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중소기업가 의식 연구: 

모스크바 기엽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최 우 익** 

1. 서론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가장 뚜렷한 

사회 집단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들이다. 시장개혁이 진행되자마자 급속히 형 

성된 기업가 집단은 자신의 이윤 추구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함과 동 

시에 장차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자 혁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 나 이 러 한 기 대 와 달리 시 장개 혁 초기 소위 ‘노멘끌라뚜라 사유화(HOMeH

KJIa TypHaj! npHB a T1i3 aUHj!)’가 진행되면서 국가 관료와 결탁하여 필요한 금융 

및 경제 자원을 수월하게 동원 · 통제할 수 있었던 경제 엘리트가 기업가 계 

층의 주도 집단으로 동장하게 되었다1) 시장 경제화 과정을 주도했던 기득권 

세력인 노멘끌라뚜라 출신 기업가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잔재인 ‘위계서열， 경 

력， 정해진 진급’ 등 관료적 태도의 특정을 여전히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구 노멘끌라뚜라의 새로운 

러시아 엘리트로의 전환 테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다른 한편에 

존재했다. 즉 현상적으로 과거의 지배층이 지금도 재생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고 해도， 내면적으로 과거의 위계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위계제도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제 전통적 엘리트는 적응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롭게 구축된 질서 

와 규칙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인물틀의 출현에 따라 엘리트가 교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2)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인텔리겐차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뼈F -Lffij-(J79-BMα)영).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1) o. B. KpblDlTaHoBcKa$!(1995) "TpaHclþopMal1l1$! crapoll HOMeHKJIaTyp꾀 B HOBylO pocclIllcKyl。

3JIIITY," 06J찌eCTBeHHhle HayKH H COBpeMeHHOCTb. MocKBa, No. 1., cc.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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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소기업가 계층의 집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러시아에서 1990년대 시장경제화 파정에서 대기 

업가들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가들까지 기업까 계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출 

신과 성향의 집단들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권력을 소유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당， 산업， 콤소몰 노멘끌라뚜라， 둘째， 자신의 활동과 자본 

을 합법 화시 키 고자 했던 지 하경 제 의 담당자들(사실상 노멘끌라뜨라 부패 체 

제와 관린된 집단)， 셋째， 자신의 사회적 지뷔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즈니스’에 

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기술과 인문 계통의 인텔리겐차 :1들이다.3) 여 

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단띤데， 바로 이 

들과 세 번째 집단 양자 중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가 형이 오늘낯 주류를 이 

루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사실 시장경제 형성의 초기에는 구시대의 기득권층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 

접할 수 있었지만， “개인노동활동(1986)" ， “웹동조합(1988) ， “기업 파 기업가 활 

동(1990)" 둥에 대한 법령들이 채택된 이래 15-20년이 경과한 지금은 충분히 

새로운 기업가 주도 집단이 등장할 수 있는 때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와 경제엘리트들을 비롯한 기업가 계층 전반에 걸쳐 세대교체의 양상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은 과거 공산주의 체깨에서는 아직 

학업 중에 있었으며 젊은 연령기부터 서구 문화와 시장경제 개념에 접하고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보 

다 한발 앞서 시장으로 내달리며 강인한 정신력과 고학력의 전눈성으로 시장 

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2) H. M. 0yJ-뻐(1앉)6) "OH3HeC-3J1HTa H poCC뻐c l<oe o6ID.ecTBo ," BJlaCTb. MoCI<Ba, No. 9. CC. 9-19. 
3) B. φ. HcaeB(3α)()) "OH3 Hec H rrOJlHTH맨C I<He rrapT씨H B POCCHH: aCrre l<Thl B μLH‘IOtlel!CTBHJI，" 

COUHdJ1bHo-ryMdHHTdpHbIe 3HdHHJI. MOC I<Ba, No. 5, c. 176 또한 신구 기엽가들의 비교에 

대해서눈 Leonid Khotin(1996) "Old and New Entrepreneurs in Tαay‘ s Russia," 
Problem af Post- Communism Jan-Feb, Vol. 집， #1, pp. 49-57 참조 경제엘리트와 
관련하여서는 Da찌d 낭ne & Cameron Ross(1앉꺼) "1b.e Economic Hte, 19.11-1앉)6: 

