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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에서는 시장 개혁 이후 러시아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에 주목하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극동지역1)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 

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 

회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역별 계층 

화 현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들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기존에도 주나 

도시 수준에서 각 지역에 대한 사회계층화 현상이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연 

구는 있었지만， 그것은 러시아 사회 전체에 대한 계층연구로 귀결되는 기초적 

성격의 자료로 이용되곤 했다. 그러나 옐친으로부터 푸틴 시대에 들어와 러시 

아 연방정부의 각 지방에 대한 정책적이거나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적극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또한 도시나 주， 혹은 연방관구 차원에서 각 지 

방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등 러시아의 

각 지역들이 여기저기서 무대로 동장하게 되었는바 이것은 곧 러시아 지역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들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게 되었다，2)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

BM2075) , 

**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1)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극동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극동연방관구(llaJlbHeBOC

TO'lHhI꺼 lþe l1epaJlbH뻐 oKpyr)’ 혹은 ‘극동경제지구(llaJlbHeBOCTO 'lH뼈 3KOHOMH맨CK뼈 

pal!OH)’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107M 의 연방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사하 

공화국은 전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관념상 극동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여기 

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사하 공화국은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 극동지역에 포함 

되어 있으며， 또한 본고에서 인용되는 여러 정부 통계자료에도 이 곳이 극동지역 

으로 포함되어 각종 수치들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도 

사하 공화국을 극동지 역의 일부로 간주하여 다루고자 한다. 
2)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적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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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천연자원의 지리적 분포， 농업을 위한 기후적 조건， 각 지역 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 러시아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각 지역올 단위로 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거대한 영토를 지닌 러시아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여러 사회과학자들은 러시아가 소비에트 사회로부터 시장경제 사회 

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와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커졌다는 사실 

- 인종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전통주의와 근대화의 대비 속에서 나타나 
는 지역적 특수성 

-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개방 
- 지역에 대한 전통적 형태의 국가 관리의 약화와 새로운 중앙-지방 관계의 도모 
- 소비에트 시대에는 없었던 지리적 공간에 따른 실업 혹은 빈곤화 문제 둥 
사회 적 문제 의 발생 (3y6apeBIf4, 2003: 34-35) , 

사실 소비에트 시대에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양상이나 성격은 근대 

화 및 도시화 과정의 속도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할된 공간에 의해 나뉘게 되 

었고，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획’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체 

제로의 전환과정 및 혹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정한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 

고 국가나 더 나아가 세계화 수준에서 재규정되는 해당 지역의 위상이나 새 

로운 대외관계들의 둥장 또한 그 지역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경제적 

특성 둥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져 영향을 주면서 이제 각 지역은 과거와는 다 

른 복잡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 측면 

으로 볼 때는 각 지역의 금전수입 규모， 교육 문제， 소비 수준이나 비용 등에 

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계층화 현상의 지표 그리고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예산 

동 각종 생활환경이나 수준에 대한 문제 둥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동장하 

고 있다，3)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축적되어온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현상 

reJlbMaH(2α)())， reJlbMaH(2003), J1anIfHa(2002) , MaUY3aTo(2004) 둥을 꼽을 수 있다. 
3) 러시아 지역의 사회발전상에 대한 연구로서 과도기의 새로운 사회문제나 국가의 
지역사회정책 둥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의 정리로는 3y6apeBIf4(2003) 37-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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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각 지역에 대한 세부적 연구와 검토가 뒷받침되어 진 

행되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중 러시아 극동지역을 택하여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 

으로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는 것은 러시아 전체의 ‘사회계층화 현 

상에 대한 연구’와 특정 공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역 연구’ 양자의 결합을 

시 도하고자 하는 의 미 도 있다，4) 

본고에서 극동지역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그리고 

푸틴 시대에 계속하여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정치， 외교 

및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5) 사회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 있다.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 

은 사실 그동안 우랄 산맥 서쪽의 유럽-러시아 지역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극동지역은 큰 영토에 비해 소수의 러시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 북한 둥과 접경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 일본과도 한 바다 건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많은 교류가 있는 곳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 등과는 

국경문제나 경제차원의 마찰 소지가 항상 잠재해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가는 

지역이다，6) 

그러나 점점 높아져 가는 극동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심도 깊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더라도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위한 노동력 확보의 문제， 영토에 비해 

소수의 러시아 주민이 거대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 타국 국민들과의 잦 

은 교류와 마찰 동 많은 사회적 문제가 둥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사회학적 측면의 분석과 연구는 시급하다. 이 때 러시아 극동지 

4) 최근의 러시아 사회계충연구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3aCJlaBCKaJl (2004), PyTKeBll\’ 
(2004), fOJleHKoBa(2003) 동을， 지역연구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3y6apeBIl'.f 

(2003), CYPIlHOB(2003), KnIlMaHoB(2000), KJIi씨aHOB(2003)등을 꼽을 수 있다. 
5)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 대한 최근 

의 대표적 연구로는 EOJlJlTKO(2003) , 최 태 강(2004) ， EoraTYPoB(2004) , lleaaeBa 

(2004), lIeBIlHTaJlb(2004), 싸ThlnOB(2004)， TpoeKYPoBa(2005) 둥을 들 수 있다 

6)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변국과의 문제들을 다룬 논문들로는 TKat.feHKo(2000), TKa맨HKO 

(2003), 3a6poBcKaJl (2003), 3a6pOBCKaJl (2004), HblpoBa(2004)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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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인적 잠재 

력을 측정하고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주로 러시아 국가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다양한 통계자료들 

을 활용하여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 

고 있다. 방대한 지역을 조사하여 작성된 국가의 통계자료들은 연구 결과의 

편향성이나 국지성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지만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나 역 

동성을 포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연구에서는 현장조사 

나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많이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극동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역연구나 사회계층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부재한 상태에 

서 공식 통계자료들을 이용한 연구방법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 

소한 예비적 연구 단계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진다고 본다. 

본 연구의 극동지역 분석 기간은 2003년도 상황까지이다. 이는 본고가 작성 

되던 2005년에 러시아 국가통계청이 발간한 최신 자료들이 2003년도까지의 

통계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들을 통한 분석 내용이 한 지역 

한 시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석의 많은 과정은 1990년대로부터 

최근까지의 전체적 경향성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본다든지， 혹은 극동지역 

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 그리고 또 극동 내부 지역간의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한 

층 높여줄 것이고， 또한 극동지역의 특수성을 더 명확히 추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7) 

본고는 2장에서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비교하면서 극동지역 주민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주로 극동 내부 지역들을 비교하면 

서 사회계층화 양상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통계지표들을 활용하여 극동지 

역 주민의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결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8) 

7)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내부 자료를 제공해 주 

었고， 또 한 지변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여러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게 정보 

를 제공해주는 둥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편의를 준 레바다 센터 

(JIeBa,lla UeHTp)의 MapHHa KpaCHRHHKOBa와 러 시 아 국가통계 청 의 TaTb~Ha HBaHOBHa에 

게 감사드린다. 

8) 본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자료인 POCCHRcKHR CTaTHCTH4eCKHR e*erO,llH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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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극동지역은 러시아 7개 연방관구 중의 하나이자， 11개 경제지역 중의 하나 

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면적은 러시아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 

지만 러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혁 이후 극동지역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으 

며， 특히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시에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고 현재도 타 지역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아직 미개척 상태인 광활한 토지와 긴 대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임산자 

원， 수산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경제개발의 잠재 

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로이자 시베리아 

와 태평양이 만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극동지 역은 사하 공화국(PecnYÓJHIKa Caxa), 연해주(npllMOpCKlIH KpaH) , 하바 

롭스크주(XaóapOBCKlIH Kpa찌)， 아무르주(뻐ypCKaJI OÓJIaCTb), 캄차트카주(KaM'laTCKaJI 

OÓJIaCTb), 마가단주(Mara.llaHCKa.ll OÓJIaCTb), 사할린주(CaXaJIlIHCKa꺼 。 ÓJIaCTb) ， 유 

태 인 자치 주(EBpeHCKa.ll aBT. OÓJIaCTb), 츄코트카 자치 구(4YKOTCKlIH aBT. OKpyr), 

코랴크 자치구(KOP.ll KCKII꺼 aBT. oKpyr) - (이하 행정적 단위를 생략한 한글 표 

기로만 기술， 단 연해주는 ‘연해주’로， 유태인 자치주는 ‘유태주’로 표기) - 등 

1개 민족 공화국， 2개 변강주， 4개 주， 1개 자치주， 2개 자치구 둥 총 107~ 의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소수 민족이 이 지역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슬라브계 주민이 거의 90%에 달한다. 또한 총 인구는 약 700만 

명(러시아 전체의 약 5%)인데 이중 약 80%가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하， 아무 

