“npomnoe H HaCTO~mee 삐anoro ðH3HeCa B poCCHH" , COUHlUIbHO-nOπHTH'leCKHR :KYPH8J1, 

No. 9-10; POBeHCKHß 10. A.(l996) “3Bon~UH~ wanoro npennpHH뻐하enbCTBa B POCCHH", 
COUH8J1bHO-n0J1HTH'leCKHR :KYPH8끼 NO.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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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가 개념의 범주는 노동자나 농민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구 

별을 시켜주는 유용한 범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 기업가 계층 

(혹은 기업가 계층이라고 불리는 집단) 내부의 하위집단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그들의 특징이나 혹은 경제활동 규모의 차이는 너무 커서 (예를 들어 거리의 

소행상인과 대기업가의 차이) 이들을 한 계층의 범주로 묶기에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가 계층의 범주로 들어 올 수 있다고 보이는 하위집단 

들의 경우 (예를 들어 대기업가， 중 · 소기업가)에도 이들 집단들 사이의 경계 

와 각각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현재 러시아 학계에서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 

다.2) 

이러한 불명료한 개념적 정의의 문제는 러시아 사회가 급속한 변화 속에서 

극도의 과도기적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계급 · 계층 구조 형성의 복잡다단한 인과관계들은 미처 이들을 과학 

적으로 연구하고 개념적으로 치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3) 

실제로 현재 러시아에서 기업가 계층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살펴보면， 때에 

따라서 그들은 대기업가， 중 · 소기업가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또 어느 때에는 

관점에 따라서 부르조아， 쁘띠 부르조아， 반프롤레타리아로 나닐 수도 있다. 

용어상으로도 경제 엘리트， 비즈니스 엘리트， 비즈니스 계층， 기업가 계층， 혹 

은 대비즈니스， 소비즈니스라는 명칭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한편 기업가 계층 

의 다수는 중간 계층과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중첩되어 있다.4) 이렇게 러시 

아 기업가 계층 개념의 범주는 내부적으로 비동질적이기도 하고 이질적이기 

도 한 많은 하위집단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70년간의 사회주의 체제를 

뚫고 탄생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계층이며 노동자나 농민과는 상대적으로 분 

명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기업가들은 동질적이기도 하다. 

2) 기업가 계충과 그 하위 집단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문제는 2절에서 다시 논의된 
다. 

3) 러시아 사회의 과도기적 상황과 이로 인한 개념적 불명료성의 문제는 mKapaTaH M. 

0.(1994) “φeHOMeH npellnp뻐째aTe~: HHTepnpeTau뼈 nOH5I T때"， MHP POCCHH, No. 2. 참 

조 

4) 러시아에서 중간 계층의 형성과 잠재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5eJJeHbKHß B. x.(I994) “o cpellHeM KJJaCCe B POCCHH", Co

llHaJ1bHO-nOJ1HTH'.leCKHIt :KYPHaJ1, No. 11-12; 5eJJ5IeBa 끼. A.(1993) “CpellHHß CJJoß poc 

CHßCKoro 06I1\eCTBa: npo6JJeMbl 06peTeHH5I COUHaJJbHOrO CTaTyca" , COl1HC, No. 10; YMOB 

B. 11.(1993) “POCCHßcn때 cpellH때 KJJacc: COUHaJJbHa51 peaJJbHOCTb H nOJJHTH앤CKHß φaH

TOM", nOJIHIζ NO.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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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 계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는 해결되 

어야 할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러시아의 과도 

적 현실에 비추어 해결되기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점 때 

문에 오히려 더욱 주목받는 연구과제가 된다. 즉 기업가 계층에 대한 연구는 

복잡한 러시아 현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계층 연구는 다방면에서 시도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가 

계층 내의 하위집단들에 대한 각각의 연구로부터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러시아 기업가 계층 내의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기업가 계층 내의 가장 특징적인 집단이자 

전 사회와 사회 계급 · 계층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 계층 내의 다른 하위집단들과의 경계를 뚜 

렷하게 하고 또한 기업가 계층에 대한 성격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할 뿐 아니 

라， 변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회 계급 · 계층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2. 러시아 비즈나스 앨리트에 대한 개념 정의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라는 개념은 아직 엄밀히 정의되고 있지 못하 

다. 엘리트 전반과 특히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연구는 초보적 

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엘리트 연구 

수준은 연구자 집단의 수적 열세와 축적된 연구성과의 부재， 그리고 구미의 

엘리트 연구의 주요 흐름에 대한 낮은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유럽에서 엘리트 

이론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통치의 기능과 관련된 권력 엘리트， 정치 엘리트라 

는 개념에 역사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에서는 정치 엘리트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엘리트의 구조에서 독자적이고 일정한 요소로서의 경제 

엘리트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아주 급속히 발생되었다. 현대 러시아에 

서 경제 엘리트에 대한 특별한 연구의 펼요성은 러시아에서 오랜 기간 자본 

이 인격화되지 않았고 서구에서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제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가 급속히 시장경제체제의 사회로 들어왔음을 고려한다면 이해 

되는 것이다. 급격한 사유화 과정은 아마 다른 어떤 곳보다도 특히 두드러지 

게 러시아에서 정치와 자본(무엇보다도 금융자본)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였다. 

처음에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관심 수준은 ‘신종 러시아인들’(HOBble 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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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ie)’의 활동에 대해 고작 신문과 잡지에서 기술하는 정도였다. 지금은 비즈 

니스 엘리트에 대한 연구영역이 형성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엘리트 

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연구의 초점은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가 계층 

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기업가 계층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들은 새로운 사회계층의 다양한 특징， 형상， 윤곽에 대한 것들이었다.5) 따 

라서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개념 규정에 앞서서 기업가 계층에 대한 기존 

의 정의와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처음에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그 영역의 주체로서는 고전이론 

에 따른 기업가라는 범주가 적용되었다.6) 고전적인 기업가 이론의 대표자로 

서는 숨페터(]. Schum야ter)를 들 수 있는데， 숨페터는 기업가를 경제발전의 

기본적 현상이자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칭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생산 혹은 

유통에서 새로운 조합(KOM6IiHaUIiJl: 결합， 배합)의 실현 혹은 다양한 새로운 체 

제의 도입을 기능으로 하는 산업의 주체이다. 슐페터는 조성된 균형의 상태를 

깨는 ‘혁신가’로서 기업가를 제시한다. 숨페터에게 있어서 기업가의 사업은 경 

제의 균형잡힌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각각의 발전의 기초이 

다.7) 

숨페터에게 있어서 기업가란 적극적으로 기업가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그가 사업을 하는 그 순간에만 기업가로 불릴 수 있는 권한이 었다. 만약 산 

5) )((ypaBJJÈlB A. J\., n03HjlKOB B. n.(I994) “POCCHßCKHe npennpHH뻐하eJJH B COBpeMeHHoß co

l1HaJJbHOß CTPYKType", CoaHlζ No. 5; CMOJJbKOB B. r.(I994) “npennpHHHMaTeJJbCTBO KaK 

OCO t>blß BH.lI .lIejlTeJJbHOCTH", COUHC, No. 2; 4epBjlKOB B. B., 4epe.llHH'IeHKO B. A., man때O 

B. 1l.(1992) “POCCHjlHe 0 npennpHHHMaTeJJbCTBe H npe.llnpHHHMaTeJJjlX", COUHC, No. 10; 

Pa.llaeB B. B.(1993) “POCC뼈CKHe npe.llnpHHHMaTeJJH - KTO OHH?", BeCTHHK CT8THCTKH, 
No. 9; KJJ뻐OBa C. r., llyHaeBcK뼈 J\. r.(1993) “HOBble npennpHHHMaTeJJH H CTapaj! KyJJb

Typa", COl(H1ζ No. 5; Pa.llaeB B. B.(1994) “o HeKOTOpbIX 'IepTaX HopMaTHBHoro nOBe.lle

HH jI HOBbIX poCCHßCKHX npennpHHHMaTeJJeß" , MHpoB8J1 3KOHOMHK8 H Me)f(껴yH8pO，llHble or

HOmeHHJI. No. 4. 
6) 기업가 계충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우익 (1997) “현대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과정과 방법론 연구" r러시아연구~， 제7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참조. 

7) 이 사업은 ‘새로운 조합(KOMt>HHa뻐j1)’의 실현이라는데 있다. 즉，(1) 소비자들에게 알 

려지지 않은 새로운 복리의 제조 (2) 새로운 생산방식(기술)의 개발과 이미 존재하 

는 복리의 상업적 이용， (3) 판로의 새로운 시장의 이용， (4) 원료의 새로운 수원의 

이용， (5) 영역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자신의 영역의 창조 혹은 타인의 영역독점의 

파괴 둥동이 다 mywneTep 11.(1982) TeopHJI 3KOHOMHIleCKOro p8JBHTHJI, nep. C HeM., Moc

KBa, C. 159. 참조.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앨리트의 형성과 성격때 대한 연구 301 

업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조합도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의 사업은 기업가적 

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보통의 산업과정이 전통적인 사업형태로부터 

새로운 조합의 밟아 다져지지 않은 길로 방향을 바꾼 그 경우만 기업가적 사 

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숨페터에 따르면 기업가의 혁신은 모든 운동의 원천 

이고 그것은 기업가적 사업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해 습페터는 새로운 체제와 그것에 관련된 경제적 성장을 보장 

하는 창조적인 기업가의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기업가는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개혁과 개방， 그리고 사유화와 시장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주 

체들은 ‘기업가’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이들은 자본가와 같은 임금노동의 착 

취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추구 행위와 동시에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자리매김 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는 초기에는 이러한 고전적 기업가 이론 

을 적용시켜 시장경제체제의 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레다예 

프(B. B. Pe.llaeB)에 따르면 기업은 산업조직적 혁신이라는 특정한 기능의 현실 

화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정의된다.8)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 중 일 

부는 기업가의 특정올 행위의 혁신적 형태 즉 기술적 그리고 산업조직적 신 

체제의 도입， 비표준적 결정，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 발명의 재능， 재치 둥 

둥과 동일시한다.9) 그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우 기업가와 나머지 사람들 

과의 경계는 사업의 해당영역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보 

다도 개인적 차원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혁신적 행위형태에 의해 구분된다. 