R取여uction or Circ비ation?，" The Transition fnαn Corruru.oUsm to {(，:α.따lism New 

York, 마J. 167-182 참조 
4) 러시아 소기업가들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는 김우숭(2007) r극동 연해 팎의 소규모 기 

업가와 의식구조J ，아시아연구~. 10권 1호， 1딩3-193쪽 E. M. ABpaMoBil(2004) "MaJloe 
rrpetlrrpHHHMaTeJlbCTBO I<al< crroco5 atlarrTal.lHH," AadnTdUHOHHble CTpdTer ’'HH HdCeJ1eHHJI. 

cn5., CC. 104-132; E. r. RCHH, A. 10. 4errypeH l<o, B. B. oyeB H O. M, We c:rorrepoB(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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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최근까지 각종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적인 만족도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 사적 부문 종사자， 고학 

력자，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간계층 이상의 사회 집단들은 자신의 

삶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5) 이와 같은 변화는 이제 시장경제가 러시아 사회 

에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차츰 중심적인 체제로 안착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급속한 개혁과정과 경제위기를 벗어나 2000년대 시 

장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리고 다수를 이루 

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가 계층에 초 

점을 두어 이들의 기업가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는 출신이 

나 전직에 따라 대별되는 기업가 형이 존재했지만 이제 이러한 외형적 구분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러시아 기업가들이 내면적으 

로 어떠한 기업가 형을 계승하고 또 어떠한 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가 계층의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형의 기업가가 오늘날 러시아에 주류로 자리잡아가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업가 의식 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러 

시아 레바다 센터 (JIeBana -UeHTp)에 의뢰하여 독자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별도의 기업인 5인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고는 2장에서 연구배경과 조 

사방법， 3장에서는 중소기업가 의식，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고 있다. 

2. 연구배경과 조사방법 

2. 1. 연구배경 

1991년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마련되고， 1992년 

부터 바우처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기업가 집단은 급속히 대중적으로 형성되 

었다.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의 조사에 따르 

Maπoe npeßnpHHHMaTeJlbCTBO B POCCHκ npomJloe, HaCTO쩌ee H 6YßY14ee 참조. 

5) 최우익 (2002b) r현대 러시아의 사회계층별 개혁 지향성 연구J，사회과학연구~. 10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3-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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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러시아 기업가의 평균 연령은 30-40대이며， 남성이 기업 내 주요 위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가 대학 똘엽 이상의 교육 수쓴을 지녔다.6) 

또 다른 설문통계에 따르면， 기업가의 4분꾀 3이 2세대 인텔리젠차이며 일부 

만이 노똥자 출신이다.7) 따라서 초기 기업 활동은 주로 인텔리젠차를 중심으 

로 시작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닫의 주요 사회적 충원 집단은 크게 

분류하면 노멘끌라뚜라 출신자 기존의 지짜경제 출신자 그리고 새로운 일반 

대중들로 파악되었다，8)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1992년 떠시아에서 기업주로푸터 노동자까 

지 사적 경제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총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6-8%, 

즉 420-580만 멍을 차지했고 9) 1993년 1월에는 22%인 1600만 땅을 차지하였 

다.10) 1995년에는 경제 분석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λ- 적 부문 종사 

자들은 36%인 260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11) 중소기업만 본다면 1990년대 약 

1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부문에 종사하였고 2500-2700만 명의 사람들 

이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았다.12) 

이렇게 급격히 증대된 시장경제의 사적 부문 종사자와 기업까 집단의 성격 

에 대해 러시아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러시아 학자들은 사 

유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시장경제의 주체들에 대해 서구 사회의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가’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통과 경험 

을 오랫판안 겪었던 국가들에서 학문적 개념 혹은 사실적인 의지 이전에 ‘자 

본가’라는 개념은 이미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낙인찍힌진 단어이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혁 파 개방， 그리 

고 사유화와 시장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시장경제체제의 주체들은 자본 

6) B. B. PatlaeB (1993) "POCCllìlCKμe npetlnpllHIIMaTeJIII - KTO OHII?," Becr서JfK crarHcrHKH. 