르 둥 특히 중국과 접해 있는 납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도시화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 극동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9) 

본 장에서는 주로 극동 지역을 여타의 연방관구와 비교하면서(때로는 89개 

연방주체와 비교하거나 혹은 극동 내부의 107~ 지역을 비교하면서) 이 지역 

(애PC티 Per매R。애H뻐버 PO。야c야cα‘H싸뻐‘”써H. COl애1.\1뻐~Ha뻐Jl떠b비버HO-녕JKO아애HO야M싸‘에“M‘”‘ 

nOJlo)[(e하H뻐‘”깨He H ypo얘se하태Hb )[(“써3H뻐“ H뻐{얘ac야eJle하앤HI뻐‘”써HJI Po。야cc다대H싸u깨H“(C다cn H Y)!()은 본문과 각주 등에서 쓰일 

때 괄호 안에 있는 약자로 표기 한다. 
9)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리적 개황과 자연환경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윈학희， 한종만， 
공우석 (2002) 중의 제 3부 r극동지역」과 윤재희， 강명구(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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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가지는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상황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인구 추이， 월별 수입 및 임금 수준， 실업률， 각종 

소비지수， 교육수준， 취업 부문 및 산업분야 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전체에 가해진 인구학적 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시장개혁의 불안한 과도기적 상태로 인해 인구학적 문제 

는 심화되었고， 최근 1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측에 

들어가며， 반면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 속했다. 1992년부터 러시아 

의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 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때03년까지도 

매년 1000명당 평균 약 5-6명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연방관구별로 보 

면 중앙과 북서연방관구가 약 8-10명으로 가장 심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남부와 극동연방관구는 약 3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보표 1] 

참조) . 특히 극동연방관구의 사하와 추코트차는 인구의 자연증가 추세를 보이기 

도 했다(pP. CO-3KO, 2004: 67). 따라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극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한편 러시아의 인구분포 측면에서 지역간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정시대부터 20세기까지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의 큰 흐름은 주로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의 방향으로 진 

행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구이동의 흐릅이 마치 역사의 시계바늘을 빠 

른 속도로 되돌리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0년대 초중반에는 

남부나 볼가， 그리고 우랄 연방관구로 인구가 집중하여 이주하는 현상을 보이 

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집중세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중앙연방관구로 인구가 계속 이주하여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극동지역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시장개혁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인구 유출이 심했던 지역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인구의 유 

출이 가장 심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유출의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극동 

지역은 그동안 유출이 유입보다 지속적으로 컸던 지역이었다([보표 2] 참조). 

이에 따라 1990년에 극동연방관구의 인구는 807만 명이었다가 2003년에는 

663만 명으로 약 144만 명이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러시아 전 연방관구 중에 

서 가장 큰 폭의 인구 감소율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PP.CO-3KO ， 2004: 

42-43) .10) 극동지역 내에서 인구 유출이 특히 심했던 곳은 추코트카， 코랴크， 

10) 북서연방관구의 경우에는 주민이 1990년 1531만 명에서 2003년 1383만 명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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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단， 사할린， 사하 둥인데， 이 곳은 극동지역의 주변부에 해당되며 기후조 

건과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다，11) 따라서 극동지역은 타 지역으로의 인 

구유출이 극심하여 전체적으로 개혁기 러시아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심각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국민에게 닥쳤던 사회경제적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계 소득이나 실업문제 등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의 부담이 

증대되거나 많은 경우 최저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빈곤화 현상 

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다른 연방관구들과 

비교하여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은 

러시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지역별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민의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 추이 비교 (단위: 루블) 

연도 1앉E 19.17 H뻐 1ffi) aro axl1 '2fJJ2 am 
러시아전체 515.5 942.2 013.0 1004 ZBl :m8 웠72 5162 
중앙연방관구 앉졌3 313.4 1400.5 2482 않f낌 4454 ffi52 72ff.J 
북서연방관구 ffil3 ~.3 1011.0 1앉12 Z죠잉 3035 잃42 5393 
남부연방관구 313.0 ax3.6 fin2 1α였 1470 1975 2648 $쪼8 

볼가연방관구 않XJ.8 ffS1.2 견7.5 1238 1700 zlli 3001 3918 
우랄연방관구 ffi2.8 1130.5 1116.3 1앓7 낌24 엎% 4751 6108 
시베리아관구 4æ.9 ~.l 없4.4 1않J5 1901 2531 3310 4않E 

극동연방관구 638.5 1α'ß.7 1149.1 1820 2408 3175 4208 5까용 

출처: PCE 2004, 178-179쪽에서 재구성 

비고: 1998년까지 단위는 1000루블이며， 그 이후는 l루블 

[표 1]을 보면 극동연방관구 주민의 월평균 금전수입 수준은 전체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전체 연방관구에서 2-3위권을， 2000년대에 들어와서 

148만 명이 감소되었는데， 극동연방관구는 주민의 약 18%가 감소된 것이고， 북서 

연방관구는 약 10%가 감소된 것으로서 감소율 면에서는 극동 지역이 더 크다(pP. 

CO-3KO, 2004: 42-43). 
11) 1990년에 비하여 2003년에 추쿄트카는 33%, 코랴크는 60%, 마가단은 46%, 사할린 
은 75%, 사하는 85% 수준으로 주민 수가 감소되 었다(PP.CO-3KO ， 2때4: 43). 극동지 
역의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 및 경제악화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 물가의 상승 

과 함께 이 지역의 불리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보조해 주던 여러 가지 특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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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연방관구와 우랄연방관구의 뒤를 이어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동지역 내에서는 2003년 시점에 금전수입 소득수준이 추코트 

차(13664루블)， 사하(8240) ， 마가단(8185) ， 코랴크(7885) ， 사할린 (7676) ， 캉차트 

카(7101)， 하바롭스크(6205) 등의 순으로 높고， 반면 연해주(4246) ， 유태주 

(4043), 아무르(3852)는 러시아 평균 선에 미치지 못한다(PCE ， 2004: 179), 타 

지역에 비해 극동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전수입의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경제활동에 불리한 기후적， 환경적 여건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주로 천연자원 채굴산업(광업이나 에너지채 

굴은 물론 수렵， 임업， 어업 둥 포함)에 주민의 다수가 종사하기 때문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러시아 

전체에서 월평균 임금의 수준은 1990년대 중후반은 극동 지역이 가장 높았 

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랄 지역 다음으로 극동 지역이 높다. 이 때 전 

체 주민의 월평균 금전수입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던 중 

앙연방관구가 노동자 월평균 임금 수준만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하위 순위 

권으로 처지게 되는데， 이것은 극동이나 우랄지역의 노동자가 광산이나 가 

스석유채굴 등과 연관된 산업에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임금을 보상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보표 

3] 참조).12)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적 

인 소득이나 임금의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격차가 심하다는 것 

이다. 추코트차와 아무르 간의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의 격차는 약 3.5배에 

달한다. 극동지역의 제일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희소가치를 지닌 고가의 천 

연자원 채굴이나 순록 사육， 북극여우， 담비， 수달 등을 수렵할 수 있는 추코 

트카를 논외로 하고 여타의 지역들만 비교해보아도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의 

12) 89개 연방주체별로 구분하여 볼 때， 2003년 월평균 임금수준의 최대 격차의 예로 
는 우랄연방관구의 한퇴-만시스키 자치구(17209루블)， 야말로-네네츠키 자치구 

(20027루블)， 극동연방관구의 추코트카 자치구(17270루블) 둥과 납부연방관구의 다 

게스탄 공화국(2409루블) 칼의키야 공화국(2960루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임금 

의 차이는 약 8배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 차이는 주로 러시아의 북쪽과 동쪽의 

일부 원료 채굴지역과 남쪽의 주로 농업과 관련한 노동집약적 지역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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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약 2배 정도 벌어진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극동지역에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다， 89개 연방주체별로 살펴볼 때， 2003년 모스크바시의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은 16827루블， 야말로-네네츠키 자치구는 15962루블이며， 다게스탄 공 

화국은 1886루블， 인구쉐치야 공화국은 1392루블로 가장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격차는 대략 9-12배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시장경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0년의 경우 가장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격차는 

약 2-3배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러시아에서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구분이 완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pp ， CO-3KO , 

2004: 144-145), 대표적으로 부유한 지역들로는 모스크바나 북쪽의 가스석유 채 

굴지역， 그리고 극동의 몇몇 지역을 들 수 있고， 빈곤한 지역들로는 북카프카스 

산악지대나 남쪽의 주로 농업 관련한 노동 집약적 지역들을 꼽을 수 있다. 