한편 사회 계급 · 계층 구조의 특정한 집단으로써 기업가 계층을 연구하는 학 

자들은 혁신의 의미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 경제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체 

계개조적이고 사회혁신적인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기업가 

를 정의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시장전환 

을 촉진시키는 사회경제적 사업과 관련된 - 기업의 주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 방식， 궁극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 집단들은 모두 기업가 계층으로 

8) Pa.aaeB B. B.(l995) “~BneHHe npe.anpHHHMaTenbCTBa H rpynnY npe.anpHH뻐하enen" , KYD8. 

κaëT POCCHJI?. AnbTepH8. THBbI 06111.eCTBeHHoro p 8.3BHTHJI. 2, no.a pe.a. T. H. 3aCJlaBCKaJl, 

MoCKBa. 
9) φeTHCOB 3. H. , ~KOBJleB H. r.(1993) “o COUHaJlbHYX acneKTax npe.anpHH뻐aTeJlbCTBa 

(KOHuenTYaJIbHOe BBe.aeHHe B npoGJleMY)", COUHC,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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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10) 즉， 그러한 방법론은 개인의 행위 형태와 상관없이 시장관계의 

형성， 기능， 발전의 모든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혁신자 즉， 기업가로 여기게 한 

다. 

위에서 살펴본 방법론들은 슐페터를 비롯한 고전적인 기업가 이론에 바탕 

을 둔 러시아 학자들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들의 요점은 

미시적 차원(개인적 차원에서건 거시적 차원(계층적 차원)에서건 ‘혁신자’로 

서 사회-경제적 주체인 ‘기업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와는 달리 기업가 분석에 대해 다른 방법론을 취하는 일부 러시아 학자 

들은 먼저 전체 사회 계급 · 계층 구조 속에서 ‘비즈니스 계층(õH3HeC-CJloß)’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집단으로 기업가 계층을 위치시킨다. 자슬랍스까 

야(T. H. 3aCJlaBCKa~)는 기업가를 포함하여 시장관계의 발전에 종사하는 다양 

한 사회계층의 표지를 위하여 ‘비즈니스 계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설정하는 

데， 이 용어는 대공장， 은행 그리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 

신의 위험과 모험 속에서 자유시간에 돈벌이를 시도하는 고용노동자까지 포 

함한 시장관계의 모든 주체들을 지칭하는 일반개념이다. 비즈니스 계층은 자 

발적인 결정의 기초에서 자신의 책임성하에 이윤획득의 목적을 실현하는 산 

업， 상업， 금융 활동 주체의 총화이다 11)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기업가는 이 

계층의 핵심이다. 기업가는 자신들에게 속한 기업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어 

디에도 고용되어 일하지 않는 사적 소유자이다. 이틀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계층’ 전체는 사회에서 시장관계의 체계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즉 새로운 

사회 계급 · 계층 구조 형성의 주체이다. 

이 사업 (활동) 형태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이윤획득의 목적지향. 

õ) 경제적 결정 채택의 자유와 자치. 

B) 자신의 모험과 자신의 책임성에서 나타나는 독립성 12) 

여기서 자슬랍스까야는 고전적 기업가 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혁신성’의 특정을 제외하고 있다. 그녀가 보기에 기업가 계층의 사회적 기원， 

10) l.!enypeHKo A. 10.(1993) “npeanpHHHMaTeJlbCK뼈 KJlaCC B B03po*aa~meRc~ Pocc째 MHP 

POCCHH, No. 1. 
11) 3aC JlaBC Ka~ T. H.(1995) “BH3Hec-cJloR poccHRcKoro o5meCTBa: cymHocTb, CTpyKTypa, 

CTaTYC", 0때eCTBeHHhte HayKH H COBpMeHHOCTb, No. 1 

12) 3aCJlaBCKa~ T. H.(1995) “BH3Hec-cJloR poccHRcKoro o5meCTBa: cymHocTb, CTpyKTypa, 
cTaTyc" , COIJ，κ'C，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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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내부구조， 권력과 소유의 체계에서의 지위， 사회적 지위의 동력은 개 

인성 혹은 행위의 창조적， 혁신적 형태보다 더 본질적이다)3) ‘혁신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혹은 행위형태에 귀속되기보다는 비즈니스 계층의 출현 자 

체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다주는 만큼 별도로 이 계층의 특정에 ‘혁신 

성’의 특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슬랍스까야는 기업가를 보다 넓은 범위의 비즈니스 계층의 틀 속에 

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 계층은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집단들 

을 묶는 틀이다. 이들은 비즈니스 외의 종사자들과 대비되고 국가부문이 아닌 

사적부문에 종사하며 당연히 시장경제로의 전화를 주도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계층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러시아에서 발생해서 

비즈니스 계층으로 모든 경제인구의 11.5%(이들 중 1/5 이상이 기업가로 계 
산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14) 

이리하여 러시아에서 시장경제와 그 주체인 비즈니스 계층은 급속히 확대 

되고 발전되었다. 러시아의 비즈니스 발전에 대해 다룬 연구출판물들에서 주 

요한 주제는 사회통계학적 특징 기업가들과 사회 기업가들과 정치 등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단지 ‘중기업가들’과 ‘소기업가들’ 곁에 나란히 존재하는 ‘대기업가들’ 

로서 기술되었다，15) 

비즈니스 엘리트라는 주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대중정보매체들에서 이루 

어졌다，16) 이러한 출판물들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는 기업가들 중에서 가장 부 

유한 집단들로 해석되며 보통 신문지상에 이름이 가끔씩 동장하는 기업가들 

이다. 

이 용어는 과학적인 개념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정보매체 

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서열’과 ‘비즈니스 카탈로그’는 현대 러시아 기업가 

13) 3aCJlaBC I<a51 T. 11. (1995) “마3HeC-cJloA poccHAc l<oro o6m.eCTBa: CYDJ.HOCTb, CTpyl<Typa, 
CTaTYC", 0때eCTBeHHbIe HayKH H COBpeMeHHOCTb, No. 1, c. 19-20. 참조. 

14) B앤HH 11. M. (1996) “BH3HeC-3J1HTa H poccHAc l<oe o6m.ecTBo", BJ1aCTb, No. 9. 

15) B앤HH 11. M.(1993) “COUHaJlb뻐A nopTpeT MeJlI<OrO H cpenHero npe~npHHHMaTeJlbCTBa B 

pocc뻐 110./lHCζ No. 3; rpHm.eHI<O :t:. M., Ho뻐I<OBa 11. r., 1Ianma H. H. (1992) “COUHaJlbH뼈 

nopTpeT npelll1pHH뻐aTeJl5l"， COllHC, No. 10; Pa~aeB B. B.(1993) CTaHOBJ1eHHe HOBoro 

poccHRcKoro rrpeprrpHHHMaTeJ1bCTBa (CoUH0J10rH~eCKHR acrreKT), MOC I<Ba. 

16) lJeπ'oBoR MHP, 1992, 18 H1OJl5I, c. 6, 7 / 22 IþeBpaJl5l, C. 16; 3KOHOMHKa H :t<H3Hb, 1993, 
No. 43, c. 24; CTOJ1HUa, 1993, No. 25 (135), c. 24-26; COBeTCKaJJ POCCHJl, 1993, 6 lþeB

paJl5l, C. 4; H3BecTHJ/, 1994, 7 ceHT5I6p5l; lJeJ10Bb/e J1IOpκ 1995, 51HBapb, C.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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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도움올 준다)7) 

먼저 경제엘리트와 비즈니스 엘리트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데， 무엇보다도 경제 엘리트란 그들의 법적 소유형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금 

융-경제 구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즉， 국영기업의 관리자(PYKOBOllHTeJ1b)들인 기업소장(llHpeKTOp)과 

이미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불리워 왔던 비국영 업체의 관리자들 

(소유자 혹은 매니저들)이 그들이다.18) 

이들 집단들간의 경계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대중적인 주식화로 인해 형식 

적인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한편 국영기업 관리자들이 사적인 주식회사의 관 

리자로 법적인 신분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에 그들이 지녔던 행정 

명령체계하의 ‘산업 사령관단(rrpOMhlmJ1eHH뼈 reHepaJ1HTeT)’의 모든 기본적인 성 

질과 특정을 유지하고 있다. 국영 · 비국영 기업들의 대중적 주식화로 인해， 

그리고 비즈니스 엘리트의 대열로 다수의 과거 국영 기업체 지도자들의 이동 

으로 인해 용어상의 차이가 아직 있지만 경제 엘리트와 비즈니스 엘리트는 

서로 혼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가 계층에서 상층부분올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할 때 이에 대비되는 하 

층부분을 중 · 소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소기업체에 대한 정의는 종사자들의 규모면으로 본다면， 산업， 건축， 교통 분 

야 -100명 이내， 농업， 과학 · 기술 분야 -60명 이내， 도매상 분야 - 501명 

이내， 소매상， 서비스 분야 - 30명 이내인 기업체를 말한다.19)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정의 둥에서 나타나는 규모로 중 · 소기 

업가와 비즈니스 엘리트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비즈니스 옐리트 

(혹은 경제 엘리트)가 그들의 법적 소유형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금융-경제 

구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반대로 중 · 소 기업가는 이러한 통제 

력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규모적인 측면들(자본， 종사자 

17) He3 8.BHCHM8.Jl r 8. 3era, 1994, 26 anpeJlJl, C. 1 /30 ceHT뼈pJl， C. 1 / / 1995, 13 꺼HBapJl， C 

2 / 24 JlHBapJl, C. 1, 2; 3J1HT8. poccHllcKoro 6H3Heca <ß8.PHH-93>, M., 1993 / <ß8.PHH 

-94>, M., 1994; HHTe，때aKC - A H 따， 1995, 16-22 OKTJl6pJl; MoCKOBCKHe HOBOCTH, 1995, 
15-22 OKTJl6pJl; Ð03PO쩌'eHHe 3J1HTa poCcHllcKoro t5H3Heca, M., 1994. 