MOCKBa, No. 9. CC. 4-5. 

7) 11. M. 5YHIIH(1994) ’'CO l.1l1 aJIbH뼈 nopTpeT MeJIKOrO 11 cpeZIHero 6113HecMeu ," HOBoe BpeMJI. 

MOCKBa, No‘ 19, c. 14. 

8) B. φypC: OB ， "C0 l.111aJIbHble IICT04HIIKII nOnOJIHeHIUI rpynnbl npetlnplIHIIM lTeJIeìl," Py6e*. 

MOCKBB, No. 8-9. 

9) OCHOBbI I1peaI1pHHHMareJIbCKOrO aeπ'a. MocKBa, 1992, C. 29 

10) 3KOHOMHKa H !KH3Hb. MocKBa, 1993, No. 7. 

11) H3BeCTHJl. MocKBa, 1995(20. OKT~6pJl). 

12) A. 에. 디enypeHKO(때1) "MaJIoe npemp뻐때aTeJIbCTBO B Pocc써 " MHP POCCJlf( MocKBa, No‘ 4, 
c.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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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회에서 통상 호칭되는 ‘자본가’가 아니라 ‘기업가’라는 호칭을 얻고 출 

현하게 되었다. 기업가들은 자본가와 같은 임금노동의 착취자들이 아니라 자 

신의 이윤 추구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맥락에서 러시아 학자들은 서구의 고전이론에 따른 

‘기업가(npennpHHHMaTenb)’라는 범주를 러시아 시장경제의 주체들에 적용시켰다. 

고전적 기업가 이론의 대표자로서는 숨페터(]. Schumpeter)를 들 수 있는데， 숨 

페터는 기업가를 경제발전의 기본적 현상이자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칭한다. 그 

에 따르면 기업은 생산 혹은 유통에서 새로운 조합(KOM6HHaUHj/ )의 실현 혹은 

다양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기능으로 하는 산업의 주체이다. 숨페터는 기존 

의 균형 상태를 깨는 ‘혁신가(HOBaTOp)’로서 기업가의 상을 제시한다. 즉， 숨페 

터에게 있어서 기업가의 사업이란 경제의 균형 잡힌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 

로 넘어가는 매 발전 단계의 기초를 뜻한다.13) 요컨대 슐페터는 새로운 체제와 

그것에 관련된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는 창조적인 기업가의 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기업가는 그러한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14) 

따라서 이러한 고전적 기업가 이론을 적용시켜 그 시장경제 체제의 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러시아 학계에 일어나게 되었다. 라다예프 

(B. B. PanaeB)에 따르면 기업은 산업조직적 혁신이라는 특정한 기능의 현실화 

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정의된다 15)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 중 일부 

13) 이 사업은 ‘새로운 조합(l<OM따HaUI!51)’의 실현이라는 데 있다. 즉，1.소비자들에게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창조， 2.새로운 생산방식(기술)의 개발과 이미 존재 

하는 서비스 영역의 상엽적 이용， 3.새로운 시장의 판로 이용， 4.새로운 원료 자원의 
이용， 5.영역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자신의 영역의 창조 혹은 타인의 영역 독점의 

파괴 둥둥이다. 이 에 대해서는 H. mYMneTep(1982) TeopHß 3KOHOMH~eCKoro pa3BHTH~ 

nepeBon C HeM., MOC l<Ba, C. 159 참조 

14) 숨페터 외에도 깐찔리온， 세이， 마르크스， 베버， 좀바르트 등 고전이론가들을 비롯하여 

나이트， 미제스， 하이크， 끼르즈네르 등의 현대 이론가들까지 러시아 기업가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많은 이론과 개념들이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M. o. ml<apaTaH 

