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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구 소련체제 붕괴와 관련해 계획경제체제의 소진， 통제기제의 한계， 시민사 

회의 도전， 소수계 민족주의의 폭발， 미국과의 무한 군비경쟁 둥 여러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 국가능력의 퇴화 

를 야기한 공산당의 자기변화 실패를 꼽을 수 있다. 소련공산당(KPSS)은 유 

일 지배정당으로 장기간 동안 소련체제를 운영해 왔으나， 결국 변화하는 상황 

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체제 자체의 와해로 이끌었다. 이러한 자 

기수정 능력 결여의 한 가운데에 소련 사회의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당 기관(paπiinyi apparat)’이 자리잡고 있다1) 전임 당 관료의 집합 

체인 당 기관은 오랜 동안의 체제 운영 과정에서 특권적 지위를 구축， 강화하 

면서 배타적 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며 근본적인 자기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서 기득권에 집착하는 행동양태를 보여 주었다. 

스탈린 사후 공산당의 자기 수정을 촉구했던 두 차례의 주요 정치개혁 시 

도는 모두 당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했으나 결국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 

하고 실패로 귀결되었다. 흐루시효프의 당 개혁은 제한적이나마 일반 당원들 

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당 관료들의 배타적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관료 엘리트들의 반발 

로 무위로 끝나고 관료의 안정을 내세운 브레즈네프 정권을 등장시켰다. 고르 

바효프의 당 개혁은 공산당을 포함한 소련 정치체제 전반의 근본적인 ‘민주 

화’를 내걸고 당 기관의 특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 했으나， 역시 기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1) ’Partiinyi apparat’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원래 러시 
아어 의미에 비교적 가까운 ‘당기관’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 때 ‘기관’은 물리적인 
특정 조직을 가리키기보다는 관료들의 집합적 실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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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권을 고수하는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변해 중도에서 좌절하면서 소련 체 

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글은 이처럼 소련 체제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긍정적이건 부정적 

이건-을 담당했던 당 기관의 특권적 · 배타적 지위가 10월혁명 이후 레닌과 

스탈린 통치 하에서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는지를 당의 또다른 구성요소인 일 

반 당원들로 이루어지는 당 대중과의 권위관계에 입각하여 고찰하는 것을 기 

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레닌과 볼셰비키가 당 운영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요소의 이중적 관념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이 

를 바탕으로 실제 소련 체제 전개과정에서 스탈린 말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수행되었는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은 전시공산주의， 

신경제정책 시기， 1차 5개년계획 기간， 스탈린 개인독재 시기 등 주요 국면으 

로 구분하여， 당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당 기관과 당 대중간의 권 

위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바탕 

으로 스탈린 치하에 이르기까지 당 대중에 대해 당 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배 

적인 지위를 공고화하게 되는 기본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2. 볼셰비키당 관념의 이중성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당은 혁명정당으로부터 통치정당으로 위상 

이 변모했지만， 레닌의 독특한 당 관념은 혁명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당(partiya novogo tipa)’으로 일컬어진 그의 당 이론은 권위주의적 요 

소와 민주주의적 요소 사이의 갈등 또는 양자의 이중적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의 권위주의적 또는 엘리트주의적 관념은 당과 노동계급 간 관계에 대 

한 레닌의 전위당이론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사회주의적 의식이 결여되어 ‘자발성 (stikhiinost’)’에 의해 다른 방향으 

로 쉽게 이끌려지기 때문에， 직업적 혁명가들이 노동계급에 ‘정치적 계급의식’ 

을 부여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2) 물론 레닌은 노 

2) V. 1. Lenin(l969) What Is To Be Done? Burning Questions 01 Our Movement,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p. 40 이하 참조. 실제로 외부로부터 노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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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중의 순수한 혁명적 잠재력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 

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이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강력하고 고도의 기율을 

갖춘 혁명 정당에 의하여 인도되고 조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3) 이같은 

당의 전위적 역할에 대한 레닌의 문제의식은 혁명 전 차르 치하의 억압적 경 

찰통치라는 상황적 맥락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문제에 대한 레닌의 후일 저작들에서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요 

소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1905년 혁명’으로 불린 대규모 총파업에서 프 

롤레타리아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 본 뒤， 레닌은 직업적 혁명가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대표들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당의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4) 또 레닌의 1917년 저서 『국가와 혁명』의 기본 가정은 계 

급의식이 있는 교육받은 프롤레타리아가 상부로부터의 지시없이 사회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5) 

이와 같이 당과 프롤레타리아 간 관계에 대한 그의 관념에서 엿보이는 두 

개의 상충적 경향에 대하여 레닌은 그 나름대로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6) 그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 또는 적어도 패권적인” 모 

습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7) 이러한 정향은 궁극적으로 혁명에 있 

어서 당의 역할에 대한 그의 자코뱅 주의적 이해방식 즉 노동계급에 대한 당 

의 지도적 역할을 당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중에 계급의식을 ‘주입’한다는 관념은 원래 레년의 발상이 아니라 카우츠키(K. 

Kautsky)로부터 연유했다(같은 책). 

3) 같은 책， p. 132; V. 1. Lenin(1973) On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he 
Crisis in Our Party), Moscow: Progress Publishers, pp. 59-60. 

4) Graeme Gill(1988) "Bolshevism and the Party From," Austrahαl ‘Journal 01 
Politics and Historγ， vol. 34, no. 1, p. 52; Marcel Liebman(1975) Leninism 
Under Lenin, London: jonathan Cape, pp ‘ 84-86. 

5) V. 1. Lenin (1969) State and Revolution, New York: Intemational Publishers, 1969. 
6) Rossana Rossanda(1970) "Class and Party," R. Miliband & ]. Saville, eds. , The 

Socia!ist Register 1970, London, p. 224. 
7) Gil!(1988), p. 52. 레닌의 이같은 중앙집권주의적 정향에 대한 룩셈부르크(R. 

Luxemburg)의 통렬한 비판은 Rosa Luxemburg(1971) "Organizational Questions 

of Russian Social Democracy," Selected Political Writings ,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pp. 283-306을 볼 것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두 사람 입장의 비교 
는 박수헌(2001) r 전위당과 노동대중 사이에서· 당조직 논쟁을 둘러싼 레년과 룩셈 

부르크의 비교J，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339-358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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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8) 

당 역할에 대하여 레닌이 보였던 이중적 요소는 당 내부운영에 대한 볼셰 

비키의 접근자세에 반영되었다.9) 우선 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 대중 사이의 

권위관계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적 성향은 일반 당원들의 대표 선출시의 선거 

원칙， 평당원 위임대표들의 자유투표에 의한 주요 이슈의 결정， 지방 당기구 

들의 자율성 등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평당원주권 (ra따(-and-file sovereignty) ’ 

의 양태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또는 중앙집권적 요소는 지방 

당조직과 평당원에 대한 중앙 통제의 우선성과 당 중앙의 하위 기구 인사 지 

명 등에서 잘 나타난다. 