18) KyKoJleB H. B. (1앉)5) “φop뻐poBaHlle ∞cc뼈CKoR 6113HeC-3J1HTbI", COl!H0J10rHtfeCKHII :<<YP

H8.J1, No. 3. 
19) 법령 〈러시아 연방 소기업의 국가지원에 대하여 >(1995. 6. 14)에 명시. 여기서 중(규 

모) 기업에 대한 명시나 중기업의 규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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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도 고려되기는 하지만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필요 

로 하는 기본적인 금융-경제 구조를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인가 아닌가에 있다 2이 

비즈니스 계충， 기업가 계층， 비즈니스 엘리트의 구조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비즈니스 계충 ----r-기업가----r-비즈니스 엘리트 (대기업가) ( .. • 경제 엘리트) 

」기업가 

뉴-자영 업 자 (C 8.1.10 3 aHUble ) 

뉴- 반기 업 가 (nonynpennpHHHMaTenH) 

」매 니 저 들 . (6H3HeCMe뻐-MeHell*ep퍼) 

• (MeHell*epbI-COBJla.aeJlbl뻐) 

• (Hae빠뻐e MeHell*epbI) 

[그렴 1] 

비즈니스 계충에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집단들이 포함된다. 그 중에 

서 기업가 계층은 자신의 기엽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는 점에서 나머지 

집단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 기업가 계층은 다시 비즈니스 엘리트와 기업가 

대중으로 나눌 수 있다(달리 표현한다면 대기업가와 중 • 소기업가로 대별될 

수 있다). 사적부문의 비즈니스 엘리트는 국영부문의 경제 엘리트와 법적신분 

20)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험적 범주규정을 위해 꾸꼴레프(H. B. KYKOJleB)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기업가 계충문제와 관련된 기업가들， 관리들， 그리고 

경제문제 전문가인 기자들 그리고 정당과 연합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셜문 조사와 

대중정보매체의 내용분석을 수행하고， 형태적인 특정(개인적인 재산과 통제되는 자 

본의 산정되는 양)과 미형태적인 특정(위치와 활동분야， 개인적 혹은 연합체에서의 

(정치적) 권위)에 따라 총체적으로 정의되는 금융-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1995년 여름시점까지 563명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선정되었다. KYKOJleB H. B. 

(1995) “φOp뻐pOBaHHe pOCCHßCKOß 6H3HeC-3J1HT삐"， COl!H0J10rH'leCKHJt *ypH4J1, No.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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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변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 두 집단은 혼합된 형태로 나타 

난다. 

비즈니스 계층 내에는 기업가 외에도 크게 ‘자영업자’ 자신의 생산수단 

을 가지고 개인노동활동에 기초하여 가장 작은 단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반기업가’ 사적부문에서 관리기능이 아닌 고용 종사자이자 동시에 별도로 

자신의 기업가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매니저들’ - 비즈니스맨-매니저 

(사적부문의 고용 매니저) 매니저-공유자(사적부문의 매니저이자 일정 주식 

의 소유분이 있는 자) 고용 매니저(국영부문의 ‘월급’ 매니저) 등이 포함된 

다.21) 

3. 러시아 비즈니스 앨리트의 형성과정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러시아 학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각각 몇 개의 형성 단계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꾸꼴레프(11. B. 

KYKOJleB)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 원초기’， ‘형성기’， ‘사회-정치적 안정화의 

시기’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22) 

21) 3aC JlaBCKa~ T‘ H,(1995) “óH3HeC-cJloll poccHlIcKoro 06w.eCTBa: CYW.HOCTb, CTpyKTypa, 
CTaTYC" , COUHC, No. 3.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정의들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영업 
자’의 경우， 이들 내에 구중간층인 자영 수공업자·상인·농민과 전문적이거나 고숙련 

의 개인노동활동가도 있지만， 한편 열악한 조건의 반프롤레타리아(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수입보다도 적은 벌이를 하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벌이 

의 사업이라도 하는， 그러나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사업을 언제든지 버리고 

고용 노동자가 될 태세가 되어 있는， 즉 외형만 자영업자인 자들)도 속해 있다. 하지 

만 이들 간의 구별이 없다 또한 ‘반기업가’의 경우도， 이들이 고용 노동자인지 개인 

노동활동가인지 구별이 모호한 겸업자들이다. 그러나 자슬랍스까야의 이러한 개념 

규정들은 일단 소비에트의 정체된 경제를 깨뜨리고 혁신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하 

는 집단들을 ‘비즈니스 계층’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러시아 지금의 현실을 보 

다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득， 과도적이거나 혼합된 형태라도 ‘비즈 

니스’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비즈니스 계층’에 넣어 

이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비즈니스’라는 활동형태가 차후에 

더욱 일반화되고 성숙하게 되어， ‘비즈니스’만을 한다는 그 자체로는 혁신적인 요소 

가 없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 때는 ‘비즈니스 계층’이라는 개념의 범주는 더 이상 

유효한 개념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고， 각 하위집단들의 포함이나 배제， 혹은 

그들간의 더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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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꼴레프는 1986-87년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 원초기로 설정하는데， 이 

시기에는 기업가 계층 형성의 기본적인 원천들， 즉 범죄적인 지하경제， 당-경 

제 노멘끌라뚜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개인적 가능성의 잠재성들이 보다 명 

료하게 형성된다. 하지만 이때는 정체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벗어나고자 했던 모험적이고 낭만적인 기업가들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아 

직 비즈니스 엘리트는 출현하지 않았다. 

1987-88년에서 1992-93년까지의 기간에는 기업가들의 낭만적 시기가 계속 

된다. 사회적 계층으로서 기업가 계층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며， 지도적인 사회 

적 지위를 접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서 비즈니스 엘리트가 발생한다. 이 시기 

에는 또한 기업가 활동에 대한 제한이 계속 약화된다. 현실의 실제적인 거래 

가격과 국가 공식가격의 차이에서 세계가격과 국내가격간의 차이에서 막대한 

본원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된다. 그리고 국영조직의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관 

련하여 이를 담당하는 최초의 전문가들이 양산된다. 이 시기에 비즈니스 엘리 

트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집단들이 탄생되었다. 

1992년 후에는 (특히 1993년 가올 보수파의 쿠데타 실패이후에) ‘사회-정치 

적 안정화’의 시기가 도래한다. 노벤끌라뚜라의 부활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산 

업 사령관단: 행정명령체계의 틀을 지닌 산업관료들) 비즈니스로부터 ‘낭만주 

의자들’이 제거되고 금융-정치 집단의 형성과 그리고 ‘권력당’의 형성이 일어 

난다. 이 시기부터 비즈니스 엘리트는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집단으로 정 

착하게 되었다. 

역사학자인 메드베제프 역시 세 개의 단계로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을 구 

분하고 있다.23) 최초의 합법적 비즈니스맨들과 대규모의 사적인 부는 소련시 

대인 1987-88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6년 <개인노동활동에 대하여>라는 

법은 많은 개인노동활동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비즈니스와 부의 축적 가능성은 아직 적었다. 1988년 <협동조합에 대하여>라 

는 법에 따라서 사적인 신분에 의해 그리고 국영기업체와 조직들에 의해 많 

은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다. 1988-89년은 손쉽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때 

이며， 1989-90년에는 국가기구와 경제조직에서 많은 기업소장(띠peKTOp)들이 

22) KyKoJleB H. B.(l996) “φ。pMHpoBaHl!e 61!3HeC-3J1I!TbI", 06D1.eCTBeHHbl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23) MeJlBeJleB p. (1998) “HOBblß KJlaCC pOCC때CKoro oÕDlecTBa", KanHTa지H3M B POCCHH?,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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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금융과 독립채산권올 얻으면서 독립했고 콘체른과 트러스트가 일어 

났다. 

1992-93년에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엘리트의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국내가격과 국외가격의 차액올 이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이 늘어나고， 

외화매매의 합법화와 신용대부의 획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낮은 가격 

으로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면서 기업소장과 경제 지도자(PYKOBO따TeJIb)들은 거 

대한 국가 소유물의 덩어리를 얻게 되었다. 

1994-96년에는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정력적이고 젊은 층들이 비즈니스 영 

역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앞선 비즈니스 엘리트 세대가 전체 비즈니스 

엘리트를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와 같이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단계를 구분하 

고 있는데， 작게는 여러 가지 형성의 계기에 따라 보다 세분된 단계들로 나눌 

수 있지만， 커다란 범위로 보면 1992-93년의 시기를 전후로 하여 비즈니스 엘 

리트의 형성 준비기(낭만적 시기)와 본격적인 형성기(사회 · 정치적 안정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992-93년까지 비즈니스 엘리트 형성을 위한 자본의 축적 

과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엘리트 집단들의 윤곽과 성 

격이 드러나다가， 9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의 지배 계급의 한 부분으로써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1992-93년의 분기점은 법적으로는 1991년에 일반적인 

기업가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사유화에 대한 현실적인 법규들이 마련되 

고， 1992년부터는 바우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가 계층이 대 

중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뒤이은 것이며 24) 1992-93년의 시점이후 

부터는 기업가 연합체들이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과 

결탁된 권력정당이 창설되기 시작한다.25) 이것은 1992-93년의 시기를 기점으 

로 비즈니스 엘리트가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음은 물론， 사회 ·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형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2-93년의 시점은 비즈니스 엘리트 형성의 분기점이 

며， 동시에 이 시점까지의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에 대한 분석은 이들이 어 

떠한 집단틀로 구성되어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발전전망올 가 

24) 기업가 계층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최우익 (1997) “현대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과 

정과 방법론 연구" r러시아연구A ， 제7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참조. 

25) 기업가 연합체의 형성과 정치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40R 

By HK.(l997) CTaHOBJ1eHHe npel1npHHHMaTeJ1bCTBa KaK cy6beKTa COl(HaJ1bHO-nOJ1HTHtleC

Koit *H3HH POCCHH, MoCKS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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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 1992-93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6년 〈개인노동활동에 대하여>와 1988년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법 

령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이 시기까지 지하경제의 성격을 띤 소규모 사업활동 

의 현실화를 위한 합법적인 통로를 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기동 

성과 민첩성올 지닌 자유로운 기업가 계층의 출현을 자극했다. 자유로운 기업 

가 계층의 선구자들과 함께 최초로 현재 비즈니스 엘리트의 한 구성 집단인 

‘꼼소몰 출신자들(KOMCOMOJJblUil)’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들 

어왔다. 