(1994) "φeHOMeH npennpI!HI!MaTen5l: I!HTepnpeTaUI!51 nOH51T때 " MHp POCCHH. MOC l<Ba, No. 2, 
CC. 149-177; A. 애. c때pOB(1995) φ'HJ10COtþHß I1pe/lllpHHHMaTeJ1bCTBa.. MOC l<Ba, CC. 42-67; 

B. c. ABToHoMoB(l998) Mol1eJIb ~e.πOBeKa B 3KOHOMH~eCKOn HayKe. cn6.; A. B. 5ycbI대H 

(1997) flpel1I1pHHHMaTeJ1bCTBo. MOC l<Ba, CC. 12-24; 삐. H. llaBblnoB(2001) "POCCI!HC l<U 

c l!TyaUI쩌 B CBeTe Be6epOBCl<OíO pa3JII!l{I!51 nByx Tl!nOB l<anI!TaJII!3Ma," POCCHß: TpaHC

tþopMHp}'lOmeecß ol5J에eCTBO. MOC l<Ba, CC. 64-76; M. r. JIanyCTa(2(뼈) flpe/lllpHH때'a TeJ1bCTBO. 

MoCl<Ba, CC. 4-1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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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가의 특징을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혁신적 행위 팽태， 즉 기술 

적 그리고 산업조직적 신체제의 도입， 비표준적 결정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 

법， 발명의 재능， 재치 둥등과 동일시한다.16) 한편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특 

정한 집단으로서 기업가 계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혁신의 의 :'i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시장체제 

전환을 략진시키는 사회경제적 사업과 관련된 - 기업의 주체 털-이 추구하고 

있는 개별적인 방법， 방식， 궁극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 집 E들은 모두 기 

업가 계황으로 해석된다 17) 

위에서 살펴본 러시아 학자들의 방법론판 숨페터를 비롯한 .i1~전적인 기업 

가 이론에 바탕을 두었으며 미시적 차원(개인적 차원에서건 기시적 차원(계 

층적 차원에서건 일반적으로 기업가를 사회경제적 ‘혁신자’로서 이해하고 있 

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시장경제개혁 초기에 사$ 익 확장을 도 

모하고， 따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서 시장으로 내달리고， 완강히껴 견실한 목 

적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기업가들의 흐름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소비 

에트 체제에서 주변적 지위를 점했거나 특권 집단과 거의 관련이 없는 고학 

력의 젊은 층들로 이루어졌으며 때로 이들 중 일부는 심리적으갚- 아웃사이더 

이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싹 관념으로부터 자유 -료운 젊은 세 

대의 기엠가들은 충분히 러시아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로운 질서와 

흐름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하지 만 1992년부터 시 작된 바우처 사유화와 가격 자유화 등 까 의 한 경 제 

개혁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시키지 옷하였다. 개혁파 결과는 기 

존의 사회주의 당 · 국가 · 산업 노멘끌라뚜하들의 권력을 소유원-로 전환시키 

는 과정에 불과했다. 즉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소비에트 사폐주의는 특이 

한 ‘노멘끌라뚜라 자본주의(전체주의도 아니고 서방의 후기산엽사회도 아닌 

15) B. B. PaLIaeB(1995) "RBJleHHe rrpeLIrrpHHHMaTeJJbCTBa H rpyrrrrbl rrpeLIrrpmm써a TeJJell," rrOLI 

peLI. T. H. 3aCJlaBcKoì!, Ky.aa H.aëT POCCHJ/? .. A.nbTepHaTHBbI 06m.eCTBe/1JJOro pa3BHTHJ/. 

MOCKBa, cc. 175-179. 