둘째， 집단지도 또는 개별적 지도자의 우월적 지배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주요 이슈에 대한 개방적 논의 및 자유투표에 의한 결정과 개별적 권위에 앞 

선 집단적 권위의 선호는 민주주의적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강력한 개별적 

리더십의 우선적 위상과 탁월한 지도자 개인으로의 정책결정 권한 집중에서 

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 당내 반대파 문제에 관하여， 민 

주주의 측면은 반대세력이 일상적 당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 

나타나며， 중앙집권적 양상은 공식적 반대파의 부정과 당의 ‘단일체적 단 

결’(monolithic unity)에 대한 강조에서 엿볼 수 있다. 

당 운영기제에 대한 레닌의 볼셰비키적 관념에 내재하는 이중적 흐름은 10 

월 혁명 이전에 벌어졌던 당 자체의 내부투쟁에서 이미 형성되었다. 1906년 4 

월에 개최되었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소련공산당의 전신) 4차 ‘통일’ 당대회 

-볼셰비키와 벤셰비키의-에서 레닌은 일견해서 자기모순적인 ‘민주적 중앙 

집중제’(demokraticheskii tsentralizm)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후 이 모호한 원 

칙은 당 조직의 내부운영을 결정하는 기본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며， 원칙이 내 

포하는 모호성으로 인해 설제로는 그 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었다 10) 

8) 레년의 자코뱅주의 관념의 전개에 대해서는 NeiI Harding(1977, 1981) Lenin's 
Political Thought, vol. 1: Theory and Practice in the Democratic Revolution 
New York: St. Martin ’s Press, vol. 2: Theory and Practice in the Socialist 
Revolution, London: MacmiIIan을 참조. 

9) 이 하의 논의 는 G. GiII (1 998), pp. 53-61과 G. GiII (1 990) The Origins 01 the 
Stalinist Political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6-110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10) 4차 전당대회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을 위한 어떤 세부사항도 제시되지 않았다 실 

제로는 멘셰비키가 먼저 ‘민주적 중앙집중제’라는 표현을 들고 나와 1905년 11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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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요소와 중앙집권적 요소 사이의 본질적 긴장은 10월 혁명 이후 

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보존되었다. 두 흐름 가운데 어느 

것이 당 업무에 있어서 주된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인가의 문제는 소련 체제 

전개과정에서 당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을 감안한 당 지도층의 인식과 의지를 

중심으로 하여 결정될 것이었다. 혁명 이후 공산당 권위구조의 주요 형태가 

형성， 공고화되는 레닌과 스탈린 시기의 당기관과 당대중 간 관계의 전개도 

볼셰비키 당 관념에 내재하는 두 개의 상충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3. 전시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 시기의 당조직과 권위관계 

백군과의 내전에 소비에트 정권의 생사가 걸려 있었던 전시공산주의 

(voennyi kommunizm) 시 기 동안 당의 조직 업 무는 주로 단일 통치 정 당으로서 

의 새로운 체계와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었다. 혁명 직후 농민층이 소련 

인구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의 조직적 기반은 매우 취약 

했다. 특히 지방 당조직들은 불완전한 체계와 불충분한 인원으로 인해 지방소 

비에트를 비롯한 다른 지역기구들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당시 볼 

세비키의 행정 정책은 거의 소비에트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지방의 당 

위원회들은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 소비에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어떤 경 

우에는 당 조직이 지방 소비에트의 일부로 존재하기까지 했다11) 지방의 당위 

원회 의장들은 보통 해당 지역 소비에트 업무에 종사했으며， 당 업무는 비상 

근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모스크바 중앙의 당 지도부 인물들은 정확한 직무 

전(全)러시아회의에서 당의 조직원칙으로 채택했다. 그 직후 1905년 12월의 볼셰비 

키 회의는 “당 조직에 관하여”라는 결의문에 같은 어휘를 도입했다. Paul Le 
Blanc(I990) Lenin and the Revolutionary Parη， Atlantic Highlands, N. ].: 
Humanities Press, pp. 128-129. 샤피로(L. Schapiro)에 따르면， ‘민주적 중앙집중 

제’라는 표현은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유래했으며， 라쌀레 (F. Lassalle) 추종 
자였던 쉬바이쩌(]. B. Schweitzer)에 의하여 1865년에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Leonard Schapiro(971) The Communist Party 0/ the Soviet Union,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New York: Random House, p. 75 footnote 1. 

11) Gil](I99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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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없이 당과 정부 업무에 동시에 관여했다. 

이와 같이 내전 기간 동안 통치정당으로서의 취약한 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 조직의 근본적 개편에 착수했다. 1919년 3 

월 8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조직 문제에 관하여” 결의내용을 따라 당 중앙 

에 정치국， 조직국， 서기국 등 3개의 가장 중요한 집행기구가 설치되었다 12) 

핵심적인 당 기관 기구로서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설립 초기에 조직 · 훈령부 

{OrgotdeD , 기록 · 할당부(Uchraspred) ， 정보 · 통계부(InformotdeD를 포함한 

주요 부서들을 설치했다. 뒤이어 1919년에는 재정부 농촌부， 부녀업무부의 3 

개 부서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1919년 12월의 8차 전당회의에서 채택된 당정 

관은 지방 당위원회들도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따라 그들 산하에 부서들을 설 

치할 것을 규정하였다.13)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적인 당 기관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의미했다 14) 

소비에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 조직은 소비에트 내에 설치되는 당 소조 

(fractions)를 통하여 소비에트를 통제하도록 지시받았다 15) 8차 전당회의의 

당 정관에 따라 구역 (raion) 당 위원회 서기직은 전임직으로 되었다 16) 연이어 

서 지방 당 위원회들은 직접 중앙위원회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17)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1921년에 이르러 당 위원회 서기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의장을 제치고 지방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8) 

이와 같은 당 조직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지방 당 기구 

들에 대한 중앙 통제의 강화였다. 8차 전당대회 결의문은 당 업무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중앙집권과 가장 엄중한 기율이 절대로 펼요하다”고 강조했 

12) Robert H. McNeaI(1974), gen. ed.,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vol. 2: The Early Soviet Period: 1917-1929, ed. by 

Richard Grego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85. 
13) 같은 책 , pp. 91-92. 
14) 내천 기간 동안 지방 당기구들의 당 기관 구축은 인원 부족， 열악한 업무 환경， 농 
촌에서의 취약한 기반 등으로 당 중앙보다 훨씬 느렸다. 이에 대해서는 jonathan 

R. Adelman (1982),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Party Apparat in the Civil 

War: Center, Localities, and Nationality Areas," Russian History, vo l. 9, paπ 1, 
pp. 86-110을 볼 것. 