이 시기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UK KfICC)의 상실한 경제적 

통제력을 회복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대안적인 (혹은 리가초프가 명명한 

것처럼 꼼소몰 경제) 경제를 창안한다. 공산당의 지도아래 전소연방 레닌 공 

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UK BJD<CM) 산하에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 (UeHTp 

HayqHo-TeXHUqeCKOrO TBOpqeCTBa MOJJOllell<U: 약칭 UHTTM)의 조정 소비 에 트와 

모스크바의 모든 공산당 지역 위원회 (paRKOM)에서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 

의 망이 조직된다. 이것은 소련 최초의 상업조직이었다.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꼼소몰 기능자들이었다. 리가초프의 주도하에 꼼소몰 

경제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경제활동의 최초의 형태는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의 보호하에 

허용되었고， ‘꼼소몰 출신자들’은 많은 특권올 얻었다. 그들의 조직활동 경험， 

축적된 관계들은 곧바로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 그리고 곧 창설된 주택조 

합인 청년 주태 협동조합(MOJJOllell<HLle 빼JJU뻐L1e KOOnepaT뻐: 약칭 MX<K)과 주 

택 건축 협 동조합(lKHJJHII\HO-CTpoUTeJJbHLle KOOnepaTUBLI: 약칭 lKCK), 청 년 창작 

생산연합(뻐nYJJbC) ， 시베리아 독립청년 센터 (MarUCTpaJJb) 등의 조직에서 실현 

되었다. 이외에도 그들의 손에는 레저산업， 비디오 시장(주로 해적판)， 쇼， 도 

박 둥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이 집중되었다.26) 

‘꼼소몰 출신자들’은 과거에 꼼소몰의 기능을 수행하던 자들로서， 거의 절반 

이 사무원들과 엔지니어-기술 종사자들 출신이며， 1/3은 노동자와 농민 출신 

이 다. 단지 30%만이 모스크바인이 며 ， 30%는 대규모 산업 중심 지 출신이 고， 

26) MenBeneB P.(998) “HOB뻐 Knacc poccHl!cKoro 06I1leCTBa", KanHTaJ1H3M B POCCHH?,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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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소도시 혹은 농촌 출신이다. 전공은 주로 기술이다(67%). 생산부문(1/3 

이 전문 노동자)과 과학 연구소(태m: HaY',lHO-HCCJlellOBa TeJlbCKHìl HHCTHTyT)에 

서 일을 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절반이 꼼소몰 조직에서의 일의 경험 

을 가지고 있다.낀) 

1992-94년 ‘꼼소몰 출신’의 -비즈니스 엘리트 중 80%가 87-89년에 기업가 

계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 시기의 평균연령은 30-32세였다. ‘꼼소몰 출 

신자들’에게 있어서 국가근무의 사적인 사업으로의 이전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그들은 새로운 경제형태의 조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92-94 

년에 ‘꼼소몰 출신자들’은 대규모 홀딩과 쇼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그들의 특 

징은 높은 사회적 적극성이다(70%는 비즈니스 협의회에 참여하며， 30%는 국 

영조직의 자문들이며， 20%는 법 기관에 있다). 과거에 약 80%는 공산당원이 

었지만， 86-88년에 그 대열로부터 나왔다. 오늘날 꼼소몰 출신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장사꾼’으로 변모하였다.28) 꼼소몰 출신의 유명한 비즈니스 엘리트로 

는 홀라드꼽스끼(뻐xa따 XOJlOllKOBCKHìl) , 빠따닌(BJla때Mp nOTaHHH), 자풀린(KOHC

TaHTHH 3aTy재H) 둥이 있다.영) 

1987-89년의 시기에 ‘꼼소몰 출신자들’과 나란히 역시 오늘날 비즈니스 엘 

리트의 한 구성 부분인 ‘물리학자들(φH3HKH)’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생겨났다. 

이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징은 ‘꼼소몰 출신자들’과 비슷하다. 이들 역시 민활한 

중간계층 출신들이다. 출생지는 대규모 산업센터 (80%이상)， 게다가 모스크바 

와 레닌그라드 출신이 30%이다. 사회적 기원은 중간급의 사무원 출신이 45% 

이며， 중간급의 노멘끌라뚜라 출신이 45%이다.30%는 문화-과학 영역 출신 

(교수)의 부모(혹은 부모 중 한 명)를 가지고 있다. 주 전공분야는 기술(85%) 

이며， 게다가 40% 이상이 물리학이다(Mry， MφTH ， 뻐φH). 관리 (30%)와 과학 연 

27) KyKoJleB H. 5.(1996) “φ。pMHpOBaHHe 6H3HeC-3J1HT버 ， 06~ecTBeHHH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이 자료는 1992-94년 기간에 과학 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소 엘리트 연 
구 섹터(끄뢰슈따놈스까야， 꾸꼴레프 둥둥)에서 연구된 것으로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및 연구’， ‘경력 인터뷰， 통계수집’， ‘통계 유형화’의 방식으로 상위 200명의 비즈 

니스 엘리트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자료의 연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는 KyKOJl

eB H. 5.(1995) “COBpeMeHHa~ 6H3HeC-3재Ta POCCHH", BeCTHHK Mry cepHJ/. 18. COUH0J10-

rHJ/ H n0J1HT0J10rHJ/, No. 4. 참조. 
28) KyKoJleB H. 5.(1996) “φ。pMHpOBaHHe 6H3HeC-3J1HTI>I", 06~ecTBeHHH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29) MetlBetleB P.(1998) “HOB뼈 KJlaCC POCCHl!cKoro 06Il\eCTBa", KanHTaJ1H3M B POCCHH?,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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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83%)에서의 일이 주요 사회적 경험이다. 정치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일의 

경험은 없다(14% 미만).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은(30% 미만) 주로 1990년 이전 

에 그 대열에서 나왔다 30) 

1992-94년 시점에 ‘물리학자들’로 분류된 비즈니스 엘리트의 80%가 80년대 

말에 비즈니스로 들어왔다. 그 시점의 평균연령은 35세이다. 기업가 계층으로 

의 이동은 주로 독립적인 선택이었다.31) 

처음에 ‘꼼소몰 출신자들’처럼 ‘물리학자들’은 바로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 

터(HfTM)와 청년 주택 협동조합(빼K)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전자와 달리 그 

들은 건축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같은 산업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향하 

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낮은 수익성의 산업부문으로부터 순수한 투기부문으로 

의 자연스러운 혼합이 일어난다. 협동조합의 재조직화와 다양한 물리학자의 

상업적 조직의 창설이후 ‘꼼소몰 출신자들’처럼 그들의 활동은 상품거래 활동 

으로 변화된다. 92-93년에는 ‘물리학자들’의 활동영역은 물품거래(물품거래에 

서 자금시장까지)， 홀딩(다양한 콘체른)， 금융투자 회사와 새로운 은행조직이 

다. 

1989년을 전후하여 비즈니스로 국가관원 (HallaJlbCTBO)들이 들어오기 시작했 

다.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내던지 듯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던 모험적 

성격의 최초의 기업가 물결들과는 반대로 그들의 뒤를 따라 도착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확보된 가능성들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발걸 

음을 내딛었다. 최초의 기업가 물결이 협동조합을 창설했던 것과는 대조적으 

로 두 번째 물결은 무엇보다 합작기업， 상업은행， 물품 거래소를 만들었다. 

소련 은행체계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8-91년에 비즈 

니스로 산업 ‘관리자들(ynpaBJleHU피)’과 금융 ‘은행가들(óaHKHphl)’이 들어왔다. 

‘관리자들’은 경제관리의 중간급 출신자들이다. 평균연령은 51세이다. 출생 

지는 주(OÓJlaCTb)의 중심부(45%) 지역 (paßOH) 중심부와 시골(40%)이다. 노동 

자와 농민 출신이 30%이며， 중간급 근무자 출신이 45%이다. 교육은 주로 기 

술분야에서 받았다. 사회적 경험분야를 보면 생산의 실제 경험이 50%, 중간 

급 기업관리가 70%이며， 부(MHHHCTepCTBO)의 중간급의 위치가 50%이고， 과학 

30) KyKOJIeB H. B.(l996) “~OpMHpOBaHHe õH3HeC-3깨T퍼 ， 06meCTSeHHYe HayKH H cospeMeH

HOCTb, No. 2. 
31) KyKOJIeB H. B. (1996) “φopMHpoBaHHe õH3HeC-3JI1IT1.!", 06meCTseHHble HayKH H cospeMeH

HOCTb,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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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관리경험이 40%이다. 과거에 70% 이상이 소련 공산당원이었다.32)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시기는 1988-92년이다. 그 시점에 연령은 46-47세 

이다. 앞선 ‘꼼소몰 출신자들’과 ‘물리학자들’과는 달리 국가조직의 재조직화가 

비즈니스로 이전한 주요 원인(60%)이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은 30%에 

불과하다. 최초의 사업은 새로운 경제형태， 예를 들어 생산자 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진 임대기업， 합작기업， 물품 거래소 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1992-93년 

에 ‘관리자들’의 사업영역은 대규모 금융-산업 집단， 훌딩， 물품 거래소에서 

변형된 상공회의소， 상업은행 등이다. 그들의 의식은 주로 보수주의， 전통주의 

이며， 민족 비즈니스의 문제(보호， 지원， 발전)에 초점올 둔 기업가 연합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잃) 

‘은행가들’은 직업적 금융가들이며 과거에는 소련의 은행체계에서 근무한 

자들이다.95%가 높은 수준의 금융경제 교육을 받았다. 은행가들은 대략 두 

가지 즉， 구 은행가들과 젊은 은행가들로 나누어진다.34) 

구세대의 은행가들은(평균 53세) 주로 국영 특별은행올 상업은행으로 재조 

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은행조직을 주도하며 또한 국민경제의 일정한 부문의 

자본의 기초에서 생긴 부문은행을 주도한다.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 은행구조 

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다. 

젊은 세대의 은행가들은(평균 36세) 역시 은행업무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구 은행가들과는 달리 그들은 국영은행에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의 영역은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0에서 시작한 새로운 상업은행이다. 수익 

성 있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짧은 기간에 새로운 은행들이 국영 특별은행의 

재조직화로부터 생기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가들은 공산당원이며 공산당의 활동금지와 관련하여 

당으로부터 나왔다.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 비즈니스 엘리트로는 따라소프 

(TapaCOB) , 구신스끼 (rYCHHC재R) ， 야꼬블레프(HKOBJleB) 이다.35) 

32) Ky I<OJleB H. B.(l996) “φOp뻐poBaHHe 6H3HeC-3J1HThI", 0611leCTBeHHb/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33) Ky I<OJleB H. B. (1996) “410p짜IpoBaHHe 6H3HeC-3J1HThI", 0611leCTBeHHb/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34) KyKoJleB H. B. (1앉)6) “φ。pldHpoBaHHe 6H3HeC-3J1HThI", 0611leCTBeHHb/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35) MenBeneB P.(1998) “HOB뻐 KJlaCC poccHRcKoro o6DlecTBa" , KanHT4J1H3M B POCCHH? , 

MOC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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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의 국가 소유물의 사유화는 비즈니스 엘리트에 새로운 집단을 낳았 

다. 즉， 가장 노멘끌라뚜라적 성 격 의 집 단이 라고 할 수 있는 ‘기 업 소장들Ü1H

peKTopa)’이 비 즈니 스의 영 역 으로 들어 왔다. 