지역별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직접적 요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소비 물품과 서비스 가격이다. 해당 지역의 금전수입이나 임금이 높다하 

더라도 소비 및 생활 유지비가 높으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없다， 2003년의 경우 극동연방관구의 1인당 월평균 상품 구입비와 서비 

스 이용비 (3548루블)는 중앙연방관구(5314루블)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 중앙연 

방관구의 평균 생활 지출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주로 모스크바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12922루블)를 제외하면 89개 연방주체에 

서 4천 루블 이상의 지출비를 보이는 곳이 페테르부르그(4417루블)를 포함하 

여 10군데인데， 여기에는 극동 지역의 사하(4919루블)， 사할린(4360루블)， 추코 

트카(4711루블) 3군데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로 하바롭스크(3812루블)， 캄차트 

카(3733루블)， 마가단(3955루블)도 러시아 전체 평균(3562루블)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Cf1 “ 뼈， 2004: 315-317) , 

여기서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로 따지면 극동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도 큰 

지출비용이 필요한 곳이다， 2003년 4/4분기의 러시아 1인당 월평균 최저생계 

비는 2143루블이다. 그런데 89개 연방주체에서 추코트카가 1위 (5744루블)， 코 

랴크가 2위 (4닮4루블)， 사할린이 6위 (3887루블)， 캄차트카가 8위 (3715루블)， 사 

하가 9위 (3677루블)이며， 나머지 다섯 지역도 모두 20위 안에 들어가는 높은 

최저생계비가 극동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PP ，CO-3KO ， 2004: 
166-167), 이렇게 극동지역에서 소비 및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극동지역이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간 

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기후와 자연환경 여건， 그리고 영토적으로 주변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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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3) 

실업문제의 경우 극동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에는 15%를 넘어서는 등 7개 

연방관구에서 2번째로 실업률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로는 3번째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되면서 대체로 러시아 전체 평균 실업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 

는 둥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남부연방관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 

후 최근까지 항상 최고의 실업률(약 13-18%)을 보이고 있는 곳이며， 시베리 

아관구가 2000년대 이후로는 2번째의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약 10-12%)이 

되었다([보표 4] 참조). 시베리아 지역의 높은 실업률은 앞의 [보표 2]에서 보 

이는 것처럼 2000년대로 들어와 인구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극동지역 (8.4%)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하 

(9.4%), 아무르(10.1%)， 캄차트카(1 1.4%) ， 코랴크(13.6%) ， 마가단(10.2%) ， 사할 

린 (9.1%) 둥이 비교적 실업률이 높은 편이고， 극동 지역 내에서 절반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해주(7.9%)와 하바롭스크주(6.1%)는 러시아 전체 평 

균(8.6%)보다도 낮은 설업률을 보이고 있다(PCE ， 2004: 134-140).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2003년도 취업인구의 교육수준별 비율에 대한 통계수 

치에 따르면， 7개 연방관구에서 극동연방관구(22.6%)는 중앙연방관구(26.7%) 

와 북서연방관구(25.2%)에 뒤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고등교육자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 두 지역의 고둥교육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도시인 

모스크바(42.8%)와 페테르부르그(37.2%)에 고등교육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도시를 제외하면 극동 지역의 고둥교육자의 비 

율이 러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추산할 수 있다，14) 극동지역 내에서는 특히 마 

13) 클리마노프(KnHMaHoB ， 2003: 43-44)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북쪽 지역이나 극동 지역의 경우(추코트카， 꼬랴크， 타이믹르스키， 네네츠키， 

캄차트카， 사할린， 야말로-네네츠키， 무르만스크， 사하 둥)에는 그 물가 수준이 모 

스크바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더 비싸기도 하다. 대체로 중앙 지대(블라지미르， 

코미， 오를롭스카야， 탐봅스카야， 툴스차야， 리페츠카야， 추바쉬， 스몰렌스크， 프스몹 

스카야 둥)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지출이 가능한 곳이다. 
14) 이와 같은 상황은 동일한 자료인 Pe얀r까대‘HO!아애H뻐f뻐bI PO야c야c띠H뻐”κCOl띠II대띠11띠Ha’뻐aJIb뻐b바HO-3l<때<0 1떠H때10야야얘M싸‘4싸M‘“l 

의 2002년 (90-91쪽)과 2003년 (104-105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극동연방관구는 2001년에도 전체 연방관구에서는 3위 (23.8%)， 2002년에도 3 
위 (22.9%)를 차지 하지 만 역 시 모스크바와 페 테르부르그를 제외 하면 극동지 역 이 전 

체 러시아에서 가장 고등교육자의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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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32%) ， 하바롭스크(29%) ， 추코트카(25.6%) ， 연 해 주(22.7%) 지 역 이 

고둥교육자 비 율을 보였다(PP.CO-3KO ， 2()()4: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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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ι 。
nτ: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주요 현상 중 하나는 과거 계획경제체제하 

의 국영부문 취업자는 줄어들고 사적경제부문의 취업자가 늘어나며， 또한 1차 

와 2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들고 3차 산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15) 

[표 2] 러시아 경제부문별 취업인구 비율 추이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때O 2003 극동 1995 2003 

국영+지방 86.0 88.8 90.4 91.1 82.6 42.1 37.9 36.4 47.9 μ&J 
사적 부문 14.0 11.2 9.6 8.9 12.5 34.4 46.1 50.2 26.2 41.5 
공영+종교 0.8 0.7 0.8 0.7 0.4 0.5 
혼합부문 4.0 22.2 12.5 9.2 24.8 11.2 
외국 합작 0.1 0.6 2.7 3.5 0.7 2.3 

출처: PCE 2004, 140쪽에서 재구성 

비 고: 극동은 PP.CO-3KO 2004, 101쪽에 서 인용 

[표 2]에 따르면， 1990년까지 국영부문 취업자는 러시아 전체에서 80%가 넘 

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급속히 줄어들어 2003년 시점에는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 사적 부문 취업자는 1/2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극동 지역은 2003년에도 여전히 국영부문의 취업자 비율이 사적부문의 

취업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만큼 극동지역에서 과거의 

국영부문 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극동지역에서 국영부문 취업자 비율이 

비 교적 높은 곳은 사하(53.3%) ， 하바롭스크(46.1%)， 코랴크(55.2%) ， 마가단 

(47.8%) , 추코트카(63.3%)이며， 사적 부문의 취업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지리적으로 남쪽이며 바다와 접해 있고 따라서 해외로 통로 구실을 하며 외국 

과 보다 빈번한 접촉이 가능한 연해주(46.8%)와 사할린(49.3%)이고 나머지 지 

역들에서는 양 부문 각각 40%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PP.CO-3KO ， 2004: 

이 다소 하향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러시아에서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취업자들의 종사부문과 산업부문의 변화 비율 

에 대한 통계적 수치나 전체적 양상에 대한 정리로는 최우익 (2002: 196-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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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극동지역 취업자들의 산업분야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먼저 농업 

종사자들의 비율(6.8%)이 다른 지역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극동 

의 기후적 지리적 여건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공업의 경우 1995년 

22%에서 2003년에는 19.5%를 차지하게 되는데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전체적으로 공업 취업자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극동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극동지역은 과거나 현재 모두 1차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고，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좀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차 산업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특정 

은 2003년 시점에서 운수(9.4%)， 도소매 및 음식(17.9%) 업종의 취업자 비율이 

다소 높고， 과학 및 학문 종사자의 비 율(0.7%)은 낮다는 것 이 다([보표 5] 참조). 
극동 내의 지역끼리 비교할 때 특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공업 취업자 

의 비율은 1995년 시점에 연해주，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에서는 

약 25% 내외였으나 2003년 시점에는 약 20% 내외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농업 

취업자의 비율은 사하， 아무트， 유태주 지역에서는 높은 편이었으나 1995년에 

는 각 지역 약 15% 내외이던 비율이 2003년에는 10% 내외의 비율로 하락하 
였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경제하에서 공업， 특히 농엽의 경우 과도현상을 겪거 

나 피폐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 러시아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다. 운수업의 경우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 마가단， 사할린， 

추코트카에서 1995년에는 취업자가 10% 이상이었지만 2003년에는 다소 비율 
이 1-2% 하락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 (2003년 러시아 전체에서는 

6.4%)에 비해 운수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극동지역에서 여러 가지 천 

연자원채굴과 관련하여 화물 운송이나 노동력 이주 둥과 같은 경제활동은 더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행기나 철도가 덜 발달한 비효율적인 교통망으로 인 

해 더 많은 운수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소매 

및 음식엽의 경우에는 1995년 극동 전 지역에서 각각 10% 내외의 취업자들이 
종사하다가 2003년에는 사하，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 캄차트카， 사할린 둥 