15) Robert H. McNeaI(1974), p. 88 
16) 같은 책， p. 95. 
17) Schapiro(1971), p. 248. 
18) 같은 책， pp. 23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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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 이는 지방 당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중앙위 훈령관Gnstruktor) 

직의 신설， 정규적인 통제 기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특별 당조직들의 해체， 당 

중앙의 구역 당 위원회들과의 직접 접촉 채널의 설치 등으로 구현되었다. 이 

와 함께 당 인사배치는 전적으로 중앙위원회 소관으로 되었다.때) 

이같은 당 업무의 중앙집권화 노력은 일면으로는 전시공산주의의 긴급한 

상황과 함께 볼셰비키 당 관념에 내재하는 권위주의적 경향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 당 기구들 자신도 상당 정도 중앙집권과 

위로부터의 기율을 원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내전 기간 동안 인 

적 · 물적 자원의 부족 효율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급속한 당원 증가에 

직면해 지방 당조직들은 중앙 통제를 1차대전 연합국들의 간섭하에 백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수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용을 넘 

어 요청하기까지 했다.21) 

당업무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당 관리들을 당 회의에서 선출하는 대 

신 상부에서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 기관-당 대중 관계에 있 

어서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모든 하위 수준의 당위원회 위원들을 바로 위 수 

준의 당 위원회에서 ‘인가’하는 것은 1919년 12월의 당 정관에 규정되었다.22)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공식 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주(oblast') 당 위 

원회의 빈 자리들은 해당 지역 당기구와의 협의없이 당 중앙으로부터 임명되 

는 경우가 점점 늘어갔다.23) 그리고 1922년에 이르러 거의 소련 전역에 걸쳐 

당 세포 서기들도 선거에 의한 선출 대신에 바로 위의 상위 기구의 인가를 

받아 임명되기에 이르렀다.24) 

당 서기들은 밑으로부터의 선거를 거치는 대신 위로부터 지명됨에 따라 평 

19) Robeπ H. McNeaI(974), p. 86. 
20) 같은 책， pp. 84, 86; Schapiro(1971), p. 249. 
21) 이에 대해서는 Robert Service(979) The Bolshevik Party in Revolution: A 

Study in Organizational Change 1917-1923, London: Macmillan, 4, 5장을 참조. 
당원 증가 추세를 보면， 1917년의 2만4천명에서 1918년 3월에는 39만명， 그리고 

1921년 3월에는 61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T. H. Rigby(I968) Communist Party 
Membershψ in the USSR 1917-196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2 table. 
22) Robeπ H. McNeaHI974) , p. 92. 
23) GiIHI990) , p. 46. 
24) Seπice(1979) ，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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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에 의한 통제는 물론 소속 당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당 대중과 동료들보다 상위 당직자들에 

게 훨씬 더 종속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당 업무의 중앙집권화와 더불어 이 

같은 당 관리 선정방식의 변화로 인해 당 대중의 당 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1920년 10월의 중앙위 결의는 당 서기들이 해당 위원 

회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확인시켰다.껑) 1921 

년 3월의 10차 전당대회에서 레닌의 주도에 의하여 채택된 “당 단결에 관하 

여” 결의 또한 당내 ‘분파주의’를 금지하고 당의 ‘단일체적 단결’로의 길을 염 

으로써 당 업무에 있어서 ‘평당원 주권’의 영역을 크게 제한시켰다 26) 

당 조직의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 경향은 내전이 종식된 후에도 그치지 않 

고 신경제정책 (NEP) 시기로 이어졌다. NEP 시기는 소비에트 정권의 사회와 

의 ‘화해’를 기본정신으로 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계속 

감소했다. 샤피로의 지적처럼， 당 업무의 중앙집권적 관료화는 단일 통치정당 

으로서 당이 행정업무를 떠맡게 되고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 관리의 임명과 통제 구조를 구축，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건) 1920년대 전반기에 걸쳐 당 중앙에 효율적인 

집행구조가 설치되고 이같은 관료화된 기제는 지방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당 

기관의 핵심을 이루는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전임직 규모는 서기국 창설시 15 

명에 불과했으나 신속한 팽창을 거쳐 1921년 3월에는 602명， 그리고 1925년에 

는 767병으로 증가했다.28) 아울러 당 조직 전체의 아파라치키(당 기관의 전임 

당 관료) 수는 1922년 8월의 15，325명에서 1925년 말에는 25，600명으로 늘어났 

다.29) 

25) Gi l1 099이， p. 47; Seπice(979) ， p. 147‘ 

26) Robert H. McNeal(1974), pp. 119-121. 
27) Schapiro(1971l, p. 영8. 

28) Tony Cliff(1978) Lenin, vol. 3: Revolution ßesieged, London: Pluto Press, p. 

187; Schapiro, op. cit., p. 319. 
29) Merle Fainsod(963) How Russ띠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180; E. H. Caπ(1959) Socialism in One Country 1924-1926, 
vol. 2, London: Macmillan, p. 200. 대 니 얼 스(R. Daniels)는 1923년 에 이 르 러 당의 
서기업무 관련 제도의 지속적 팽창은 당 아파라치키와 당 대중간의 균열 경향을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한다. Robert V. Danie!s(1957) "The Secretariat and the 

Loca! Party Organizations in the Russian Communist Party, 192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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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기간 동안 당 기관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노벤끌라뚜 

라 체제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 조직국은 당원이 대폭 증가하고30) 또 

숙정 과정에서 당원자격의 유동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업무의 늘어나는 행 

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3년 6월 노멘끌라뚜라 제도를 도입하 

기로 결정했다. 최초의 노멘끌라뚜라 체제는 각 수준의 당 위원회를 대상으 

로， 당직 명부와 함께 각 직책을 맡게 될 인물들의 명단으로 이루어졌다.30 

두번째 노벤끌라뚜라 체제는 하위 수준에서의 인사절차 간소화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25년 말과 1926년 초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공화 

국과 주의 당 기구들로 하여금 중앙의 방침에 입각하여 스스로 명단을 작성 

하도록 함으로써 당 중앙의 부담을 경 감시 키 려 고 시 도했다.32) 2차 노멘끌라뚜 

라 체제는 약 2년간 지속되었으며， 그간의 결과를 검토한 후 담당 위원회를 

결성하여 당 중앙위원회를 위한 새로운 인사배분 구도를 작성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잃) 