16) 3. H. φemCOB H H. r. RKOBJJeB (1993) "0 COI1H“JJbHblX acrreKTax rrpeLIrrp‘!HHMaTeJJbCTBa 

(KOHl1enTYaJIbHoe BBeLIeHHe B rrpo6J1eMY) ," COIJHC. MocKBa, No. 1 

17) A. 10. 니errypeHKo(1993) "npeLIrrpHHHMaTeJJbCKHll KJlaCC B B03pO:l<LIalOme꺼('51 POCCHH," MHP 

POCCHH. MOCKBa, No. 1. 
18) H. M. 마'IDlH(l앉~)， cc.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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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변화했다. 물론 지배집단은 다양한 분야의 인텔리겐차로부터 충원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붉어졌다. 일반 국민은 권력과 소유로부터 소외 

되었으며， 지배집단과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경제 조직은 엄청난 세금과 관료 

및 마피아의 착취로 억압을 받았다. 반면 지배집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 경제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였으며， 자유로운 경쟁에서 벗어 

났다.19) 이와 같이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의 시기에 걸쳐 자신의 특수한 역사를 만들며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시대에 러시아의 경제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의 원리로 운영되 

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들은 1960년대 흐루시초프의 개혁과정에 

서 집단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기업소장(tlHpeKTOp)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독 

립심이 강했으며， 시장개혁 이전의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이미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업의 법적， 현실적 소유주가 되고자 열망했다 2이 

사실 소비에트 시대의 기업소장들은 시장경제의 기업가들과 아주 다른 경 

영의식을 가졌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가의 자산은 항상 위태로울 수 있다. 만 

약 그가 성공한다면 많은 소득을 올리고 부자가 되겠지만， 실패한다변 파산하 

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기업의 소장은 단순히 관료이다. 

기업 활동의 결과는 그의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가 

아니다. 즉 그에게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만이 요구된 

다. 하지만 기업소장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그가 지시를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인식되고 극단적인 경우에 

는 처형될 수도 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남는 상품의 판매를 성공시키는 것이 

지만， 계획경제에서는 지시된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 

다. 상부의 ‘계산과 통제’와 엄격한 법제정으로 모든 상황이 조절되기 위해서 

는 거대한 관료적 기구와 군대적 경영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 책임자들은 우 

수하고 특화된 경영상의 전문적 자질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노벤끌라뚜라 

종사자들은 전문성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승진할 뿐만 아니라， 지시 

19) 1990년대 지배엘리트 중심의 사회전환과정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 PaõoTJI:l<eB (1999) "K Bonpocy 0 reHe3HCe H CynlHOCTH HOMeH I<J1aTypHOrO I< anHT aJIH3Ma 

B POCCHH," MHPOBaJl 3KOHOMHKa H Me)f(J!}'Hapol1Hb1e OTHOmeHHJI. MOC I< Ba, No.‘ 2. 
20) c. n. neperYlloB, H. 10. J1anμHa H H. C. CeMeHeHI<o(l뺑) rpyI1I1bl HHTepeCOB H poc띠ηCKoe 

rOCYl1apCTBO, MoC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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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대로 어차피 여러 분야를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최고 권획이 목적과 강 

령을 확립하는 만큼 그들의 집행자들에게는 고유한 신념이 있슬 수 없다. 따 

라서 순뚱적이거나 강요된 가치체계를 자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당연히 산업관례의 수준과 기업경영익 수준이 떨 

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21) 

이들 노멘끌라뚜라는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힘을 새로운 경제적 지위로 바 

꾸고자 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1990년대 초반에 ‘노멘끌라뚜라 사유화’를 주도 

했던 집단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들은 정계와 경제계 전반에서 성공적으로 다양한 깨생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2)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정경유착의 모슴이 나타난다. 

많은 사례에서 보이듯 지방관려나 친인척이 대기업의 임원이 되가나， 혹은 반 

대로 대기업 소유자들은 지방 의회 의원이 되는 방식으로 권력짜 비즈니스의 

유착경향띠 나타났다.잃) 

1990년대 러시아에 진행된 개혁과 사회전환의 상황을 자슬랍스끼-야(r. 11. 3a

CJIaBCKa;!)꾀 말을 빌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지배엘 ;;~I트의 교체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리고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야7 되어 점진적 