지에서는 취업자 중 20% 내외가 이에 종사하게 되어 공업 분야 취업자들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도소매 음식업은 과거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특히 극도로 축소되었던 분야이지만 시장경제 하에서는 가장 확대되 

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극동 각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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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취업자가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pp ， CO-3KO, 2004: 94-97) ,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러시아 사회는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었다. 극동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일차적으로 

극동 내의 북단 지역들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났으며 심각한 인구유 

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동지역 주민들의 평균 금전수입이나 임금소득 

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극동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적 격 

차가 심한 편이고， 한편 극동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고 최저생계비 

도 높게 산출되고 있다. 이것은 극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인간이 거주하기 

에 불리한 기후와 환경여건 그리고 영토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러나 극동지역 주민들의 평균적 교육수준은 러시아의 어떤 지역 

보다도 높기 때문에 수많은 자연 자원뿐 아니라 인적 자원 변에서도 높은 잠 

재력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바다와 접해 있는 극동 내의 남단 지역은 사적 

부문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만큼 시장경제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북단 지역은 여전히 국영 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산업별로는 

극동 내의 대부분 지역에서 약 1/5의 주민은 도소매 음식업에， 그리고 운수업 

과 교육 분야에도 각각 1/10의 주민이 종사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공업과 

농업 분야 종사자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로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요약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극동지역에서 어떠한 사 

회계층화의 양상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3.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계층화 현상 

현재 러시아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군들이 형성되 

고 있다. 높은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확보된 지역이나 석유가스채굴지역， 그리 

고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 같은 지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정도 수준 

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군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 

역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러시아 지역의 모 

습은 결국 그 지역 내부에 서로 다른 사회계층화 현상과 구조를 가지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금전수입， 그리고 지출 및 저축 현황， 금전수입 규모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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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분포 현상과 주민들의 소득격차 현상 지역별 최저생계비 등 각종 

지표들을 교차하여 극동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사회계층화 현상의 특정을 보 

이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표 3] 2003년 극동지역 주민의 금전수입， 지출(저축포함) 현황 (단위: 루블) 

수입액 전 연방 금전소득 순위 지출액 전 연방 금전지출 순위 

2003 2001 2002 2003 2003 2001 2002 2003 

극동연방관구 5788 ( 3 ) ( 3 ) ( 3 ) 5479 ( 3 ) ( 3 ) ( 2 ) 
사하 8240 4 4 4 6679 10 6 6 
연해주 4246 31 30 26 4695 18 18 17 

하바롭스크 6205 12 11 11 fJJ77 11 12 11 
아무르 3852 38 42 36 3912 38 37 29 
캄차트카 7101 6 6 9 6256 4 4 9 
꼬랴크 7885 3-4 3-4 5-6 3932 16-17 28-29 28-29 
마가단 8185 8 7 5 6879 9 9 5 
사할린 7676 9 9 6 6674 13 11 7 
-R-Elli'-ζ 4043 45 34 29 3475 49 42 43 
추코트카 13664 3 2 2 10143 3 2 2 
출처 PP ， CO-3KO 2004, 145쪽과 171쪽에서 재구성， 2001년과 2002년은 순위만 동종 

의 자료 2002, 111쪽과 135쪽， 2003, 127쪽과 151쪽에 서 인용 

비 고: 극동의 순위 는 7개 연방관구 중의 순위 

앞 장의 [표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극동지 역 주민의 월평균 금전수입 수준 

은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높은 펀이었다. 극동지역은 7개 관구에서 3위의 금 

전수입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 그리고 우랄 산맥 

북단의 몇몇 석유가스 채굴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러시아 전체에서 금전수입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3]에 따르면， 2003년 시점에서 89개 연방주체 

들로 나누어 비교할 때 11위까지 드는 지역이 극동연방관구의 10개 지역 중 

에서 7개 주가 포함될 만큼 극동지역 주민들의 금전수입 수준은 높다. 한편 

지 출(저 축 포함) 수준의 경 우도 유사하며 (17위 까지 7개 주 포함)， 최 근 2001년 

이나 2002년의 상황까지 추적하더라도 [표 3]에서 보이듯이 역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로 보아서 높은 수입과 지출의 생활을 영위하 

는 극동지역 주민의 경제적 수준은 외형상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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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금전수입 규모에 따른 주민들의 분포비율로 정리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2003년 극동지역 주민의 월명균 금전수입 규모의 분포도 (단위: %) 

금전수입 0.0- 1000.1- 1밍0.1- 2000.1- 3000.1- 4000.1- 5000.1- 7000.0 
규모(루블) 1000.0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7000.0 이상 

러시아전체 3.4 6.6 8.6 17.9 15.2 11.8 15.3 21.2 
사하 0.4 1.6 3.1 9.3 11.2 11.1 18.7 44.6 
연해주 2.2 6.4 9.8 21.9 18.4 13.2 15.0 13.1 
하바롭스크 1.2 3‘6 5.7 14.6 14.7 12.7 18.3 29.2 
아무르 3.1 7.9 11.1 23.0 18.0 12.4 13.5 11.0 
캄차트카 0.5 2.0 3.8 11.5 13.3 12.6 19.8 36.5 
코랴크 0.3 1.6 3.3 10.7 13.1 12.8 20.5 37.7 
마가단 0.4 1.6 3.0 9.3 11.2 11.2 18.8 44.5 
사할린 0.5 1.8 3.5 10.4 12.3 11.8 19.3 40.4 
유태주 3.8 8.9 11.8 23.2 17.5 11.8 12.7 10.3 
추코트카 0.1 0.6 1.3 5.0 7.1 8.1 16.1 61.7 
출처: PP. CO-3 I<O 2004, 164-165쪽에서 재구성 

2003년 러시아 국민의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의 액수는 5162루블이다. 이 

수치를 [표 4]에 맞추어 추산하면 극동지역에서 사하， 캄차트카， 코랴크， 마가 

단， 사할린， 추코트카 등 6개 지역은 대략 50-7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러시 

아 평균 금전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포비율의 양상 

에서 러시아 전체로 볼 때는 2000-3000루블 사이 구간에 인구가 가장 집중되 

어 있지만 극동의 이 6개 지역은 적어도 5000루블 이상의 소득 지점에 인구 

가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전수입 수준의 분포비율이 

상향되어 있는 모습이다. 한편， 하바롭스크는 약 40% 정도의 주민이 러시아 

전체 월 평균 금전수입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금전수입 분포비율의 

양상에서 러시아 전체 평균 분포도와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해주， 

아무르， 유태주 지역은 주민들의 약 20%만이 러시아 평균 금전수입 수준을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분포비율의 양상에서도 러시아 전체 평균 분포도 

보다 훨씬 하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리적으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극동지역 납단의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는 1인당 월평균 금전수 

입 수준도 낮으며 금전수입 규모별 계층화 현상도 하향 분포된 모습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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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 극동지역 북단 대부분은 대다수 주민이 러시아 전체 평균 이상 

의 소득을 올리고 금전수입 분포도도 상향된 모습을 보이는 등 극동지역은 

금전수입 측면에서 고소득의 부유한 지역과 저소득의 빈곤한 지역으로 나누 

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 극동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생활비 지출을 요구받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극 

동지역은 주민들의 금전수입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지출 수준도 크다 

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보고몰로바 

(T. ID. 50rOMOAOBa)와 타플리나(B. C. TanÆiHa)는 금전수입 수준을 사회계층화 

현상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시기와 해당 지역에서 산출된 최저생 

계비에 대한 금전수입액의 비율을 계층 귀속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16)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최 

저생계비의 1.5배까지의 금전수입 소득자는 하층계층， 1.5-3.5배는 중하층， 

3.5-10배는 중상층， 10배 이상은 상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 

마다 고유한 최저생계비와 금전수입 소득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계층귀속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역적 편차가 큰 러시아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계층화 현상 분석의 상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 

법을 받아들여 최저생계비 대비 금전수입 소득액 비율을 사회계층분석의 지 

표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각 지역의 하 

층과 중하층의 경계를 찾아내어 각각의 비율 즉 하층의 비율과 중하층 이상 

전체의 비율만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산출하여 그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표 

5]로 작성하였다)7) 

16) 보고몰로바와 타플리나(2003: 397-414)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러시아 사 

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저생계비에 대한 금전수입액 

의 비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각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사회계층들을 구분하였다. 