이와 같은 공식 노벤끌라뚜라의 제도의 도입은 당 기관과 당 대중간 관계 

에 또다른 주요 계기를 이루었다. 노벤끌라뚜라에 기반한 특권적 관료 집단의 

형성으로 양자간의 간극이 더욱 확대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당시 

당 관리 들은 같은 수준의 정 부 관료들보다 50%에 이 르기 까지 더 많은 봉급 

을 받고 있었으며， 다른 직종의 관리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던 다양한 특전을 

향유하고 있었다.34) 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당 기관의 영향력 확대에 비해 

일반 당원들의 참여는 계속 약화되고 있었다. 예컨대， 당 세포 회합 시 미리 

정해진 어젠더의 부재로 인해 ‘진정한’ 토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세포 서기들의 보고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전시공산주의와 NEP 시기에 결쳐 공산당은 지속적 

Amerí∞n Slavíc and East European Revíew, vol. XVI, no. 1, p. 34. 
30) 정식 당원과 후보 당원을 합하여 1924년의 47만 여명에서 1925년의 80만 여명， 

1928년의 130만 여명으로 당원 수가 증가했다. Rigby(l968) , p. 52 table. 
31) T. H. Rigby(988) "Staffing USSR Incorporated: The Origins of the 

Nomenklatura System," Sovíet Studies, vol. XL, no. 4 (October) , pp. 530-531; 
GiU(990) , p. 121. 

32) Rigby(1988), pp. 531-532. 
33) Gill(1990), pp. 121-2, 164-5. 이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그 후 어떻게 최종 처리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같은 책， p. 165. 
34) Schapiro(971), pp. 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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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앙집권화와 관료화 과정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당 기관은 초기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체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해가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의 민주주의적 요소가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노 

동자 반대파’(Workers ’ Opposition)와 ‘민주적 중앙집중파’(Democratic 

Centralists)와 같은 비주류 반대세력들은 내전기의 험난한 여건하에서도 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 ‘평당원 주권’과 집단주의 원칙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 

였다.35) 레닌도 말년의 저술에서 당과 국가 기구의 관료주의적 퇴화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면서 당과 정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당원 대중과 근로 인민들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36) 특히 레닌은 중앙통제위원회 (Central 

Control Commission)와 노동자 · 농민감독기구(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의 통합 후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기구의 관료화를 

감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 · 국가 통제업무에 있어서 당원 및 비당원 열성분 

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인) 

이와 함께 일반 당원들은 당 업무 수행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 

되는 가운데도 일정 정도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국적인 당 기 

관 구조가 초기 팽창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지방 당 기구들이 여전히 당 중 

앙의 지시에 저항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38) 당 인사에 있어서도， 핵심 관리 

는 상부로부터 ‘추천’되었지만 적어도 1920년까지는 진정한 선거가 치러졌다 

고 지적되기도 한다.39) 아울러 지방 당조직 업무에 당 대중이 조직적으로 참 

여하는 제도도 존재했다. NEP 시기 동안 주， 시 (gorod) ， 구역 (raion) 당 위원 

회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산하에 해당 부서 업무의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는 

35) 양대 비판세력의 입장과 활동에 대해서는 R. V. Daniels(1969) The Conscience of 
the Revolution: Communist Opposition in Soviet Russia, New York: A Clarion 
Book, chaps. 4-7; Leonard Schapiro(l965) The Origins of the Communist 
Autocracy. Political Opposition in the Soviet S따te: First Phase, 1917-1922, 
New Y ork: Frederick A. Praeger, parts III and IV를 참조. 

36) Moshe Lewin(l968) Lenin's Last Struggle, tr. by A. M. Sheridan Smith,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chaps. 6, 9. 

37) V. I. Lenin(1977) "How We Should Reorganize the Workers' and Peasants' 
Inspection" and "Better Fewer, But Better," in V. 1. Lenin, Selected Works , vol. 
3, Moskva: Progress Publishers, pp. 709-713 and 714-726 

38) Daniels(1957), pp. 38-47. 
39) T. H. Rigby(1981) "Early Provincial Cliques and the Rise of Stalin," Soviet 

Studies, vol. XXXIII, no. 1 (Januaη)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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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위원회’(vneshtatnye kollegii)가 설치되어 상당 규모의 일반 당원들이 

당 기관 구조 내에서 활동하였다. 또 지방 당 위원회 위원들과 일반당원들로 

이루어지는 자문 · 보조 기능의 ‘상설위원회’(postoyannye komissiD가 창설되 

어 정규 당 관료의 업무에 보완역할을 하기도 했다.40) 

4. 1 차 5개년계획 시기의 당 기관-당 대중 관계 

1920년대 말엽부터 1930년대 초엽에 이르는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소련 

공산당은 고도의 동원체계를 동반하면서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 농업집단화를 

수행했다. 공업생산에 있어서는 일단 가능한 한 많은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설정되자，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되었다. 이는 중앙 

의 지시하에 인적 · 물적 자원의 최대한 동원으로 연결되었다. 농촌 지역에서 

도 개별 농가들을 집단농장 체제로 강제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공업분야와 비 

슷한 ‘속도전’이 전개되었다. 바로 이같은 측면에서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 주도의 공업화와 집단화는 일종의 “사회의 국가 

화"(statization of society)로 이 끌어 졌다.40 

당 기관과 당 대중간 관계에 있어서 1차 5개년계획 시기에 거행된 스탈린 

의 “위로부터의 혁명”은 후자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 

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 긍정적 측면은 이른바 ‘문 

화혁명’의 일환으로 수행된 ‘동용’( vydvizhenie)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42) 

40) V. 1. Zhelezin(1965) "Obshchestvennye nachala v paπiinoi rabote na 
sovremennon etape," Voprosy istorii KPSS, no. 6, p. 12. 
41) Moshe Lewin(1977) "The Socia1 Background of Sta1inism," in Robert C. Tucker, 
ed. ,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 New York: W. W. Norton, pp. 
111-136. 
42) 1차 5개년계획 초기의 ‘문화혁명’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heila 

Fitzpatrick(1974)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2," joumal o[ 

Contemporarγ Historγ， vol. 9, no. 1, (January), pp. 33-52; S. Fitzpatrick(1978), 
ed. , Cultural Reuolution in Russia, 1928-193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등용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S. Fitzpatrick(979) Education 
and Social M obility in the Souiet Union 1921-19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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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당원과 평당원을 대거 상향이동으로 이끈 ‘등용’ 정책은 1928년에 시작 

되어 1929년의 지방 당관리 숙정 캠페인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 

해 당 대중은 당 업무 자체의 관여나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훈련을 통하여 

대규모의 지위상승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약진”을 표방한 등 

용 정책에 따라 1928-1932년 동안 소련 경제 민간 부문에서 44,000 여개의 새 

로운 기술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정부 조직과 행정기구에 53ρ00 여개의 

직위가 새로 만들어졌다쩌) 이와 함께 1928-1933년에 걸쳐 약 770，000명의 당 

원이 당과 국가， 그리고 경제기구의 관료조직에서 상향이동하거나 기술대학과 

제3차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얘) 아울러 당 기관의 

하위 및 중위 수준에서 당 관리들의 급속한 이동은 일반 열성당원들에 승진 

가능성을 제공했다. 