이들은 비즈니스 엘리트의 가장 최근에 생긴 집단이다. ‘기업소장들’의 출현 

은 국가 소유물의 대중적 사유화와 관련되어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에 새로운 

구성원 - 사유화의 결과 주식회사로 된 대규모 산업 연합체 - 들이 생겼다 

고 확인할 수 있다. 밑에 제시된 통계들은 1995년 초의 ‘기업소장들’에 대한 

것이다. 

‘기업소장들’은 대기업체의 교묘하고 빈틈없는 요원 종사자들이다. 기업체에 

서 그들은 낮은 지위로부터 시작하여 관리자 비서 혹은 소 부문의 관리자까 

지의 길을 걸어 왔다. 고도의 기술 교육 수준(85%)을 지니고 있고， 많은 사람 

들이 야간(BeqepHee) 혹은 통신(3a。뻐。e) 교육을 받았다(53%). 구 산업 노멘 

끌라뚜라(P3M B"XHpeB(ra3npOM), BJla.llHMHp Ka.llaHHHKOB(ABTOBA3), BarHT AJIeKne

pOB(JIYKORJI), HHKOJlaR Bex(KaMA3), AJIeKCaH.Ilp CMOJleHCKHR(CBC-ArPO))와 ‘붉은(공 

산당원)’ 기업소장들(CTapo.ay6ueB ， TpaBKHH, mYMeRKO, BoqapOB) 이 기업체의 우 

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주식회사화의 결과로 자신의 기업의 많은 주를 통제 

할 가능성을 얻었고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거대한 산업자본의 주인이 되었 

다.36) 

1992-94년의 2년 동안 노벤끌라뚜라적인 경험을 가진 비즈니스맨의 부분은 

38%에서 61%로 늘어났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과거의 충원 메커니즘(1989-

1990년까지 이것은 주로 “자유로운 선택”이다)은 ‘국가구조의 재조직과 관련 

한 비즈니스로의 이동’으로 거침없이 전환되고 있다.인) 1993년 10월 보수 쿠 

데타의 실패는 사실상 더이상 기다릴 것이 없으며 만약 지금 부를 거머쥐지 

않으면 남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 구 경제 엘리트에 대 

한 신호가 되었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올 질적으로 이전 단계와 구분시키는 92-94년 시기 

의 비즈니스 엘리트 구조의 변화를 본다면， 몇 가지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낭만적 시기에 대두한 비즈니스 엘리트 집단 즉， 주로 ‘꼼소몰 출신자 

36) KyKoJleB H. B.(l996) “φOpMHpoBaHHe CíH3HeC -3J1HTh"', 0，뼈eCTseHRNe H4YKH H COSpeMeH

HOCTb, No. 2. 꾸꼴레프는 이외에도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타 소수집단으로 옐리트 
가족， 예술가， 경제 이교도들(zIHCCHlleThI) 둥둥을 지적한다. 

37) KyKoJleB H. B. (1995) “φOpMHpOBaHHe pOCCHRcKOII CíH3HeC-3J1HThI", COl(H0J10rHllecKHIt 

JKYPH4J1, No.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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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물리학자들’， ‘관리들’의 비중이 축소된다. 비즈니스 엘리트 중에서 그들의 

비율은 62%에서 42%로 낮아졌다. 이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심각한 양극 

화가 일어난다. 이탈자의 15%는 파산하거나 혹은 국외로 이주했고， 85%에게 

서는 비즈니스의 위치가 하락했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열이 올라갔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관리적 잠재성을， 그리 

고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순응성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가까운 시 

기에 축출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고 몇몇 집단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38) 

비즈니스 엘리트의 양대 산맥은 두 집단 즉 ‘은행가들’과 ‘기업소장들’이 되 

고 있다. 부의 노멘끌라뚜라적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은행가들’‘(과거에는 60% 

이상이 중간 수준의 경제 노멘끌라뚜라에 속했다)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기업소장들’은 급격히 비즈니스에서 자신 

의 존재를 확대했다. 

둘째， 1993년 이전까지 기업가 계층의 발전과정이 주로 양적인 측면의 확대 

로 이루어졌다면， 1994년부터는 적극적인 내부세력의 재집단화와 영향력의 재 

분배가 일어난다. 충분한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모회사는 자회사를 창설하기 

시작한다. 모회사에는 자신의 은행， 주식회사， 보험회사， 백화점 등이 있다. 서 

구기업과의 합작회사， 폰드， 대중여론매체， 로비조직， 때로는 정치정당， 결국은 

자신의 세력구조의 창출은 논리적인 발전의 귀결이다. 실질적으로 1995년에는 

정치계와의 연관성이 없는 대규모 독립적 비즈니스는 남아있지 않다.39) 

이리하여 1980년대 중 · 후반부터 1992-93년까지 비즈니스 엘리트 주요 집 

단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994년부터 비즈니스 엘리트는 러시아 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서 부동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내 

부구조는 러시아 비즈니스의 형성과 발전의 모든 기본적 계기와 단계들이 도 

입되고 반영되어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는 80년대 후 

반과 90년대 초반시기에 자신의 특수한 역사를 가지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KyKoJleB 11. B. (1996) “φ。pMHpoBaHHe 6H3HeC-3J1HTμ ， 06~eCTBeHHue HayKH H COBpeMeH

HOCTb, No. 2. 
39) KphlmTaHOBC Ka~ O. B.(l996) “TpaHciþopMal.\깨 CTap。꺼 HOMeHKJlaTphl B HOBYffi POCCHßCKy~ 

3 J1HTy", TpaHctþopMaUHJ/ COUHa.nbHOη CTpyKTypU H CTpaUJ빼'HKaUHJ/ poccHBcKoro o6~ecTBa， 

OTB. pell. rOJleHKOBa 3. T. , MocKBa. 



현대 러시아 버즈나스 헬리트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315 

4.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성격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현대 엘리트 일반에 대한 

초기 연구자로는 끄뢰슈따놈스까야(0. B. KphlillTaHOBCKa~)를 들 수 있다. 그녀 

는 꼼소몰 경제하의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 (UHTTM)나 청년 주택 협동조합 

(~K) ， 주택 건축 협동조합(lI<CK)과 같은 최초의 경제조직을 지적하면서， 이러 

한 조직들이 오늘날 가장 비즈니스 엘리트의 거대한 상업조직의 태아가 되었 

다고 말한다.때) 

이와 같은 특권적인 경제조직들이 비즈니스 엘리트 창출의 기초를 마련했 

으며 결국은 정치 엘리트를 포함한 전체 엘리트의 새로운 특권체계가 재창출 

되었다. 과거에 노멘끌라뚜라의 특권이 ‘물(질)적인’ 성격을 띠어서， 일부 정부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금전적인 지출을 축소 

시킬 수 있고， 특정한 서비스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데 반해， 이 

제 특권은 모든 보다 실제적인 성격을 얻게 되었다. 노벤끌라뚜라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것이 허용되며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얻는다. 

대체로 이윤의 허용이 주요한 특권이 된다.41) 

특권체계의 변화는 정치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낳았다. 즉， 권력의 

중심이 공산당(과거에 계획경제를 입안하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잃었을 뿐더러， 과거의 의미의 당은 사실상 해체되기까지 했다)에서 소비에트 

대의원에게로， 그런 다음에는 대통령 행정부와 지역 행정부 등의 행정기관(시 

장경제와 사유화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곳)으로 옮겨졌다. 엘리트 충원은 다수 

후보로 이루어진 민주적 선거를 통한 새로운 통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제분야에서는 계획경제가 약화되고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 (UHTTM) 조 

직에 의한 꼼소몰 경제가 생겨난다. 빼레스로이까 기간에 경제， 금융 하부구 

조의 개혁이 일어나며 소련의 국가 조달청 (rOCCHaõ) 역할의 약화는 시장적 

40) KpbllllTaHOBC I< a51 O. B.(1995) “TpaH때。pMa뻐51 CTapoß HOMeH I<ßaTyp퍼 B HOBylO poCCH꺼C I<YIO 

3ßHTy", 06m.eTC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 

41) 구체적으로 특권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작기업의 창설， 전권을 가진 조직， 돈의 

자유로운 현금화(oGHaßH뻐BaHHe) ， 특권적 신용， 부동산의 거래·매매 등의 사무， 수출 

입 업무의 특권， 국가에 의한 국가의 사유화， 부의 꽁체른으로의 전환， 은행체계의 

사유화， 분배체계의 사유화， 수익성 있는 산업의 사유화 등등. Kp때TaHOBCKa51 0 

B.(1995) “TpaHCφpMaijH5I CTapoß HOMeHKßaTyp비 B HOBYIO POCCHßCKYIO 3ßHTY", 06m.eTC 

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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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로 물품의 배분과 교환기능을 떠맡고 나선 물품 거래소(õHpll<a)의 거침없 

는 발전을 수반했다. 수많은 독자적 상업은행의 발생과 탈집중을 결과한 은행 

의 개혁이 일어났고， 경제관리 체계의 변화가 일어녔다. 일련의 중앙부서에서 

는 콘체른이 나타났고， 수많은 수익성 있는 공장들이 사유화되었다. 

결국 경제에서 당과 국가의 노벤끌라뚜라 권력이 소유물로 바꾸어졌다는 

점에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있다. 국가는 스스로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했 

다. 과거에 소유물이 관리되기만 했었지 노멘끌라뚜라의 소유물은 아니었다 

면，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갖추어진 소유물로 되었다. 장관은 콘체른에서 주 

주총회의 의결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수의 주주를 장악하게 되었고， 재정부 

의 주요 관리자는 상업은행장이， 국가조달청의 지도자들은 물품 거래소의 주 

요 관리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구 노벤끌라뚜라의 재생산 경향과 시장경제체제하의 재편에 대 

해 끄뢰슈따돕스까야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42) 

옐젠정권하 지배 엘리트의 구 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충원비율(%)쩌) 

[표 1]에 의하면 옐씬 정권 하에서 지배 엘리트는 약 2/3가 과거 노멘끌라 

뚜라로부터 충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지도부와 행정부， 지역 엘리트는 약 4/5가 과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충원되었 

다. 특기할 점은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우는 과거 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충원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41%)찌 비즈니스 엘리트 

42) 과학 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소 엘리트 연구섹터(끄뢰슈따놈스까야， 꾸꼴레프 등둥)에 
서 연구된 자료. 