17) 각 지역에 대한 계층귀속의 비율을 계산하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산 
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보표 6]이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일정 배율에 맞 

춘 각 계충이 [표 4]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표 

4]는 7αm루블까지의 분포 비율까지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는 최 

저생계비의 1.5배로 나누어지는 하충과 그 바로 위층인 중하층의 경계만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표 되에서는 2002년도의 결과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 

서 필요한 통계수치인 2002년도 월평균 금전수입 규모에 따른 주민들의 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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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2년， 2003년 극동지 역 주민의 하충과 중하층이 상 비 율 (단위 : %) 

2002년 사하 연해주 하Hf홉스크 아무르 캄차트카 코랴크 마가단 사할린 %E1l'îζ- 추코트카 

중하충 이상 50-55 30 25-30 40-45 30-35 40-45 35-40 
하층계층 45-50 70 70-75 55-60 65-70 55-60 60-65 
2003년 

중하층 이상 60 35-40 50-55 40 50 40 60-65 50-55 40 
하층계층 40 60-65 45-50 60 50 60 35-40 45-50 60 
비 고: [표 4], [보표 6], [보표 7]을 활용하여 작성 

2002년과 2003년 두 해의 통계수치를 산출한 [표 5]에 따르면 극동지역 전 

체적으로 하층 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금전수입의 절대적 수치만을 러시아연방의 타 지역 

과 비교하였을 때 극동지역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처럼 보였다. 그러나 

[표 5]에 따르면， 2002년보다 2003년이 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연해주， 아 

무르， 유태주， 코랴크에서는 주민의 60-65% 정도가 하층 계층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러시아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 이상의 소득자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던 전자의 3개 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상당 비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금전수입 수 

준이 897ß 연방 주체에서 5-6위에 랭크되어 있고， 러시아 1인당 월평균 금전 

수입 이상의 소득자 비율이 최소한 50%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코랴크의 경 

우， 이 곳 주민의 60%가 하층 계층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4525루블)가 극동 내의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코랴크에서 웬만한 금전수입을 올리는 주민이라도 넉녁한 수준의 경제적 생 

활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하층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하다.18) 

은 [보표 7]에 나와 있다. 

18) 극동 내 대부분 지역이 금전수입과 지출의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순위가 거의 비 
슷한데， 코랴크의 경우는 2003년 시점에서 금전수입은 5-6위이지만， 지출은 28-29 
위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특정은 코랴크 자치구의 최저생계비는 4525루블로 

산출되는데， 주민들의 월 평균 금전소득이 7885루블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월 평균 3932루블밖에는 지출을 하지 못한다는 기이한 사정으로 

부터 발생한다. 이것은 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하고 싶어도 이를 충족시킬 만한 생 

활 여건이 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랴크는 현재 인구가 2만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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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차트카， 사할린， 하바롭스크의 경우에도 각 지역 주민의 45-50% 정도는 

하층에 속한다. 사하와 마가단에서만 약 35-40%의 주민이 하층에 속할 뿐이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하와 마가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극동지역들은 절반 

이상의 주민이 하층에 속하는 사회계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하층의 

비율 규모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3년 시점에서 극동은 크게 3개의 지역군 

으로 나눌 수 있다.19) 

하충 계충의 비율이 35-40%인 지역 | 사하， 마가단 

하층 계충의 비율이 45-50%인 지역 l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사할린 
하충 계충의 비율이 60-65%인 지역 | 연해주， 아무르， 유태주 

[표 5]의 각 지역별 하층 비율의 산출결과를 검증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사한 자료로서는 지역별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전수입자 비율을 산출한 통 

계자료를 꼽을 수 있다. 즉，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최근 2-3년 사이에 사정이 약간 호전되기는 했지만 2003 

년 시 점 에 사하와 마가단의 극빈층은 18-20%, 하바롭스크， 캄차트차， 사할린， 

추코트카20)는 25-28%, 연해주， 아무르， 코랴크， 유태주는 34-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보표 8] 참조). 마지막 4개 지역 주민들의 1/3 이상은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주 열악한 극빈층이었다. 러시아 연방 전체로 보 

았을 때는 인구의 20.6%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전수입을 얻는 층인데 사하 

(20.4%)와 마가단(18.5%)을 제 외 한 극동의 나머 지 지 역 들은 모두 평 균보다 높 

은 비율의 극빈층이 거주하고 있었다.21) [표 5]에서 산출한 하층의 비율과 극 

으로 극동 내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며 자료와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통계자료 차 

원에서 이 지역의 사회계층화 현상의 특정을 명확하게 포착하고 분류하는 것은 다 

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 통계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하고 소수의 인구만이 거주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사회 
계층화 현상을 추론하기 곤란한 추코트카와 코랴크는 이 분류에서 제외한다. 

20)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전술한 [표 5]에서는 산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러시아 연 
방 전체에서 2위의 l인당 월평균 금전수입 수준을 지닌 추코트차에도 28.4%의 극 

빈층이 거주하고 있다 
21) 2003년 89개 러시아 연방주체에서 살펴 볼 때， 최저생계비 미만 수입자 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은 우랄지역 북단의 석유가스채굴지역들로서 약 10% 정도이며， 가장 
높은 지역들로는 인구쉐치야 공화국(83%) ， 우스치-오르딘스키 부랴트스키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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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충의 비율의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층의 비율 면에서 묶은 극동 내 

의 지역군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전수입자의 비율 변에서 묶은 지역군의 양 

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는 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중하층 이상 계층은 총 비율만 파악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른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더 유추해 보고자 한다. 전 주민의 수를 20% 

씩 5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속한 주민들의 총 금전수입의 양을 계산 

하여 사회계층화 현상을 파악해 보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계층분화의 보 

다 세밀한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위 20% 집단과 상 

위 20% 집단의 금전수입 총량을 비교함으로써 빈부 격차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상위와 하위 20% 주민집단의 총 금전수입액을 비 

교한 결과 추코트카(7.8배) 사하(7.6배) 마가단(7.4배)이 약 7.5배 내외의 차이 

가 나고， 하바롭스크(7.3배)， 사할린 (7.1배)， 캄차트카(6.8배)가 약 7배 내외의 

차이， 코랴크(6.3배)， 유태주(6.2배)， 아무르(6배)， 연해주(5.8배)가 약 6배 내외 

의 차이가 난다([보표 9] 참조). 총 금전수입액의 비율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 

당 지역의 상하층간의 빈부격차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율 차이는 가 

장 큰 지역이 7.8배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5.8배까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 

긴 하지만 크게 7.5배， 7배， 6배 등의 3가지 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 

며， 이렇게 나번 지역군의 구도는 추쿄트카를 제외하면22) [표 5]에서 하층의 

비율 규모면으로 구분한 3가지 지 역군의 구도와 역시 동일하다.정) 즉， 하층 

(82.8%) 등을 꼽을 수 있다(pP. CO-3 I< O, 2004: 168-169). 
22) 추쿄트카의 인구는 1990년 16만 명에서 2003년 지금은 1/3 수준인 5만2천명으로 줄 

어든 상태이며， 극동 내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자연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목축 중심의 지역이다. 극동 내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통계 정보는 가장 부족하 

여 명확한 사회계층화 현상을 추론하기는 상당히 힘든 편인데， 대체로 주민의 절반 

은 하층에 속하면서도(약 1/3은 극빈총)， 상당히 높은 수입을 올라는 상충이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되며 극동 내에서 이 지역의 빈부격차는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23)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자료는 지니계수를 들 수 
있는데， 2003년 추코트카(0.39이， 사하(0.385) ， 마가단(0.382)이 지니계수가 높으며， 하 

바롭스크(0.379) ， 사할린(0.376) ， 캄차트카(0.364)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코랴크(0.354) ， 

유태주(0.352) ， 아무르(0.345) ， 연해주(0.341)의 지니계수는 극동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여， 이러한 결과는 지금 살펴본 상위와 하위 20% 주민집단의 총 금 
전수입액을 비교한 지역군의 양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보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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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비율도 높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층도 다수가 있는 연해주， 아무르， 

유태주와 같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빈부격차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반대 

로 하층 주민의 비율도 낮은 편이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층 비율도 적은 사 

하와 마가단과 같은 지역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하층 주민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하게 사 

회경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고 보이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하층 주민들과 상층 주민들 간의 금전수입의 총 소득양의 비 

율이 타 지역보다 더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중간층 이 

상， 즉 고소득을 올리는 뚜렷한 중상층이나 혹은 상층의 집단이 견고하게 형성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1990년대부터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보다 

부유한 지역일수록 그 지역 내에서 보다 극심한 빈부격차의 계층화 현상이 나 

타난다는 점이 그동안 러시아의 현실에서 계속 지적되어오곤 했다.경)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뚜렷한 상층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J1eBaila UeHTp)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에서 나타나기도 한다.정) 러시아 전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귀속 의 

식을 조사한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의 결과(격월로 총 12회)에 따르면， ‘당 

신은 자신이 어떠한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상층에 

속한다고 웅답한 비율은 1% 정도로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중상층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극동지역이 2003년 7%와 2004년 11%로 러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다. 극동지역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곳은 2003년은 

24) 이와 같은 현상은 러시아 연방 전체 차원에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2003년 시 점 에 부유한 지 역 인 모스크바는 최 하위 20% 집 단과 최 상위 20% 집 단의 
총 금전수입 소득합계의 차이는 약 25배， 우랄 북단의 가스석유 채굴지역의 경우 

도 약 10-11배의 차이가 난다(PP.CO-3KO ， 2004: 162-163). 이에 대해서는 클리마노 
프(K.nHMaHOB)도 동일한 지적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부유한 

지역의 경우 내부적으로 수입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분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현상이 이미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의 

경우 하위 수입 20%대의 주민과 상위 20%대 주민 사이의 수입 규모의 차이는 이 

미 20배에 달하게 되었고， 러시아 전체적으로는 약 8.5배에 달하게 되었으며， 비교 

적 그 차이 가 덜 한 지 역 도 3-4배 에 달하게 되 었 다고 한다(KJJHMaHOB ， 2003: 35-49). 
25) 레바다 센터(J1eBalla l.{eHTp)로부터 주관적 계층귀속 의식에 대한 2종류의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본래 이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공식 자료에는 지역별 

구분이 없이 총 합계만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내부인을 통 

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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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년 5%로 답한 몇 개 지역으로 극동지역과 이들 2위권 지역과의 비 

율 차이는 약 2배나 된다([보표 10] 참조). 