당 기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1920년대 말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전임 아파라치키와 구 세대 경력 행정관료들에 대한 ‘자기비판’ 캠페인 하에 

서 공식적으로 발휘되었다. 이 캠페인은 또 다수의 열성적인 평당원들이 당， 

국가， 경제 기구의 관료조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으며， 당 관료 숙정 캠페인과 프롤레타리아 동용정책에 의하여 추 

동력이 가세되었다. 

당 지도부가 당 관리 숙정 및 자기비판 캠페인을 별인 기본 목적은 높은 

달성목표를 제시한 1차 5개년계획 기간의 고압적 정책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 

고 순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당의 프롤레타리아 구성비율을 증진시 

키고 전반적인 기율을 고양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층은 전자의 암 

묵적인 우선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 정도 성공했으나， 후자의 명시적인 

부차적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영향력있는 당 관리들은 

일반 당원들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숙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동 

43) Catherine Meπidale(1 990) Moscow Politics and the Rise o[ Stalirτ The 
Communist Party in the Capital, 1925-1932, New York: St. Martin ’s Press, p 
204. 

44) Hans-Henning Schroder(1992) "Upward Social Mobility and Mass Repression: 
The Communist Party and Soviet Society in the Thirties," in Nick Lampert and 
Gabor Y. Ritterspom, eds., Stalinism: Its Nature and A[termath Essays in 
Honour o[ Moshe Lewin, Armonk, N. Y.: M. E. Sh따pe，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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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숙정 에 의 하여 당직 을 박탈당했다.45) 

숙정 및 자기비판 캠페인은 당 지도부와 당 대중간의 내재적인 이해관계의 

차별성으로 인해 계속 유지되지 못했다. 당 지도층은 1931년에 이르러 과도한 

자기비판 캠페인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행정 

체제와 정상적인 당 업무 및 기율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도층은 포풀리스트적인 캠페인을 완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위계와 기율을 강 

조하고 기술 인텔리겐찌야와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1920년대 말 이래의 ‘문화 

혁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1차 5개년계획 시기의 등용정책과 숙정 · 자기비판 캠페인은 당 대중의 입 

장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요소도 수반했다. 우선， 상당 규모 

의 열성당원과 평당원들을 당과 국가 관료기구로 영입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 

동적으로 당 기관에 대한 당 대중의 집단적 지위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 

다. 이들은 전임 당 관리들의 ‘새로운 세계’로 상향이통한 후에， 특권 집단의 

구성원으로 변모한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향유하면서 스스로를 아파라치키 

생활양태에 적응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메리데일(c. Merridale) 

의 지적처럼， 숙정 캠페인에 뒤이은 프롤레타리아 충원과 등용의 가속화는 당 

기관과 평당원들간의 간극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다. 평당원 층의 일 

정 부분만이 당 기관으로 편입됨으로써 두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이 더 어려 

워졌을 뿐 아니라， 당 기관의 우월적 위치에 대비하여 당원과 비당원 일반 대 

중 사이의 구분이 희석되는 경향을 낳았던 것이다.뼈) 

그러나 ‘평당원 주권’을 지향하는 일반 당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급속한 

산업화와 강제 집단화 과정의 가장 불리한 결과는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사 

회의 ‘국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거대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구축， 팽창 

된 것이었다. 계속된 경제발전 및 이에 상응하는 사회 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행정 규모가 확대되고 기율과 질서에 더 많은 강조가 주어짐에 따라， 관료 체 

계의 중앙집권화와 위계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당 기구의 경 

제관리 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1930년에 중앙위 인사담당 부서는 지역 당조 

직 인사 담당과 경제 생산부문 담당의 2개 부서로 분리되었다.깎) 또 1934년 

45) Merridale(1990) , pp. 214-215 
46) 같은 책， p. 215. 
47) Francesco Benvenuti(1991) "Reforming the Party: Organization and Structure 

1917-1990," in Catherine Merridale & Chris Word, eds., Perestroik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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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전당대회에서는 종래 담당 기능에 입각해 중앙위 부서를 설치하던 방식 

을 생산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서기국 부서들을 개편하였다.뼈) 

이 과정에서 관료 팽창의 논리는 당 · 국가 기구들이 소련 사회에서 특권적 

지배층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과 안정성을 더욱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당 기관의 확대로 이끄는 동시에 당 관료와 일반 당원들간의 간극을 증대시 

키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차 5개년계획 초기에는 

열성당원과 평당원들이 전임 당 관료로의 신분 상숭과 별도로 지방 당조직의 

정규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지방 당기구 

들의 구조 단순화와 합리화를 위해 NEP 시기에 설치되었던 여러 종류의 위 

원회가 폐지되고 지방 당 위원회 산하에 ‘비정규 훈령관’( vneshtatnye 

instruktory ) 직제가 도입되어 해당 지역 당조직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관 

여하였다.49) 1930년대 초에도 일반 당원들을 당 기관 업무에 관여시키려는 노 

력이 행해졌다. 열성당원들은 당 기구 정규 관리들의 ‘훈령-감사 업무’ 

Gnstruktorskie obsledovanie)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었으며， 지방 당 위원회 아 

래에 ‘자원 보조’(dobrovol'nye pomoshchniki)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50)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Edward Amold, p. 50. 
48) Louis Nemzer(1950) "The Kremlin's Professional Staff: The ’Apparatus ’ of the 

Central Committe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Ameriαm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LN, no. 1 (March), pp. 8O-8l. 

49) N. A. ZoIotarev & P. 1. KoteI'nikov(l973) Organizatsionno-partiinoaya rabota, 

vol. 2, Moskva: P이itizdat， p. 87; E. 1. Bugaev & B. M. Leibzon(l962) ßeseda 
ob us띠ve KPSS, Moskva: Gospolitizdat, p. 158; WiIJiam Conyngham(973) 
lndustrial Management in the Soviet Union: The Role 01 the CPSU in 
lndustrial Decision-making, 1917-1970, Stanford, CaJ.: Hoover Institution Press, 
pp. 19-20, 34. 카(E. H. Caπ)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당 기관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열성당원의 무보수 활용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한다. E. H. 

Caπ(1971) Foun띠tions of a Planned Economy 1926-1929, vol. 2, London: 
MacmiIIan, p. 125, footnote 4. 