43) KphIDlTaHOBC KaJl O. B.(1995) “TpaHclþopMaUI쩌 CTapoß HOMeHKnaTypY B HOBy~ pocc뼈CK~ 

3nHTy", 0611leTCBeHHble HayKH H COBpeMeHHOCTμ No. 1. 
44) 본래 원문(KPblDlTaHOBCKaJl o. B.(1995) “TpaHclþopMaUI쩌 CTapoß HOMeHKnaTypμ B HOB~ 

POCCHßCK~ 3nHTy", 0，뼈eTC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에 는 61%로 표기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기로 보인다. 원문의 앞선 내용에서 비즈니스 엘리트 중 

노멘끌라뚜라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의 비율이 59%로 나온다. 따라서 노멘끌라뚜라 

에 속한 비즈니스 엘리트의 비율은 41%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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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원올 출신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옐씬정권하 비즈니스 엘리트의 구 노벤끌라뚜라의 

부분별 하위 엘리트로부터의 충원비율(%)쟁) 

기타 

[표 2] 

비즈니스 엘리트의 3/4는 꼼소몰과 경제 엘리트에서 충원되었는데， 이들은 

앞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후반을 전후 

로 한 중간적， 주변적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꼼소몰 출신자들’과 경제부문의 

‘관리자들’， ‘(젊은 세대)은행가들’을 한 축으로 하고， 그리고 상층 엘리트로 포 

함될 수 있는 ‘기업소장들’과 일부 ‘(구 세대)은행가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한 

양자로부터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구 노멘끌라뚜라에 속해 

있지 않거나 노멘끌라뚜라의 주변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비즈니스 엘 

리트의 주요 구성부분을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정치 엘리트에 비해 비즈니 

스 엘리트의 구 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우에는 정치 엘리트처럼 구 

노벤끌라뚜라로부터 충원되었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1980년대 후반의 시장 

경제로의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로， 그리고 상층 엘리트와 동시에 중간적， 

혹은 주변적 엘리트로부터 충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인 

정하면서도 끄뢰슈따놈스까야는 구 노벤끌라뚜라의 재생산에서 비즈니스 엘 

리트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현재의 전체 엘리트 다수의 과거 엘리트로부 

터의 충원 경향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에 반해 부닌 (H. M. BYHHH)의 경 우에 는 끄뢰 슈따놈스까야의 ‘구 노벤끌라 

뚜라의 새로운 러시아 엘리트로의 전환 테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끄뢰슈따놈스까야는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가 새로운 러시아 

엘리트로 전환(새로운 정치 엘리트의 4/5가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 출신)되었 

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닌은 내면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위계제도가 붕괴되 

45) KpIlllllTaHOBCKaj[ O. B.(1995) “TpaHCφ0대aUHj[ cTapoR HOMeHKRaTyp~ B HOBy~ pocCHRcK~。

3RHTY", 06DteTC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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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위계제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엘리트는 적응할 수 없고， 

엘리트의 교체는 깊이 있는 변동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인물 

들의 출현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46) 

부닌이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BUl10M의 연구에 따르면，47) 1993년 엘리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2/3가 1988년에는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 

았다. 또한 다른 연구48) 역시 ‘노벤끌라뚜라의 설욕전 (peBaHW: 카드놀이의 용 

어로써 잃은 패를 다시 따온다는 의미)’ 테제가 오류임을 증명하였다고 부닌 

은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는 압도적 다수가 인텔리， 학자， 교수， 

기자로 충원되었으며， 뷰로크라트로부터 나온 현대 엘리트 구성원들은 소비에 

트시기에 중간 정도의 지위를 점했고 당관료들과 약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비즈니스 엘리트와 관련하여 부닌은 비즈니스 엘리트를 포함한 비즈니스 

계층 전체는 다양한 기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심리적， 이데올로기 

적 측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집단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과거 소비에트 ‘기업소장들’과 ‘새로운 물결’의 기업가들에 있어서 

두 집단의 발전전망은 학문분야에서 모순적인 평가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과연 지배적인 집단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부닌은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49) 대중적 인식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기업가들의 성공은 그들의 과거， 소비에트 권력기의 사 

회적 지위， 혹은 그 시기에 축적된 부와 미약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설문대상 중에는 노멘끌라뚜라적 사유화 (별칭으로 npliXBaTli3aUlUI (약탈， 횡령) 

라고 불리운다) 유형의 기업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에서 지배적인 위 

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노멘끌라뚜라가 상업조직을 이용했다 

기보다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당 자본을 경제유통으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 

46) 5yHHH H. 1.1.(1996) “바3HeC-3ßIiTa H pOCcHßcKoe 05띠eCTBO" ， BJIaCTb, No. 9. 
47) 신·구 엘리트들에 대한 1812개의 인터뷰. 
48) 176명의 대의원， 108명의 행정부 구성원， 195명의 지역 권력 구성원들에 대한 경력 

연구. 

49) UeHTp nOßHTHqeCKHX TexHoßorHß(urπ)에서 수행된 1987년 이후 비즈니스에 입문한 사 

람들(60명의 대기업가， 50병의 중·소기업가， 10명의 국영기업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 구. 5yHHH H. M. (1994) DH3HeCMeHbI POCCHH. 40 HCTOpHIl ycnexa, MoCKBa에 수록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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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닌이 BUHOM에서 수행한 ‘구’엘리트 연구에 따르면 1988년의 당엘리트의 

4%와 국가 엘리트의 4%가 1993년 비즈니스 엘리트로 들어왔다. 또한 BUHOM 

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가들의 대부분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비즈 

니스 엘리트의 형성 준비기에 비국영 경제부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993 

년을 전후한 시기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1993년에 비즈니스 엘리트에 속하 

고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4%만이 1988년경에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BUHOM의 통계에 따르면 1988년의 당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1/5 이상이 1993 

년까지는 이미 퇴직했고， 일부는 단순 전문가로 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만이 

자신의 엘리트 신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비즈니스 엘리트는 구 엘리 

트와의 연관성이 약하며 구 엘리트는 하나의 중심세력으로써 강력한 경제적 

주체로 등장하는데 실패했다.50) 

‘사회여론’지의 1992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가의 대다수가(71%) 인텔 

리 2세대이며， 단지 21%만이 노동자 가족 출신이다.51) 부닌은 소비에트 체제 

에서 주변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텔리층이 어떻게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지 

향점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회-심리적 원인을 제시한다. 

기업가들의 최초의 물결은 심리적인 아웃사이더의 특징을 많이 지녔다. 브 

레즈네프의 ‘정체’ 시기에 미래의 새로운 기업가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아직 

능력을 실현시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비 

에트 체제로 포함되지 않았으면서도， 동시에 그 체제로부터 떠날 수도 없는 

경계에 위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인종 출신의 기업가 계층의 출현 역시 사회-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민자，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이 정상적인 체계를 뚫기 위해 더 

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하게 된다. 대기업가들 중에서 비러시아(비슬 

라브) 민족 출신의 높은 비율의 원인은 무엇보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직면한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있었으며 만약 그들이 러시아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다 

면， 그 경우에 위로 향한 비범한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러시아 기업가들은 느린 진행의 서열 위계사다리， 조직틀 내에서의 

경력， 이미 정해진 진급의 길 등둥을 지향하는 관료적 정신을 지닌 소비에트 

사회의 지배자들과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 

50) ôy배H H. M.(1996) “ôH3HeC-3RHTa H pOCCI깨c l<oe OÔlIleCTBO", B.π'aCTb， No. 9. 
51) ôyHHH H. M.(1996) “ôH3HeC-3RHTa H POCcHl!CI<Oe oÔlIlecTBo", B.IlaCTb,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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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발 앞서서 시장으로 내달리고 완강함과 목적지향성을 추구하는 둥등의 

성격은 새로운 기업가들의 특징이 된다. 

많은 ‘관원 (HaqaJlbCTBO)’들이 스스로 나왔지만 대부분은 국가조직이 붕괴된 

이후에 그만두고 나왔다. 이들의 일부는 그냥 ‘기업가적인’ 직위로 임명되었 

다. 대기업가들의 수준에서 ‘거대한 관원들’ - 대외 교역부의 기업소장로부터 

부(뻐뻐CTepCTBO) 장관까지 - 이 사적 부문으로 옮겼다. 유사한 과정 이 ‘소 관 

원들’ 사이에도 일어났다. 아주 급속히 기업가들의 두 형태 - 아래서부터 그 

리고 위에서부터 - 의 상호침투가 이루어졌다. 후자는 독특한 기업가적 경험 

올 시장으로 가지고 갔고， 후자는 국가자본과 관계(연줄)를 가지고 갔다. 구태 

의연한 행위들을 구축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일련의 기업가 대열에 끼 

게 되었다. 반대로 ‘낡은 정체’의 지향성을 계속 보존한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 

했다. 

기업가 계층의 발전은 노벤끌라뚜라의 분해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러시아 기업가 계층은 밖으로부터 그리고 밑으로부터 형성되었다. 기술 

인텔리， 소비에트 사회의 가장 적절치 못한 계층이 새로운 기업가 계층충원의 

가장 대중적인 원천이 되었다. 

한편 다수의 ‘붉은(공산당) 기업소장’들이 자신의 위치를 시장경제에서 보존 

했다는 사실을 부닌 역시 인정한다. BUHOM에 따르면 1993년 당시 대규모의 국 

영기업가 반국영기업의 기업소장들중의 70%가 1988년에도 이러한 자격으로 

일했다.52) 하지만 이에 대해 부닌은 그들의 혁신적 잠재력이 크지 않다고 평 

가한다. 

결국 러시아에서 두개의 하위체계로 기업가 계급의 일정한 분열이 일어나 

고 있다. 하나는 국가기구와 특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그리고 

관료적 엘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 비즈니스 부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항상 도산의 위협에 처해있고， 항상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 

며， 자주 사회의 무시와 소외를 겪고 있는 중 · 소 비즈니스 부문이다. 