또한 ‘(사회적 위치를 1둥에서 10등까지로 나눌 때) 당신은 현재 어떠한 위 

치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웅답자의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1% 정도로 나왔다. 2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003년과 2004년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1% 정도이지만， 2004년의 극동지역 

의 경우만 2%이다.3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 몇 개 지역이 

2003년에는 3%, 2004년에는 5%로 답한 것이 가장 높은데 극동지역은 두 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4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의 경우 극동지역 

은 2003년에는 각 지역에서 중간 정도이지만， 2004년에는 가장 높은 10%의 

웅답자가 이에 답하고 있다.5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역시 극 

동지 역 이 2003년은 29%와 2004년은 30%로 가장 높다([보표 11] 참조). 이 러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록 주민들의 주관적 의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조사 결과의 내용도 상당 수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 

역보다도 극동지역에 뚜렷한 중상층 혹은 상층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 

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계층화 현상을 요약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하층 집 

단이 두럽게 존재하고 있으며 빈부격차도 심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높 

은 금전적 수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높 

게 산출되는 최저생계비의 사정 때문에 극동지역 주민 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고소득자이면서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높 

은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뚜렷한 상층 집단이 극동지역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계층화 현상을 보이면서도 극동지역은 크게 세 개의 지역군 

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즉 

; 사하와 마가단 같이 하층의 비 율은 35-40%(극빈층온 약 20%) 

이며 동시에 빈부격차가 보다 심한 지역의 모습， 

; 장차트카， 사할린， 하바롭스크와 같이 하층의 비율은 약 45-50% 

(극빈층은 약 25%)이며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의 모습， 

마지막으로 연해주， 아무르， 유태주와 같이 하층의 벼율이 

60-65%(극빈층은 약 35%)에 달하지만 빈부격차는 덜한 지역 

의 모습으로 나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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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극동 지역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어떤 지역 

보다도 덜했으나， 반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외부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 

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빈곤화가 진행되었으며 거주에 부적합한 환경적 요인과 높은 소비 물가는 해 

당 주민들의 생활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 

역에는 천연자원채굴 및 개발과 관련하여 여타 지역보다도 수입 및 임금 수 

준이 높으며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포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주민의 사회계층화 현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역적으 

로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양상의 세 가지 지역군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적 

으로 서로 연이어 있고 또 바로 중국국경과 맞닿아 있는 아무르， 유태주， 연 

해주는 극동지역에서 하층의 비율이 가장 두럽고 금전수입이나 소비지출 변 

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이다. 석유 및 가스， 그리고 희귀 

금속의 채굴을 통하여 극동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사하와 

마가단은 하충의 비율이 가장 낮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소득이나 지출의 

행태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하바롭스크， 사할 

린， 캄차트카는 태평양과 접해 있는 극동의 요충지이자 역시 많은 자원을 가 

지고 있으며 사회계층화 양상으로는 앞에 열거한 전자와 후자 지역군의 중간 

정도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극동 내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코랴크 

와 추코트카는 극소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앞의 지 

역군들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들을 뽑아내기는 곤란했지만 몇 가지 통계지수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층 집단이 두럽게 존재하고 또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계층화 현상은 극동 

지역이 불안한 사회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문에 

서 살펴본 인구의 이주 금전수입이나 임금， 실업률， 최저생계비 등과 관련한 

여러 통계 수치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양호한 상태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점들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장래에는 하층 집단 

이 짧어지는 대신 중간계층이 두터워지고 전체적인 빈부격차도 줄어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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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정적인 사회계층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는 극동지역의 사회계층화 현상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극동연방관구라는 행정적 단위의 차원에서 다른 연방관구와 각종 공식적 통계 

지수를 활용하면서 비교하였다. 또한 극동연방관구 내의 각 주들의 통계자료 

를 비교하여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정의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 본 

연구는 금전수입이나 최저생계비와 같은 통계 지표를 이용하다보니 경제적 측 

면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사회계층연구에 있어서는 이러 

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의식 문화적 잠재력이나 생활방식과 같 

은 요소들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에 대한 지역연구나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극동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상기와 단편적인 해석만 있지 이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고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예비적인 연구로서， 

또한 여러 통계자료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취합하고 가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에 

서 지역연구와 사회계층연구를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역시 앞으로의 과제 

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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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표 1] 1990-2003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의 자연 증가율 (단위: %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중앙연방관구 -1.9 -9.2 -8.4 -8.5 -8.3 -9.8 -9.8 -10.0 -10.0 
북서연방관구 +0.8 -7.9 6.8 -6.1 -6.1 -8.3 -8.6 -8.6 -8.6 
남부연방관구 +5.5 -2.1 -2.4 -2.6 -2.5 -3.6 -3.6 -3.4 -3.3 
볼가연방관구 +3.1 -5.0 -4.7 -4.8 -4.2 -5.9 -6.4 -6.5 -6.5 
우랄연방관구 +3.8 -4.6 -4.0 -3.5 -2.9 -4.5 -5.2 -4.5 -4.3 
시베리아관구 +4.5 -4.2 -4.1 -3.8 -3.2 -4.8 -4.9 -4.7 -4.8 
극동연방관구 +7.3 -2.4 -2.4 -2.1 -1.6 -3.1 -3.4 -3.3 -3.1 
러시아 연방 +2.2 -5.7 -5.3 -5.2 -4.8 -6.4 -6.7 6.5 -6.5 
출처: PP. CO-3KO 2004, 66-67쪽에서 재구성 

[보표 2] 1990-2003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의 유출과 유입 

1990 1995 1996 1997 1998 
중앙연방관구 25 61 51 48 47 
북서연방관구 8 17 19 7 10 
남부연방관구 45 54 25 24 16 
볼가연방관구 4 47 29 31 29 
우랄연방관구 -16 31 23 50 29 
시베리아관구 -8 20 7 9 3 
극동연방관구 -12 -136 -87 94 -100 
러시아 연방 11 34 23 24 19 
출처: PP.CO-3KO 2004, 76-77쪽에서 재구성 
비고: 만명당 인구증감수 

1999 2000 2001 2002 
39 41 30 34 
-5 8 8 8 
13 9 6 -0.4 

22 16 2 1 
3 21 9 2 
-8 -4 -17 -16 
-97 -52 -64 -40 
11 15 5 5 

[보표 3] 1995-2003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루블)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러시아 연방 472.4 950.2 1051.5 1522.6 2223.4 3240.4 4360.3 
중앙연방관구 418.7 862.1 1009.0 1532.4 2173.0 3265.9 4432.6 
북서연방관구 528.9 1056.1 1166.2 1721.9 2531.5 3655.1 5067.9 
남부연방관구 315.5 617.3 694.5 1066.6 1481.0 2159.2 2974.4 
볼가연방관구 388.9 787.9 858.6 1231.1 1783.0 잃62.5 3412.1 
우랄연방관구 670.2 1440.7 1555.4 2193.3 3468.5 5168.6 6588.6 
시베리아관구 553.3 1057.9 1129.5 1559.5 2269.6 3190.8 4309.5 
극동연방관구 806.9 1518.4 1631.9 2297.3 3113.6 4298.0 5979.1 

출처: PCE 2004, 182-183쪽에서 재구성 
비고: 1998년까지는 1000루블 단위， 그 이후로는 1루블 

2003 
-9.2 
-9.0 
-2.0 
-6.5 
-4.2 
-4.7 

3.3 
-6.2 

2003 
36 
6 
1 

0.04 
4 

-18 
-36 

~ 

2003 
5498.5 
5872.8 
6143.7 
3699.2 
4235.3 
8085.7 
5325.3 
7많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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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표 4] 1992-2003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실업자 추이 (단위: %) 