50) ZoIotarev & KoteI'nikov(973),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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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탈린 개인독재 체제하의 공산당과 권위관계의 변화 

스탈린 치하에서 공산당은 지속적인 당원 증가를 거쳐 1952년에는 정식 당 

원과 후보 당원을 합쳐 약 6백 90만에 이르는 거대한 대중 조직으로 되었 

다.50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이념적 진리를 담지 

하고 사회변화를 수행하는 혁명적 정당으로부터 스탈린 개인독재에 종속하는 

거대한 관료기구의 하나로 그 위상이 변모했다. 이같은 당의 본질적 변질은 1 

차 5개년계획 이후의 경제적 근대화와 1930년대 후반의 대숙청을 거친 뒤 스 

탈린 개인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이른바 ‘성숙된 스탈린주의’(mature St떠i띠sm)52) 아래에서 공산당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소련 체제 전체에서 당 위상의 상 

대적 하락이 계속되었다. 정치제도로서 공산당은 적어도 1934년의 17차 전당 

대회까지는 소련 사회의 주요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행 

사했으나， 이후 그 위상이 접점 약화돼 스탈린 개인독재 하에서 국가 행정관 

료， 비밀경찰， 군부와 함께 4대 체제유지 조직의 하나로 지위가 변화했다. 

대숙청에 의해 당의 집단적 정체성과 사기가 크게 상처를 입은 것과 더불 

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장은 당 조직에 대한 국가 행정 

기구의 상대적 위치가 강화되는 데 일조했다. 물론 국가 고위 행정관료를 포 

함해 중요한 정치 인사들은 모두 당에 속했으며， 당과 정부 기구 사이의 인사 

이동도 빈번했다. 아울러 당원 신분은 여전히 권력과 특혜로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공산당의 역할은 정 

치과정을 행정과정으로 환원시키려는 스탈린의 시도에 의해 계속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은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당과 정부 기구 

들로 하여금 자신의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계속 의도적으로 부 

추겼다.53) 

51) 1952년 10월의 19차 전당대회 시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정식 당 

원은 6，01 3 ，259명， 그리고 후보 당원은 868，886명에 달했다. Pravda, October 9, 

1952, p. 6 
52) 이 표현은 비알러 (S. Bialer)의 것으로 스탈린 개인독재 체제가 구축되어 계속된 

스탈린 통치 후기 를 지 칭 한다. Seweryn Bialer(980) S따lin's Successors: 

Leadership, Stability, and Change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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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당시 스탈린의 후원 아래 소련 사회의 다른 제도 

와 집단에 대해 우월적 권력을 행사했던 비밀경찰의 지위 상승에 의해서 더 

약화되었다. 대숙청의 절정기 동안 비밀경찰을 관장하고 있던 내무부(NKVD) 

는 당 관리 선거와 당원 업무 평가 같은 공산당 내부 운영에 대해서까지 최 

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내무부 내에 특별 부서가 설치돼 

당원 관련 업무를 다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없) 이와 같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하락의 결과는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당의 소멸이었다. 공산당은 레닌 치 

하에서의 ‘볼셰비키 당’으로부터 스탈린 치하에서 ‘지도자 중심 당’(fuhrerist 

party)으로 그 위상이 변모한 것이다.닮) 

스탈린 시기에 일어났던 공산당의 제도적 변형의 또다른 측면은 당의 권위 

구조 및 조직체계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화의 심화였다.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당의 고속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추진은 당 · 국가의 강력한 사회 통제 

와 더불어 수행되었다. 이러한 강력 통제에 요구되는 방식은 대규모의 대중 

53) Schapiro(965), p. 557 스탈린이 의도적으로 당의 제도적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스탈린은 주요 결정에 서명을 

할 때， 공산당 서기장이 아니라 각료회의 의장 자격으로 했다. 둘째， 1941 년부터 

당과 정부 공동 결정 발표 시에 정부가 당에 앞서 표기되었다. 셋째， 전당대회와 

중앙위 총회 소집 회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39년 당 정관에 의하면 전당대 

회와 중앙위 총회는 각각 3년과 4개월 단위로 소집하게끔 규정되었다 그러나 19 
차 전당대회는 1939년의 18차 전당대회 이후 13년만에 열렸고， 스탈린 통치 마지 

막 12년 동안 당 중앙위 총회는 3 차례만 소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위 
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T. H. Rigby(1959) "Khrushchov and the Resuscit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Australian Outlook, vol. 13, no. 3 (September), p. 168을 

참조. 

54) N. Khrushchev(1970) Khrushchev Remembers, tr. by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pp. 80-81; Roy A. Medvedev(1971), Let Historγ Judge: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lStalinism, New York: Vintage, p. 392. 

55) L. Schapiro & John W. Lewis(1970) "The Role of the Monolithic Party Under 
the Totalitarian Leaders," in j. W. Lewis, ed. , Party Leadership and 
Revolutionarγ Power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8-120, 122-127; Bialer, op. cit., pp. 14-16. 터 커 (R. Tucker)는 소 련 체 제 가 스탈 

린 치하에서 ‘볼셰비키 운동정권’(Bolshevik movement regime)으로부터 ‘지도자 

중심 운동정권’(fuhrerist movement regime)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Robert C. Tucker(1971) The Soviet Political Mind: Stalinism and Post-Stalin 
Change, rev ‘ ed. , New York: W. W. Norton,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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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 행정적 통제였으며， 이는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행정 체계의 구축과 팽 

창으로 연결되었다. 외연적 성장 모댈과 ‘명령경제’에 입각한 경제발전이 계속 

추구되는 가운데， 당은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서 자기확대의 관료적 병리현상 

을 드러냈다. 이같은 공산당의 관료적 중앙집권화는 스탈린 개인독재 체제 하 

에서 당의 위상이 변질되는 가운데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로 전임 당 관료의 규모는 1925년의 25.000명 가량에서 스탈린 말년 

에는 194 ，000명으로 대거 증가했다.56) 이와 함께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민주 

적 요소가 계속 약화되면서 당의 정책결정 과정도 스탈린이 최종 결정자로 

자리잡은 가운데 당 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더 배타적으로 되었다. 1934년의 

17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정관은 당 조직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지도 당 

기구의 선거와 책임성을 공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주주의 요소의 실현 

은 거 의 문서 상으로 그쳤다.앙) 

이와 함께 지방 당 기구 내에서도 ‘작은 스탈린’Oitt1e Stalins)들이 나타나 

스탈린 개인독재 체제의 구축과 유지에 하부구조 역할을 담당했다.않) 특히 지 

방 당 위원회의 제 1서기는 해당 당 기관의 최고위직으로서 관할 지역에서 지 

배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반면에 지방 수준에서도 당 회의， 위원회 총회， 열 

성당원 회합 등의 집단지도 및 대의 체제는 이전의 형식적 기능마저 상실하 

56) Fainsod(1963), pp. 190, 205-206. 샤피로는 1925년과 1952년의 당 기관 규모를 각 
각 20，000명과 225,000-235，000명으로 제시함으로써 약간 다르게 추산하고 있다. 