으로 진행되며， 그러나 동시에 급진적이고 상대적으로 급속한 사회본성 혹은 

전사회적 (COUIf:naJIbHb찌) 형태의 변화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원동력은 한편으로는 유착된 고위관료로 이부어진 지배엘리트이 IJ: 또 한편으 

로는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자격이 있고 활동적인 대중적 사회김단의 대표자 

들， 무엇보다도 중간계층이다. 나머지 사회쉽단들은 주로 자신의 행위적응전 

략의 선택을 통해 사회개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전환의 과정 

은 계획적이고 통제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발생적이다갱) 。 러한 상황의 

21) 소비에핀 시대의 기업소장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C. H. CMeTaHIU!CZ0(6) HCTOpwr 

npeonpJ/HJfMBTeJ1bCTBB B POCCJ/H. MOCKBa, CC. 183--192 참조. 

22) 4emKOB는 당시 노멘끌라뚜라의 재생산된 집단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꽉하였다:1)정 
치 가와 국가 관리 (roCYJlapCTBeH뻐e a짜IHHIICTpaTopbI)， 2)관료 부르조아(5때OKpaTII4eCKa51 

Õyp*ya3If1l1), 3)국가 부르조아(roCYJlapCTBeHHa51 õYPll<ya31151), 4)사적 부쿄-조아(4aCTHO

npeJlnpllHIIMaTeJlbCKa51 õyp*ya31151)(M. A. 4emKOB(1995) ’"Be4HO lI<IIBa5l' H')I~eHKJlaTypa?，" 

MHpOBBJJ 3KOHOMHKB H Me:KD}'HBpoOH/,Je OTHOmeHHfI. MocKBa, No. 6. CC. 37-써). 

23) M. φ. 4epH뻐(2004) "COUllaJIbHa51 OTBeTCTBeHHOCTb õll3Heca 11 ee BJIII꺼Hlle fla COUllaJIbHYI。

JlIIiþlþepeHUllaUIlIO," Poccwr perþopMHP}'1O~BJ/CJ/: E:Ker’'OOHHK - ~α74. MocKBa, CC. 80-81. 
24) T. 11. 3acJlaBcKa5l (1998) "nOCTCOUllaJlIICTII4ecK때 TpaH때opMaUIIOHH뼈 npOljeCC B Pocc짜{: 

OT IICXOllHOlí napallllrMbl K aHaJlIl3Y," BeCTHHK poccHitcKoro ryMBHHTBp세Jro HBY'lH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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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역， 즉 지배엘리트와 중간계층의 세부 집단들 중 기업가들에 해당하는 

집단들을 지적한다면， 그들은 소비에트 기업가 형의 비즈니스 엘리트(경제 엘 

리트)와 고전적 기업가 형의 중소기업가들이다. 이 두 기업가 형의 의식과 활 

동의 특징을 1990년대 러시아 학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의와 주장들을 중심 

으로 이념형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 

소비에트 기업가 형의 의식과 활동의 특정 고전적 기업가 형의 의식과 활동의 특정 

연줄(인간관계)， 책임생산량의 달성 및 업 학력(전문성)， 합리성， 정보와 과학기술， 

적에 따른 승진， 행정명령체계， 관료주의， 이윤획득， 시장의 원칙(수요， 공급， 가격)， 

당 충성도， 국가 당과의 수직 관계， 인적 경쟁， 자기 결정과 책임， 독립적인 투자자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로비 본의 확보와 세금납부 의무 

1998년 경제위기를 넘기고 2000년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기업가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늘어났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는 특히 소기업가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 

에 2001년까지 소기업체의 수는 84만 개로 줄고 종사자도 약 648만 명까지 줄 

었다. 하지만 그 이후 2005년까지는 약 98만 개로 기업체 수도 늘고， 종사자도 

약 805만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26) 2000년대에 들어와 비즈니스 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10대 기엽가에 속했던 기업 

가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낌) 노멘끌라뚜라 핵심층에 속했던 기업가 비율은 

IþOHlJa. MOCKSa, No, 3, c. 132. 특히 대중적 혁신적 기업가적인 활동 형태의 주체들은 
대중적 사회적 실제를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이용하고 발전시키고 
공고화한다. 자슬랍스까야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중적 행위의 모든 종류에서 그것 
은 가장 중요한 적응적이고 대응·저항적인 행위이다(TaM l!<e, C. 135) 