물론 여기서 부닌의 관점이 현대 러시아의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에 있어 

서 과거 노멘끌라뚜라의 복귀 현상올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요 

점은 현재의 기업가 계층과 비즈니스 계층을 형성시킨 주된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비즈니스 엘리트는 어떠한 성격을 지닌 계층으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있다. 끄뢰슈따돕스까야의 관점이 과거 지배층의 재생산과 대기업가 

52) oyHHH H. M.(1996) “oH3HeC-3.nHTa H poCcHll:cKoe o l5D1eCTBO", B.nacTb,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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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부닌의 관점은 새로운 물결로서의 기업가 

계층의 형성과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 • 소 기업가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끄뢰슈따돕스까야의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부닌의 입장과 

많이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강조점은 구 노멘끌라뚜라의 정치 • 경 

제 동의 러시아 현대 지배 엘리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러 

시아 사회가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하여 과거의 지배 엘리트 구조가 와해되고 

전복된 것이 아닌 이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 시대의 엘리트가 기본적인 기 

득권을 상당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인적구성에서，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과거의 엘리트들이 현재의 엘리트로 계속 폰속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와 마 

찬가지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분석의 초점은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변동 

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이 과거의 정체의 시기와 비교하여 

다른 특수성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실 

제로 그녀가 [표 1]에서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 럼 현재의 정치 엘리트의 

4/5가 과거에도 정치 엘리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5은 과거와 같은 

노멘끌라뚜라의 위계 사다리에 의해서 충원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1/5 

이라는 비율은 그녀 자신의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브레즈네프 시기나 

심지어 고르바초프 시기에도 있을 수 없는 커다란 변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변동을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고 그 요인의 잠재성과 발전정도를 분석하 

는 것이 연구의 유의미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비즈니스 엘리트는 지배 엘리트의 한 부분이며， 전체 지배 엘리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집단은 전체 지배 엘리트 내에서 상대 

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엘리트 집단이다. 이들은 소련에서 러시아 연방으 

로 넘어가는 새로운 사회 계급구조 변동의 현상물이며， 새로운 사회계층 즉 

기업가 계층 형성의 결과물이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이제 ‘낭만적 시기’의 형성단계(형성 준비기)에서 ‘사회

정치적’ 안정의 단계(본격적인 형성기)로 나아가게 되었다. 1992-93년을 전후 

하여 비즈니스 엘리트의 구성에서 노멘끌라뚜라 ‘복귀’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 

작했는데， 현대 비즈니스 엘리트의 구조적 변화의 주요 경향은 ‘기업소장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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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들’ 집단의 강화의 결과 낭만적 시기에 형성되었던 집단의 대표자들 

(‘꼼소몰 출신자들’， ‘물리 학자들’， ‘관리 자들’)의 영 역 이 축소되 고 있다는 것 이 

다. 

1994년부터는 비즈니스 엘리트 내의 금융-산업집단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엘리트의 유착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즈니스 엘리트와 기업가 대중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지하경제， 관료적 노멘끌라뚜라， 범죄세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 

원을 지적하면서 현대적 비즈니스 엘리트를 단지 이 세 가지 사회경제적 집 

단으로만 귀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의 중간층(주로 과학 

기술 인텔리) 혹은 ‘엘리트 주변’층들이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기원으로 등장했 

다.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업가 계층은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과거 

로부터 계승되어 온 지배 엘리트와 비교해서 무력한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기업가적 행위와 비즈니스 문화는 광범하게 사회를 변동시키 

고 있다. 과거의 지배층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매개해서만 현대에 

적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엘리트로 형성될 수 있으며 만약 지배 엘리트가 과 

거의 구습을 고집한다면 비록 지금은 기존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사회에 정착 

하고 힘을 유지시키고 있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러시아 기업가 계층의 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길이 예견된다. 

즉，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기득권으로 소유한 지배 엘리트 중심의 발 

전의 길인가， 아니면 주로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여 중 · 소 기업가가 주축이 

된 기업가 대중중심의 발전의 길인가라는 두 가지의 길이다. 이러한 기로에서 

거대한 자금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연줄이 지배 엘리트를 유지하는 힘이라 

면， 인텔리층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 대중에게는 강인하고 창조적인 혁신가적 

기업가 정신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BpaaMOBa E., 뻐CI<JIH H.(1994) “COI.lßaJlbHaj! TpaHciþopMal.lßj! ß 3J1ßTbI", 061I{eCT

BeHHhle HayKH H COBpeMeHHOCTb, No. 3. 

때aHaCbeB M. H. (1996a) “npaB5IIIlße 3J1ßTbI PocCßß: oõpa3 llej!TeJlbHocTß", MHPO-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323 

Ba~ 3KOHOMHKa H Me~따fHapo/1nμ'e OTHODleHH~， No. 3, 4. 

(1996b) “rocy~apcTBO H HOMeHKnaTypa: non~TKa HeOÕXO~HMNX 

YTOqeHeH째" nOJJHc, No. 2. 
oaõaeBa 지. B., 배pHKOBa A. E.(1995) “oH3HeC-3nHTa POCCHH. Oõpa3 MHpOB03pe

HH5I H THnμ nOBelleHH5I", CIαlHC， No. 4. 

oaõaeBa JI. B., TapmHc E. R. Pe3HHQeHKO JI. A.(1996) “3nHTa POCCHH: 0 HaCT05l

meM H õY1lYmeM cTpaH~" ， C，αIHC， No. 4. 

oyHHH H. M.(1993) “Co때anbH뼈 nopTpeT MenKoro H cpellHero npellnp“HHMaTenb

CTBa B POCCHH", no.개rJ1C， No. 3. 

___ (994) “HOB~e pOCC뼈대KHe npellnpHHHMaTneH", B.μ3He대'eHbl POCCHH. 

40 HCTOpHfl yCIlexa, MOCKBa. 

___ (1996) “oH3HeC-3nHTa H pOCCH까CKoe OÕ띠eCTBO" ， BJ1aCTb, No. 9. 

rOnOBaQeB o. B., KOCOBa JI. 0.(995) “UeHHOCTHhle opHeHTau째 COBeTCKHX H nOCT

COBeTCKHX 3nHT", KY/1a H/1eT POCCHH~? MbTepHaTHBbl 06DleCTBeHHoro pa3BH

TH~， MOCKBa. 

ronblleHõepr H. A. (1995) “X0351ßCTBeHHO-COUHanbHa51 HepapXH5I B POCCHH H nocne 

nepeCTpoßKH", COl/HC, No. 4. 

따CKHH H. E.(994) “POCCH5I: COUHanbHa51 TpaHc!þopMaUH5I 3nHTLI H MOTHBa TH5I", 

KY/1a H/1eT POCCH~? MTepHaTHBbl 0띠eCTBeHHoro pa3BHTH~， MOCKBa. 

(995) “Pe!þop뻐 H 3nHT~: HHCTHTyUHoHanbH뼈 acneKT", 06DleCTBeH

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6. 
(1996) “퍼HTIiI KaK cyÕbeKT pOCCHßCKHX pe!þopM", BeCTHHK Mry ce

pH~. 12. nOJ1HTH'leCKHe HayKH, No. 1. 

뻐CKHH H., ABpaaMoBa E.(994) “COUHanbH~e TpaH때opMaUHß H 3nHTLI", 06DleCT 

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3. 
EpomOBa H. c.(1994) “TpaH때OpMaUH5I npaB5Ime꺼 3nHTIiI POCCHH B ycnoBH5IX COUH

anbHoro nepenoMa", KY/1a H/1eT POCCH~? AJ1TepHaTHBbl 06DleCTBeHHoro pa3BH

TH~， MOCKBa. 

3acnaBCKa51 T. H. (1995a) “oH3Hec cnoß POCCHßCKoro OõmeCTBa: cy띠.HOCTb ， CTPYK

Typa, CTaTYC" , COl/HC, No. 3. 

o 995b) “oH3Hec-cnoß pOCCHßCKoro oõmeCTBa: CYII\HOCTb, CTpyK 

Typa, cTaTYc" , 01꾀eCTBeHHble HayKH H COBpMeHHOCTb, No. 1. 

KpLImTaHOBCKa51 o. B.(993) “HOBa51 pOCCHßCKa51 3nHTa", COUHaJ1b에O-CTpaUH，뼈 



324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Kal.(HOHHOble npOl.(eCCbl B CpBpeMeHHOM 06m.eCTBe, KHH)j(Ka 2, nOll pell. 3. T. 

rOJJeKKOBa, MocKBa. 

(1995) “TpaH때opMaUl쩌 cTapoR HOMeHKJJaTypoR B HOByro POC

Cl때CKyro 3JJHTY", 06m.ecT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 

(1996) “TpaHc~opMaUH~ cTapo때 HOMeHKJJaTp~ B HOByro POC

Cl깨CKylO 3JJHTY", TpaHctþopMal.(HJI COl.(HaJlbHOR CTpyKTypbl H CTpal.(때'HKal.(HJI 

poccHRcKoro 06m.ecTBa, OTB. pell. 3. T. rOJJeHKOBa, MocKBa. 

KyKOJJeB H. B. (1995a) “φOp째pOBaHHe poccHRcKO꺼 õH3HeC-3JJHT피 COl.(HOJlOrH

'lecK.쩌 원rpHaJI， No. 3. 

(1995b) “COBpeMeHHa~ õH3HeC-3JJHTa POCCHH", BeCTHHK Mr.χ CepHJI 

18. COl.(HOJlOrHJI H nOJlHTOJlOrHJI, No. 4 
(1996) “φOpMHpOBaHHe õH3HeC-3JJHT~" ， 06m.eCTBeHHble HayKH H CO 

BpeMeHHOCTb, No. 2. 
MaHTpOB 10. H. (1994) “HOMeHKJJaTypa UeHTpaJJbHOrO annapaTa KOMCOMOJJa nepHOlla 

nepecTpoRKH", POCCHJI H cOBpeMeHHblR 싸끼D， No. 3. 

MellBelleB P. (1998) “HOB뼈 KJJaCC poccHRcKoro oõlllecTBa", KanHTaJlH3M B POC

CHH?, MOCKBa. 

MellYmeBCKHR A. H.(1995) “φopMHOBaHHe np~B~lIlerO KJJaCCa", COl.(HOJlOrH'leCKHR 

쩌rpHa껴 NO.4. 

MHKyJJbCK째 K. H. H llP. (1995) 3JlHTa POCCHH 0 HaCTO찌eM H 6y.aym.eM CTpaHbl 

(HHTepBbIO C npe.aCTaBHTeJIJlMH 3 JlHTHblX rpynn), MOCKBa. 

(1995, 96, 97) POCCHRCKaJI 3JlJπa: onblT COl.(HOJlOrH'leC

Koro aHaJIH3a. CJaCTb. 1, II, III, MOCKBa. 

naCTyxOB B. E. (1993a) “'OT HOMeHKJJaTyp~ K õyp~a3HH: ‘HOB~e pyccKHe’ (1)", 

nOJlHC, No. 2. 
(1993b) “‘HOBLle pyccKHe ’ nO~BJJeHHe HlleOJJOrHH (2)", nOJlHc, No. 