Schapiro0971l, pp. 321, 530. 두 사람의 추계에 의거할 때， 전임 당 관리와 당원 
전체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각각 1 ’40에서 1 :35(Fainsod) 또는 1 :40에서 

1:30(Schapiro)으로 당 기관의 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57) 당 업무에 있어서 ‘민주적 중앙집중제’ 운영의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 
은 상태로 있다가 1934년의 당 정관에서 혁명 이후 최초로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었 

다. 당 정관은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4 가지 기본원칙으로 (1)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 기구의 선거， (2) 선출된 당 기구의 해당 당 조직에 대한 정 

기적 보고， (3) 엄격한 당 기율과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4) 상위 기구의 결정 

에 의한 하위 기구와 모든 당원의 무조건적 구속받기를 제시하고 있다 "Ustav 
V sesoyuznoi Kommunisticheskoi Partii (bol' shevikov )," in Programmy ustavy 
KPSS (Moskva: Politizdat, 1969), p. 305. 이 네 가지 원칙은 후일 1986년 2-3월의 
27차 전당대회에서 고르바효프가 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집단주의 원칙을 공식 도 

입할 때까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58) Georg Lukacs(963) "Reflections on the Cult of Stalin," Survey, no. 47 (April), 
pp. 1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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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 체제 운영에 있어서 공산당의 상대적 지위가 변모하고 당 조 

직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화가 계속됨으로써 한편으론 당 기관과 당 대중 

간의 간극이 더욱 커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당 기관으로 대표되는 당과 

일반 주민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점점 더 벌어졌다.59) 다시 말해서， 공산당의 

위상이 혁명적 이념의 담지자로부터 일단의 특권적 소수 집단에 의하여 지배 

당하는 관료 조직으로 변형됨으로써， 당 기관， 당 대중， 일반 주민을 함께 붙 

들어 묶는 공유 의식과 가치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 결속의 지속적 약화로 이 

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과 균열은 195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3,000 

여명의 소련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에서도 잘 나타 

난다. 설문지 조사에 응한 2.718명 가운데 95% 이상은 공산당 당원과 다른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60) 응답자들의 당에 대 

한 이미지도 지배 엘리트와 일반 평당원들간의 커다란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어떤 웅답자는 “당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 

든 것은 비당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61l 

59) George W. Breslauer(1978) Between Socialism and Communism: Changing 
Sovíet Perspectíves sínce S따lí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p. 156-157. 

60) Alex Inkeles & Raymond Bauer(1959) The Soviet Citizens: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324. 

61) Ibid. , p. 330. ‘성숙된 스탈린주의’ 하에서 공산당 위치에 대한 이같은 관념은 대중 
정당으로서 공산당의 지속적 성장과 일견 상충된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당원 증가가 서로 모순적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원 

증가의 구체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양자간의 관계는 반드시 상충적이지 않을 수 있 

다. 첫째， 스탈린 통치 후기의 당원 증가는 일차적으로 1938년 3월 18차 전당대회 

에서 채택된 대규모 충원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대숙청의 종식 

과 함께 노동자， 농민， 인펠리겐찌야 간의 입당자격 차별이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국민 단결과 전쟁 수행 동원을 위해 당원 자격 

에 요구되는 정치적 · 이념적 기준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입당이 훨씬 더 쉬워졌다. 

이에 따라 1938년 초 1백 92만 여명에 달했던 당원 규모는 1941 년 초에 3백 87만 

여명으로 늘어났으며， 1945년 초에는 5백 76만 여명으로까지 증가했다. "KPSS v 
tsifrakh," Partiinaya zhizn ’, no. 19 (1967), p. 9. 
다음으로 ‘성숙된 스탈린주의’ 하에서 소련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경향을 감안 할 

펼요가 있다. 스탈린이 1931년 6월의 이른바 ‘새로운 6개 조건’ 연설에서 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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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통치 시기의 당 기관과 당 대중간 간극의 심화는 당원들의 일상생 

활에 있어서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는 지위 고 

하를 막론하고 아무 당원이나 단순히 자신의 당원증을 제시하고 중앙위원회 

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당 위 원회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었으나， 1930 

년대에 들어와 출입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게 되었다.없) 또 1930년대까지도 일 

반 당원이 당 기관 관리에 말을 걸 때 ‘빅’(vy) 대신 ‘띄’ (ty)라고 칭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처럼 스스럼없는 동지적 표현은 스탈린 통치 후기에 들어서면 

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63) 

이러한 상황에서 열성당원과 일반 당원들을 지방 당조직의 정규적인 관료 

업무에 제도적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갔다. 소련 학자 

인펠리겐찌야에 대한 일반 주민의 태도 변화와 ‘소 부르조아 임금 평등주의’의 폐 

기를 촉구한 이후， 소련 사회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간의 불평등이 증대하면서 인 

펠리겐찌야가 새로운 특권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 학자는 이 시기의 보수화 

현상을 ‘대후퇴’(great retreat)라고 불렀다. Nicholas S. Timasheff(1946) The 
Great Retreat: The Growth and Decline 01 Communism in Russia, New York: 
E. P. Dutton, chaps. X - XII. 스탈린 연셜은 J. V. Stalin(976) "New Conditions 
-- New Tasks in Economic Construction," ]. V. 5따lin， Problems 01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pp. 532-559. 소련 사회의 점증하는 계층화에 대 
해 서 는 Robert A. Feldmesser(1953) "The Persistence of Status Advantages in 
Soviet Russia," American Joumal 01 Sociology, vol. LIX, no. 1 (July) , pp. 
19-27; Alex Inkeles(195O)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Soviet Union: 1940-1950." 
American Sociological Revieω， vol. 15, no. 4 (August), pp. 465-479 참조. 이 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지향했던 1차 5개년계획 초기의 ‘문화혁명’이 쇠퇴하고 

권위， 위계 등의 전통적 가치체계로 복귀하는 가운데， 부와 특권， 안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속물주의’(meshchanstv이의 새로운 조류가 소련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 

q[Vera Dunham(1976) In Stalin's Time: Middle 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 Fitzpatrick(984) The Russian 
Revolution 1919-19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50 참조1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 당 가입 신청은 주위의 압력이나 설득에 의해， 그리고 

당의 혁명적 이념에 대한 일체감과 그것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의지보다는 당원 신 

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혜택과 이점에 대한 개인주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62) Paul Cocks(970) "The Rationalization of Party Control,"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 St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67-168. 
63) Meπidale(990) ，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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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따르면， 1936년의 중앙위원회 명령에 의하여 지방 당위원회 산하에 비정 

규 훈령관 직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포함한 간헐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 

인 관여보다는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당 기관 업무에 참 

여하는 일반 당원들은 전입 당 관료들에 의하여 경시되고 차별대우를 받았으 

며， 당 관료들은 아예 관련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여)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폈듯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과 스탈린 시기에 걸친 공산당 

의 변모 과정 동안 전임 당 관료의 당 기관과 일반 당원의 당 대중간의 관계 

는 후자에 대한 전자의 점차적인 지배와 양자간 간극의 지속적 확대로 나타 

났다. 