25) 물론 이러한 이념형적 기업가 형이 오늘날 러시아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에트 기업가 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제도적 틀은 이미 사라졌고， 또 자본주의 사회 초기에 존재했던 고전적 기업가 형 
도 다양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크게 분류하면 영미형， 
유럽형， 동아시아형 자본주의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기업가 형이 존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도 체제전환과정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지금 러시 

아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질문을 작성하고 설문조사하여 의식조사를 함으로써 러 
시아 기업가들이 어떠한 기업가 의식과 유형에 가까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26) MBÆoe rrpeßrrpHHHMBTeÆbCTBO B POCCHκ POCCTaT , MOCKsa, 2006, 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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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의 일 미만으로 떨어지고 소비에트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삶은 세대의 고 

학력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인물들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판도 속에서 이제 19때년대처럼 외 

형적인 포습에서 나타나는 고전적 기업가 형과 소비에트 기업가 형과 같은 구 

분은 사라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어떠한 기업가 형이 주도적으-~~~ 지속되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과제는 오늘날도 현안 문재로 남아 있다.28) 

따라서 본 고에서는 러시아 시장경제에 ‘고전적 기업가’형과 ‘소바에트 기업가’ 

형이 양촌하는바， 이 중 어떠한 형태의 기업가가 오늘날 내면적으깊 대세를 이루 

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설정 속에서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섣운조사를 실시 

하여 그둡의 기업가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규명에 일조히고자 한다. 

2.2. 연구조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가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의 겸제활동 과정 

에서 나따나는 ‘국가관， 경영관， 경제상황관’ 등의 견해와 태도쉰 설문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의 기본 방향은 조사 대상자들이 ‘고전적 기업 

가’형과 ‘소비에트 기업가’형 중 어떠한 의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가를 판정 

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탑의 문항틀올 다양하게 대비시키며 제시하여 탑변하도 

록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문항 수는 객관석형 51개， 주관식형 4개로 총 55개 

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러시아 레바다 센터에 의뢰하여 2006년 9-10월에 진행되었다.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종업원 규모 10-100안 익 507ß 기업 

가29)(실제 경영에 참여하눈 소유주나 최고 책임자급의 인물)를 조사대상으로 

27) 최우익 (2002a) r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프 형성에 대한 연구: 바즈니스 엘리트 

기원괴 형성 과정 및 발전 전망J ，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 1호， ‘:울대학교 국제 
지 역 원 O. B. KpblIIlTaHOBCKall(2002) "ÕIl3HeC-3J1I1Ta 11 αIIIrapXII: IITOr • I lleC lI T띠eTl.JJI ，" 

MHp POCCHH. MOCKBa, No.‘ 4. CC. 3-60. 참조 
28) 1990년대 러시아 시장경제 주도자들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쟁과 고민은 대표적 

으로 H. 5YHIIH(1994) BH3HeCMeHbl POCCHH: 40 HCTOpHH ycnexa. MOCKBa; H. 11. J1anllH 

(1996) ßHHaMHKa ~eHHOCTe셔 HaceπeHHß peøOpMHpyeMoH POCCHK MOCKBi ‘ P. A. MellBelleB 

(1998) KanHTaÆH3M B POCCHH? MOCKBa와 같은 저서들에서 잘 나타난따. 러시아의 전 

통과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며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시장경제와 끼업가들의 특수 

성과 서구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연구와 규명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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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30) 25-39세와 40-60세의 두 세대로 25명씩 나누고，31) 또한 사기업가와 

29) 2005년 현재(통계청 자료로는 제일 최근 조사시점) 러시아의 소기업은 절반 이상 
이 중앙연방관구(34.57%)와 북서연방관구(16.7%)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스크바에는 전 러시아 소기업의 20.5%가 집중되어 있다 Maßoe rrpeorrpHHH