3. 
nyralleB E. M.(1995) “Pa3BHTHe COBeTC때X H nOCTCOBeTCKHX 3JJHT" POCCHJI H 

COBpeMeHHblR MHp, No. 3. 

Pa1l3HXOBCKHR JI.(1993) “HOB~e õoraTLle", CTOJlHl.(a , No. 6. 

PHBepa m. B. (1995) “TeHlleH뻐H ~OpMHpOBaHH~ COCTaBa nOCTKOMMYHHCTHlIeCKoR 

3JJHTLI POCCHH: penyTaUHoHH퍼R aHaJJH3", nOJlHc, No. 6. 

POBeHCKHR 10. A. (1994) “npomJJoe H HaCTO~lIlee MaJJOrO õH3Heca B POCCHH" , COl.(H-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옐리트의 형성과 성격애 대한 연구 325 

aRbHO-nOßHTHqeCKHR 써쩌aR， No. 9-10. 

(1996) “ 3BOJOOUH1I Ma.noro npelIIlpHHHMaTeJIbCTBa B POCCHH", COUH-

8.ßbHo-nOßHTHQeCKHR >K}'PHaR, No. 2. 
P매BKHHa P. B.(994) “φOpMHpOBaHHe HOBbIX 3KOHOMH'IeCKHX KJIaCCOB", COUHOßorH

QeCKHR >K}'PH8.ß, No. 4. 

(1995) “BJIH1I뻐e HOBOR npaB1I1IleR 3JIHT꾀 Ha XOJl H pe3yJIbTaTbI 

3KOHOMH'IeCKHX pe뼈PM" ， COUHC, No. 11. 

CMOJIbKOB B. r.(994) “npelIIlpHHHMaTeJIbCTBO KaK oco6뼈 BHJl Jle1lTeJIbHOCTH", 

COUHC, No. 2. 
φeTHCOB 3. H., 51KOBJIeB H. r.(993) “o COUHaJIbH없 acneKTax npeJlnpHHHMaTeJIb

CTBa (KoHuemya.nbHoe BBeJleHHe B npo6JIeMY)", COu.κ" No. 1. 

φHraTHep 10, 10., mKapaTaH O. 11.(992) “CTapble H HOBble X0311HCTBa POCCHH (OT 

BJIaCTHbIX OTHomeHHR K co6cTBeHHH'IeCKHM)", MHp POCCHH, No. 1. 

4enypeHKO A. 10, (1993) “npelIIlpHHH뼈TeJIbCK뼈 KJIaCC B B03pO)j(JlalOlIleRc1I POCCHH", 
MHp POCCHH, No. 1. 

4emKOB M. A.(995) ‘“Be'lHO lkHBa1l’ HOMeHKJIaTypa?", MHpOB l1Jl 3KOHOMHK8. H Me쩌y

H8.pOßHble OTHODleHHJ/, No. 6. 
40R By I1K(1997) CT8.HOBßeHHe npeßUpHHHM8. TeßbCTB8. K8. K cy6beKT8. COUH8.ßbHO

nOßHTHQeCKOR )f(Jf3HH POCCHH, MOCKBa. 

mKapaTaH M. 0.(1994) “φeHOMeH npeJlnpHHHMaTeJI1l: HHTepTaUH1I nOH1IT뼈 MHp 

POCCHH, No. 2. 
lMaTKo H. A.(1995) “CTaHOBJIeHHe poccHRcKoro naTpOHaTa H ÕlOpOKpaTH'IeCKHR 

KanHTaJI", COUHC, No. 6. 

myMneTep i1.(1982) TeopHJ/ 3KOHOMHQeCKOrO p 8.3 BHTHJ/, nep, C HeM. MOCKBa. 



РеЗlJ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бизнес-элиты 

Чой Ву Ик 

в России "бизнес -элита" еще не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тем не менее вопрос о 

ней как 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м субъекте стоит остро. Проблема состоит в том, 

какое место она занимает в российском "правящим классе Проблема усугу

бляется еще и тем, что долгое время капитал в России не был персонифици 

рован. и общество вошло в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ериод без традиционных для 

Запада форм частнособственнических оношениЙ. Бурный процесс приватизации 

оголил, может быть, в России больше, чем где бы то ни быnо, связь "поитика 

- капитал" (npe:t:iLe всего финансовый капитал). 

Согласно О. В. КРЫllпановской, бизнес элита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правящей 

элиты, чье влия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определяется ее положе 

нием в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отраС.1Я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азмером котро

лируемых капиталов. Под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литой понимается в перв'I,-lO очередь 

группа людей, контролирующая основные финаисов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юридических фор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на распадаетс'Я на mH~ ГРУJJПЫ: руководит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Ь!Х предприя

тий и руководители (собственники или менеджеры)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к 

тур то, что уже трдициошю принято называть "БИЗIJес-элитоЙ". Сохраняя 

пока раЗЛИ4ИЯ межщ,' терминами, можно отмстить процесс растворения "биз 

нсс-элиты"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лите" (IJ связи С МаССОВЬ!М акционированием 

хозяй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и переходом в(е БО;lьшей 4it( IИ РУКОВОДИ-Iелей бы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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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X rOCYllapCTBeHHbIX npellIIpmlT뼈 B pa3p~1l “6H3HeC-3JIHTbI"). OH3HeC-3JIHTa 

- CaMOCTO~TeJIbHa~ 3JIHTHa~ rpynna, BOHHKma~ B pe3yJIbTaTe TpaHclþopMaUHH 

COUHaJIbHoß CTpyKTypbI pOCCHßCKOrO 06DleCTBa. Co BpeMeHeM TpaHclþopMaUH~ CO

UHaJIbHoß CTpyKTypbl HeH36e*HO npHBelleT K 때OpMHpOBaHH~ npellIIpHHHMaTeJIbCTBa 

H 6 T3 HeC -3JIHTbI KaK MOlleJIHpy~1따iX COUHaJIbH찌X CJIOeB, COCTaBJI~~DlHX ~IlPO 06-

띠eTCBa. 

COrJIaCHO npellcTaBHTemM Ilpyroß TOtIKH 3peHH~ (11. M. OYHHH), HOBble npell 

npHHHMaTeJIH KOHcTHTyHpOBaJIHCb KaK 6H3Hec-co06mecTBo, BnHTaJIH B ce6~ Tpa 

IlHUHOHHy~ HOMeHKJIaTYPY, TeM CaMblM pa3pymHB ee OKOHtIaTeJIbHO H 6ecnoBopoT

HO. OHH cnoc06CTBOBaJIH TpaHc때OpMal.\뻐 MHO대X COl.\HaJIbHbIX rpynn - HHTeJIJIH

reHl.\HH H IlHpeKTOpaTa, a TaK)j(e COCTaBHJIH KOCT jJ K HOBoro cpellHero KJIaCCa, 

KOTOpblß B03HHKaeT npe)j(lle Bcero KaK 6H3HeC-CJIoß. CJIellyeT OTMeTHTb H TO, 

tITO OHH CJIO~‘aJIH MHorHe COl.\HO-KyJIbTypH빼e cTepeoTHnbl (3apa6aTblBaTb CTaJIO 

He CT뻐HO ， a 60raTcTBo npeBpaTHJIOCb B CHM60JI COl.\HaJIbHOrO cTaTyca). npell

npHHHMaTeJIbCKHe MOlleJIH nOBelleHHjJ mHpoKo npOHHKJIH B 06DlecTBo, KOHCTHTYH

pOBaB KyJIbTypHy~ HHlþpacTpyKTypy 6H3Heca H oc060e C뻐ICJIOBOe nOJIe OTpHl.\a

HHjJ TpaIlHl.\HOHHbIX MOpaJIbH없 3anpeTOB H JIerHTHMH3al.\HH “HOBOß MOpaJIH ’. 

OTMetIa jJ reHe3HC 6HHeC-3JIHTbI B TeHeBoß 3KoHoMHKe, 6~pOKpaTHtIeCKO낀 HOMeH

KJIaType, KpHMHHaJIbHOM MHpe 6b1JIO 6b1 omH60tIHbIM CBOIlHTb cOBpeMeHH~ 6H3Hec 

3JIHTy HCKJI~tIHTeJIbHO K 3THM TpeM COl.\HaJIbHO-3KOHOMHtIeCKHM rpynnaM (KaK H 

npellnpHHHMaTeJIbCTBO B l.\eJIOM). OCHOBHblMH COl써aJIbHblMH HCTOtIHHKaMH B 1991-
1993 rOllax (nocJIe nepHOlla nepBOHatIaJIbHOrO CTaHOBJIeHHjJ 6H3Heca) BblcTynaJIH 

npell<lle Bcero cpellHHe CJIOH 06DleCTBa (npeHMYDleCTBeHHo HaytIHO-TeXHHtIeCKajJ 

HHTeJIHreHl.\HjJ) HJIH “OKOJI03JIHTHble" CJIOH. C 1992 rOlla 0603HatIHJIaCb TeHlleHl.\HjJ 

“B03BpaDleHHjJ" HOMeHKJIaTypbl B 6H3HeC-3JIHTY, 3a IlBa rOlla 1l0JIjJ 6H3HeCMeHOB 

C HOMeHKJIaTypH뻐 onblTOM B03pOCJIa C 38 110 61 npOl.\eHTa. npe)j(H째 MexaHH3M 

“peKpYTHpoBaHHjJ" 6H3HeC-3JIHTbI (1l0 1989-90 rOIlOB 3TO npeHMYDleCTBeHH。 “CBO-

60llH뼈 B빼60p") nJIaBHO TpaHclþopMHpyeTc jJ B “nepexoll B 6H3Hec B CBjJ 3H C pe

opraHH3al.\Heß rocyllapCTBeHHbIX CTPYKTYP". 

OKT~6pb 1993 rOlla CTaJI CHrHaJIOM Ilm 6b1Bmeß X03 jJßCTBeHHoß 3JIHTbI, KOTO

pajJ nOHjJJIa, tITO )j(llaTb 60JIbme HetIerO , H eCJIH He 6paTb cHTyal.\H~ B CBOH py 

KH, MO*HO nOTepjJTb H TO, tITO nOKa OCTaJIOCb. B pe3yJIbTaTe OHa “ nomJIa B npell

npHHHMTaeJIbCTBO , CBOHM nOjJ B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