전시공산주의는 당의 위상이 혁명 정당으로부터 단일 통치정당으로 바뀐 

후 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당 대중의 활동 

성과 영향력은 상당 정도 유지되었지만 내전 상황의 급박한 현실과 새로이 

체제 운영을 맡게 된 당 중앙의 엘리트주의적 지향은 소련 사회에서 집단적 

통치 실체로서의 당 기관이 새로이 형성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NEP 시기 동 
안 당의 규모가 팽창하고 경제행정 관여가 증대하는 가운데， 레닌과 볼세비키 

의 당 관념에 내재했던 두 요소 가운데 중앙집권적 성향이 민주주의적 성향 

보다 더 커다란 추동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 기관은 당 대중으로부터 

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면서 지속적인 자기 확대과정을 밟았다.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에 따른 고속 공업화와 강제 집단화， 그리고 연 

이은 개인독재 체제의 구축과 유지 과정은 당 대중에 대비하여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엘리트 집단으로서 당 기관이 정착 발전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이 

64) V. Mashentsev(l965) Razvitie obshchestvennykh nachal v rabote partorganiza 
tsii Tadzhikistana, Dushanbe: Ifron, p. 34; V. G. Pchelin(1963) "Ukreplenie 
razvitie svyazei partii s massami (1953-1963 gg.) ," Voprosy istorii KPSS, no. 3, 
p. 8. 스몰렌스끄 문서는 1936년 당시 스몰렌스끄가 속했던 서부주(Zapadnaya 

Oblast' ) 당위원회 서기국 농업부 내에 6명의 전임 훈령관 외에 37명의 비정규 훈 
령관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Merle Fainsod(l958) Smolensk 
under Soviet Rule, New York: Vintage Books,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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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 ‘성숙된 스탈린주의’ 하에서 정치제도로서의 공산당의 역할은 계속 약 

화된 반면에， 공공 행정 기제로서의 당 기관의 배타성은 자체의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스탈린 말년에 이 

르러 당은 개인독재하의 행정기구로 제도적 위상이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당 

운영에 있어서 당 기관의 압도적 지배로 인하여 당 대중의 지위와 영향력은 

계속 하락하면서 ‘민주적 중앙집중제’에 내포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는 크게 

억압당했다. 

비알러에 의하면， 소련 체제의 전개과정에서 공산당은 체제 정당화， 정치 

사회화， 사회 통합， 대중 동원， 공공행정 관리의 5대 기능을 갖게 되었다.65) 

이러한 여러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임 당 관료의 당 기관과 일 

반 당원의 당 대중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의 형성과 지속이 요구되었다. 그리 

하여 단일 지배정당으로서의 통치의 효율성과 정권의 안정 추구가 일차적 목 

표로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중의 위상과 역할을 활성화하는 민주적 요소 

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혁명 이후 레닌과 스탈린 시 

기를 거치면서 공산당은 당 기관의 배타적 · 특권적 위치는 계속 강화된 반면 

에， 당 대중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즉 볼셰비키적 당 관 

념에 내재하는 권위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의 이중적 조합에서 전자 

가 후자를 압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부분적 요인은 공산당이 단일 통치정당으로 소련 체제를 운 

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지 

배정당으로서의 정당성과 체제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 강화와 동시 

에 설적 위주의 효율성 추구가 주요 우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단 

일 통치집단의 우월적 위치에서 경제행정을 감독 관리하게 된 상황은 당의 

역할이 행정 기능에 집중하게 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66) 그리하여 어 

떤 의미에 있어서 전시공산주의 NEP 시기， 1차 5개년계획 기간을 거쳐 당의 

경제행정과 통제기능이 확대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화로의 길은 열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 고르바효프의 공산당 개혁노력에서 나타나듯， 당 

지도층은 당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요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관 

65) Bialer(198이， pp. 201-205. 
66) 이러한 관점에서 비알러는 공산당의 5개 기능 중 공공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소련 

체제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한다. 같은 책，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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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중앙집권화로 길로 나아가는 대신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도 당내 민주주 

의를 신장시킴으로써 다른 방식을 통한 정당성과 효율성의 추구를 지향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선택은 개인독재였고， 공산당으로서는 일단 이러 

한 개인독재 체제의 구축과 유지가 전제로 된 후， 배타적 특권 집단으로서의 

당 기관과 당 대중 사이의 간극이 더욱 심화된 것은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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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ing Authority Structure of the CPSU under Lenin and Stalin 

: With Focus on the Party Apparatus - Mass Party Relations 

Park , Soo-He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pparatus and the mass party during 

the communist party’s evolution under Lenin and Stalin saw the former ’s 

increasing dornination of the latter and the growing gulf between the 

party ’s two elements. 

War Communism was the period of the party structure ’s comprehensive 

rebuilding after the party ’s status changed from a revolutionary party to a 

single ruling party. During this period, although the activism and influence 

of the p따ty masses was to a substantial extent maintained, both the 

harsh realities of the Civil War and the party center’ s elitist orientation 

led to the incipient emergence of the party apparatus as a corporate ruling 

entity in Soviet society after the revolution. In the course of the expansion 

of the party ’ s size and its growing involvement in economic administration 

during the years of the NEP and the First Five Year Plan, the centralist 

thrust received much more impetus than the democratic one. Thus the 

party apparatus continually enlarged with its increasing separation from 

the party masses. 

The institutional outcomes of Stalin’s "revolution from above"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forced collectiv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his system of personal dictatorship worked as a crucial 

factor for the full blossoming of the party apparatus as an exclusive 

privileged, separate elite group vis-a-vis the party masses. While the role 

of the party as a political institution was increasingly weakened under 

mature Stalinism, the exclusiveness of the party apparatus as a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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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reached its high point in the continuation of its bureaucratic 

centra1ization. 

This signifies that of the two conflicting elements -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trends - inherent in the Bolshevik conception of the party, the 

former came to prevail over the latter in the course of transforming and 

consolidating the Soviet system. Concem for control and efficiency required 

for the legitimacy and stabi1ity of the regime may explain to a degree the 

exc1usive consolidation of the party apparatus at the expense of the party 

masses. However, the party leadership could have moved in a different 

direction for the same goa1s by rega1vanizing democratic elements in the 

p따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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