199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러시아 연방 5.2 9.5 9.7 11.8 13.2 13.0 10.5 9.1 8.1 8.6 
중앙연방관구 4.9 8.3 8.2 9.0 9.9 10.2 7.8 6.3 5.4 5.4 

북서연방관구 5.8 10.7 11.0 12.1 14.4 13.5 9.7 7.7 6.3 7.0 
납부연방관구 6.7 12.7 13.0 16.5 18.4 18.4 15.1 13.6 13.0 15.3 
볼가연방관구 4.4 9.0 9.1 11.0 12.2 11.2 9.6 8.5 7.7 7.6 
우랄연방관구 5.1 8.0 8.9 10.9 12.2 12.4 9.8 9.2 8.2 7.5 
시베리아관구 5.1 9.1 9.6 13.7 15.2 14.9 12.6 11.3 10.1 11.7 
극동연방관구 5.2 10.4 10.0 I 1프L니4.뜨 15.3 12.3 10.2 8.6 8.4 

출처: PCE 2004, 134-140쪽에서 재구성 

[보표 5] 1985-2003년 러 시 아 산업 별 취 업 자 추이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2003 극동 1995 2003 
공업 32.3 30.3 25.9 22.6 21.9 22.3 19.5 
놓업 13.9 12.9 14.7 13.0 11.0 9.5 6.8 
임업 0.4 0.3 0.4 0.4 0.4 0.5 0.6 
건축 9.4 12.0 9.3 7.8 7.7 9.1 6.7 
딘。 까r 8.5 6.6 6.6 6.4 6.4 11.0 9.4 
통신 1.3 1.2 1.3 1.4 1.4 1.7 1.7 

도소매/음식 8.3 7.8 10.1 14.6 16.8 11.4 17.9 
주태/주거 4.1 4.3 4.5 5.2 4.9 5.6 6.1 
보건/체육 5.0 5.6 6.7 7.0 7.1 7.1 7.4 
교육 7.1 7.9 9.3 9.1 9.1 10.5 10.1 

문화/예술 1.4 1.7 1.7 1.8 1.9 1.8 2.0 
과학/학문 4.1 3.7 2.5 1.9 1.9 0.9 0.7 

금융/신용/보험 0.5 0.5 1.2 1.2 1.3 
행정 1.6 2.1 2.9 4.5 4.7 8.6 11.2 
기타 2.1 3.1 3.0 3.1 3.5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PCE 2004, 141쪽에 서 재 구성 
비고: 극동은 PP. CO-3KO 2004, 94-97쪽에서 재구성 

[보표 허 2002-:m3년 극동지역의 최저생계비 산출 및 하층계층 금전수입 경계선 (단위: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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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COUHanbHO-3KOHOMHQeCKOe nOnO*eHHe POCCHH~ 의 2002년과 2003년의 1, 2, 3, 4 
분기 발간자료의 최저생계비 수치를 국가통계청에서 입수 

비고: 각 지역 최저생계비의 1, 2, 3, 4분기 수치를 합산하고 4등분하여 연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일부 분기는 정보가 없는데 나머지 분기만으로 연평균치를 산출하 
였다. 하층계층의 금전수입 경계선(하층선)은 최저생계비 연평균치에 1.5를 곱 
하여 산출하였다. 이 수치를 [표 4]와 [보표 7]에 대입하여 하층계층과 중하층 
이상 전체 계층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가 본문의 [표 5]이다. 

[보표 7] 2002년 극동지역 주민의 월평균 금전수입 규모의 분포도 (단위: %) 

금전수입 0.0- 500.1- 7밍.1- 1αXl.1- 1500.1- 23ααll33.l.O- 3αXl.1- 4이αm상。 
규모(루블) 당Xl.O 750.0 1αXl.O 1500.0 2αXl.O 4αlO.O 

러시아전체 0.8 2.3 3.9 10.7 11.9 21.0 15.2 34.2 
사하 0.0 0.2 0.6 3.0 5.3 14.7 15.4 60.8 I 
연해주 0.4 1.8 3.9 12.7 15.0 25.8 16.6 23.8 I 
하바롭스크 0.2 0.8 1.8 7.0 9.8 21.0 17.4 42.0 
아무르 0.9 3.3 6.0 16.6 17.0 25.2 14.1 16.9 
캄차트카 0.0 0.2 0.6 3.1 5.6 15.4 16.1 59.0 
코랴크 0.0 0.2 0.5 2.8 5.3 15.0 16.0 60.2 
마가단 0.0 0.1 0.4 2.3 4.9 15.4 17.1 59.8 
사할린 0.0 0.4 1.0 4.4 7.1 17.7 16.9 52.5 
유태주 0.6 2.4 4.6 13.8 15.3 25.1 15.6 22.6 
추코트차 0.0 0.1 0.3 1.6 3.2 9.9 12.0 72.9 
출처: PP. CO-3KO 2004, 147쪽에서 재구성 

[보표 8] 2000-2003년 극동지역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주민 비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러시아전체 28.9 27.3 24.2 20.6 
사하 31.1 28.6 22.7 20.4 
연해주 56.8 53.1 47.9 37.8 

하바롭스크 36.7 33.3 27.4 25.4 
。}므 .-근 51.4 49.1 48.6 34.9 
캄차E카 35.5 27.9 
코랴크 41.6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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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단 35.9 30.1 24.9 18.5 
사할린 41.7 39.2 32.8 26.0 
%E 덕~-Tζ 58.5 52.3 39.3 36.3 
추코트차 59.4 39.6 35.2 28.4 

출처: Pp. CO-3KO 2004, 168-169쪽에서 재구성 

[보표 9] 2003년 극동지역 주민의 때% 집단별 금전수입 총량 (단위: %) 

(최저수입) ‘- --> (최고수입) 

I 집단 H 집단 m 집단 W 집단 V 집단 지니계수 

러시아전체 5.6 10.3 15.3 22.7 46.1 0.400 
사하 5.9 10.8 15.6 22.9 44.8 0.385 
연해주 7.1 11.9 16.6 23.1 41.3 0.341 

하바롭스크 6.1 10.9 15.8 22.9 44.3 O.킨9 

아무르 6.9 11.8 16.5 23.1 41.7 0.345 
캄차트카 6.4 11.3 16.1 23.0 43.2 0.364 
코랴크 6.7 11.6 16.3 23.1 42.3 0.354 
마가단 6.0 10.8 15.7 22.9 44.6 0.382 
사할린 6.2 11.0 15.8 22.9 44.1 0.376 
%~-Tζ 6.8 11.6 16.4 23.0 42.2 0.352 

L 추코트카 5.8 10.6 15.6 22.8 45.2 0.390 
출처: pp. CO-3KO 2004, 162-163쪽에서 재구성 

[보표 1이 당신은 자신이 어떠한 계충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없B년 / 없g년 )(단위:%) 

응답자수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응답곤란| 

러시아경제지구 ID3년/4m년 161V1515 염77ß348 댔WI빠잉 뼈많1 η';52 10때1뼈 1 
북지구 7밍 /m 14/14 22/23 49 / 47 3/4 1/ 0 11 /12 I 
북서지구 642/ 댔 11/10 31/28 47/49 2/3 0/1 8/9 
중앙지구 2J35 / 2J11 9/10 :Il/2l 51/ 밍 3/4 1/ 0 6/8 I 

볼가-야트카지구 764 / 검4 12/14 34 / 31 46/46 2/3 1/0 5/7 
중앙-흑토지구 Effi/앉영 23 / 9 ::n /32 40/ 않 2/2 0/0 9/3 
볼가지구 1쨌 /1531 14/14 28/ ::n 46/46 4/3 1/ 1 8/10 

북-카프카스지구 1때7 / 1:Hl 17/16 'J3/'lJ l5 /43 4/5 1/0 8 /10 
우랄지구 17W / 1743 11/10 2J/2J 51/m 4/4 0/0 9/12 

서시베리아지구 112l / 1ffii 14/15 'lJ/2J 44 / 47 4/4 1 /1 11 /8 
동시베리아지구 713 / 876 13 /13 ::n /28 49/45 3/5 1/ 0 7/10 
극동지구 1J7/Em 10 / 8 'lJ / 17 43/ 많 7/11 0 /1 13/10 
총합계 1:Ð'J3 / 12646 13/ 12 28/ 'lJ 46/48 4/4 1/ 0 8/9 

출처: 레바다 센터(J1eBat\a UeHTp) 내부에서 입수 
비고: 이 질문은 해당 센터의 정기 설문조사목록 Olf.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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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표 11] (사회적 위치를 1등에서 10둥까지로 나눌 때) 당신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2003년 /2004년) (단위: %) 

웅답자수 2 3 4 5 6 7 8 9 10 무웅당 

러시아 2003년/ õl/ 79/ 때4/ 576/ 2722/2 1559/1 1952/1 2159/ 1471/ 1650/ 10ψ 

경제 지구 2004년 50 112 372 676 얹꺼 610 974 2135 1278 1459 81 
북지구 750 / 755 111 111 3/4 5/8 24/23 11115 11/13 14/14 8/6 19/14 ψ2 

북서지구 642/663 0/1 0/0 2/3 4/5 26/21 15/12 12/14 19/17 8/8 13/19 0/0 
중앙지구 잃35 /2511 0/0 111 3/3 5/5 23/27 14/13 19/16 16/17 9/8 819 2/1 
볼가야트카 764 /734 0/0 111 2/1 4/3 16/18 9111 12/13 19/20 20/19 16/14 111 
중앙흑토 665 / 689 0/0 0/0 111 3/5 11115 12/15 17/21 12/22 13/16 30/5 0/0 
볼가지구 1498 /1531 1/0 0/1 113 4/4 20/17 12/12 15/17 19/19 13/14 16/13 0/0 
북카프카스 1때7/1:Ðl 110 0/1 2/2 3/6 14/19 11114 17/14 22116 19/13 11115 0/1 
우랄지구 1707 /1743 0/1 111 3/3 6/6 26/25 15/13 15/16 15/15 9/9 11111 111 
서시베리아 1129 /1뼈 1/0 1/1 2/3 6/6 23/28 9/11 16/16 17/18 1218 1119 1/0 
동시베리아 738 / 876 110 1/1 3/5 6/5 21β5 12/13 15/15 18115 10/8 13/14 0/0 
극동지구 797/699 0/1 112 3/5 4/10 29/30 12/13 13/15 16/12 10/4 13/10 0/0 
총합계 U월월뻐6 110 111 2/3 5/5 22，띠3 12/13 16/16 17/17 12110 13/12 111 
출처: 레바다 센터(J1eBalla J..teHTp) 내부에서 입수 

비고: 이 질문은 해당 센터의 정기 설문조사목록 236.029.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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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Ha~bHO-3KOHONHqeCKHe OCOÕeHHOCTH 

H COQHa~bHa~ CTpaTHφHKaQH~ 

Ha npHNepe ~a~bHeBOCTOqHOrO perHOHa POCCHH 

40" , By-HK 

B HacTO~meß pa60Te 밍때 npOBeaeHH~ aHanH3a CTpaT빼HKaUHH o6mecTBa 6hln。

caenaHO cpaBHeHHe nanhHeBocTo4Horo ~eaepanhHoro oKpyra C apyr싸뻐 ~eaepanh

HblMH oKpyraMH C npHMeHeHHeM pa3nH4HblX CTaTHCTH4eCKHX aaHHblX. KpoMe Toro, 

nyTeM cpaBHeHH~ CTaTHCTH4eCKHX aaHHbIX KpaeB H o6nacTeH, HaXO~mHXC~ BHyTpH 

nanhHeBOCT04Horo ~eaepanhHoro oKpyra, 6b1nH OTMe4eHbI onpeaeneHH비e oco6eHHocTH 

COUHanhHoß cTpaTH~HKau“H H B 3THX aaMHHHCTpaTHBHblX eaHHHuax. 

COUHanhHO-3KOHOMH4eCKHe oco6eHHocTH H ~BneHHe cTpaTH~HKau싸1 06mecTBa 

aanhHeBOCT04Horo perHOHa POCCHH BKpaTue MO%HO OXapaKTepH30BaTh cneayWmHM 

06pa30M. He CMOTp~ Ha eCTeCTBeHHOe COKpameHHe HaCeneHH~ Ha nanhHeM BOCTOKe, 
C 1990-x rOaOB no HaCTO~띠ee BpeM~ Ha6nwaaeTC~ 3aMeTHblH OTTOK HaCeneHH~. 

KpOMe TOrO, B OTaenhHbIX perHOHaX npOHCXOaHn npouecc yBenH4eHH~ 6e3pa6oTHUbl 

H 06HHmaHH~ HaCeneHH~ ， a HenoaxO~mHe npHpOaHble ycnoBH~ H 4pe3MepHO BblCOKHe 

p03HH4Hble ueHμ npHBonHnH nWneH K 4epTe 6enHOCTH. li He CMOTp~ Ha Bce 3TO, 
CTeneHh pa3pa60TKH np“pOaHblX pecypcoB, aOXOnbl, a TaK %e ypoBeHh 06pa30BaHH~ 

。CTaeTC~ BbIille no CpaBHeHHW C npyrHMH perHOHaMH. 

CTpaTH~HKaUH~ 06meCTBa Ha llanhHeM BOCTOKe np“6nH3HTenhHO CXO%a Me%ny 

perHOHaMH, H, TeM He MeHee, 3neCh MO%HO BblaenHTh TpH OCHOBHble rpynml. B 

CB~3aHHbIX Me%ay c060ß reOrpa~H4eCKH H HMeWmHX rpaHHUy C KHTaeM AM:YPCKOß 

06naCTH, EBpeßCKOß aBTOHOMHO때 06naCTH H npHMOpCKOM Kpae Ha nHUO BblCOKHß 

npoueHT 6eaHblX CnOeB HaCeneHH~. nO nOTpe6neH싸o H Ma TepHanhHblM aOXOaaM 

3aeCh cHTyaUH~ OCTaBn~eT %enaTh ny4werO. B 6b1CTpO pa3BHBaW띠HXC~ 6naroaap~ 

a06뻐e ra3a, He~TH H peaKHX MeTannOB Pecny6nMKe Caxa H MaraaaHCKO꺼 06naCTH 

npoueHT 6eaHOrO HaCeneHH~ He3Ha4HTeneH. YpOBeHh nOTpe6neHH~ H paCXOaOB 

3aeCh HaH60nee BbICOK, OaHaKO BenHKa H pa3HHua Me%ny 6eaHblMH H 60raTb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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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õapOBCKHfi Kpafi, CaXanHHCKa~ “ KaMqaTCKa~ OÕnaCTH B CB~3H C HX ÕnH30CTb~ 

C THXHM OKeaHOM H ÕOraTCTBOM npHpOaH~ pecypcoB HaXO~TC~ B npOMe*YTOqHOM 

nono*eHHH Me*ay B~enepeqHCneHHWW’ aB~ rpynnaMH. 4TO KaCaeTC~ 4yKoTcKorO 

H KOp~KCKOrO aBTOHOMHOrO oKpyra, TO H3-3a HeXBaTKH aaHHWX HeB03MO*HO õwn。

nonyqHTb nOnH~ KapTHHy, OaHaKO no HMe~II\HMC~ aaHHbIM MO*HO ÕbIJIO npHfiTH 1< 

BhlBoay, qTO HaCeneHHe OÕnaCTH HaXOaHTC~ B cno*Hofi 3 1<0HOMHqeC I<ofi cHTyaUHH. 

RBneHHe COUHanbHOfi CTpaTH~Hl<aUHH ， rae CYlI\eCTByeT ÕeaHhle CnOH H ÕOnbma~ 

pa3HHua Me*ay ÕeaHhlMH H ÕOraThlMH, 03HaqaeT TO, qTO Ha nanbHeM BOCTOl< e 

npeoõnaaaeT HeCTaÕHnbHa~ CTpyKTypa COUHanbH~ CnOeB. OaHal<O MO*HO OÕHaPY*HTb, 
qTO nocne 20OQ-ro roaa npOH30mnH onpeaeneHHhle CaBHrH B nnaHe ynyqmeHH~ 

no Tal<HM nO l<a3 aTe~M KaK ypoBeHb Õe3paÕOTHUbI, ypoBeHb 3apaÕOTHOfi nnaTW, 

MHrpaUH~ H MHHHManbHWfi npO*HTOqHWfi ypoBeHb. ECnH 3Ta TeHaeHUH~ õyaeT 

npoao~aTbC~ ， TO MO*HO CaenaTb npeanOnO*eHHe, qTO npOH30fiaeT cO l<pa띠eHHe 

õeaHWX CnOeB HaCeneHH~ ， y l<penneHHe CpeaHerO I<naCCa, yMeHbmeHHe pa3HHUW 

Me*ay ÕeaHWMH H ÕOraThlMH, qTO B CBO~ Oqepeab npHBeaeT 1< OÕpa30BaHH~ 

CTaÕHnbH。와 CTpyl<TypbI COUHanbHhlX CnO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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