MaTeßbCTBO B POCCHH. POCCTaT, MocKsa, 2006, C. 20. 참조. 모스크바 기 업 인들은 러 
시아 중소기업가들의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상을 보여주는 대표집단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러시아 중소기업가 약 100만 명 중 모스크바에서 기업인 50인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인데， 이 숫자는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레바다 센터 

가 전 국민 중 평균 2000명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비율에 비하 
면 약 5배로 훨씬 높은 것이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단순 설문조사 방식과는 달리 
기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촉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레바다 센터에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대변하고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결 
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30)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중소기업가로 표현하였는데， ‘중소기업가’에 대한 정 
의는 종사하는 산업 별 상시근로자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각 나라별 경 제 
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럽(물론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다양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극소기업은 1-9인， 소기업은 10-29인， 

중기업은 50-249인， 대기업은 250인 이상 기업체로 정의하며 (M. r. flanycTa(2005) 
Maßoe rrpeorrpHHHMaTeßbCTBα MOCKsa, C. 1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그 기준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300인 미만， 통신， 운송업 등은 
200인 미만， 도매업은 100인 미만， 기타 50인 이하이고， 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 
업， 운수업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 

는 중기업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제조， 건 
설， 운수업은 100인 이하， 농업과 과학기술분야는 60인 이하， 도매엽은 50인 이하， 
소매엽과 서비스엽은 30인 이하， 기타 50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시의 경우 

는 제조와 건설업이 100인 이하， 비생산업종은 60인 이하로 되어 있다(M. r. lIanycTa 
(2006) npeorrpHHHMaTeßbcTBo. MocKsa, CC. 202-204). 본 연구에서는 자본금이나 상시 
근로자의 규모를 산업별로 일일이 따져가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조사대상자 스스로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 ‘ 10-100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의 기업가’로 범 

위를 단순화시켜 이중에서 무작위 채택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렇 
게 볼 때 러시아의 기준으로 이들은 주로 소기업가와 일부 작은 규모의 중기업가 

(예를 들어，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도매업)들이 포함된 기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10인 이상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에서 표현하는 중소기업가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하자면 위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31) 현재 20-30대 기업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념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사라진 1980 
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40-50대는 소비에 
트 시대(주로 브레즈네프 시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양자의 비교는 계 

획경제와 시장경제 세대간의 의식 차이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양자를 설문조사에서 동수로 조사하도록 사전에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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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가의 전체 비율을 7:3(각각 35명과 15명)으로 나누어 32) 선정하도록 설계 

하였다. 이에 따라 사기업가의 35명 중에서도 20-30대는 17명， 40-50대는 18 

명， 공기업가의 15명 중에서는 20-30대는 8명 40-50대는 7명으되.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사기업가의 경우에는 레바다 센터가 통상 이용하는 방식으로 

종합안내 서 인 ‘lKeJITble CTpaHHUbI’, 공기 업 가의 경 우에 는 ‘EH3HeC-KoMTIac’의 데 

이터 베이스에서 체계적 우연방식인 균등간격방법 (CHCTeMaTwæCl:IfH c.nyqa뻐뼈 

06pa3 - MeTO,ll paBHOrO UIara)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 은 33명， 여성 

은 17명， 10-30인 종업원 규모의 기업체 기업가는 19명， 31-50인 규모 기업가는 

11명， 51-100인 규모 기업가는 20명으로 조시되었다. 

또한 레바다 센터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5명의 기업가에 대힌 심층적 인터 

뷰가 모스크바 현지에서 펼자에 의해 2006년 7월 3-5일 사씨에 수행되었 

다.잃) 이듭과의 인터뷰 내용은 본 설문조사의 주로 마지막 주관식형 4문항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레바다 센터가 조사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이에 대 

해 지면뜨로 간략히 답한 반면 이들 5명과의 인터뷰에서는 더 깊고 상세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인터뷰 내용윤 설문조사의 내용과 함께 본고의 

해당 부분에서 기술될 것이다.생) 

먼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50인 기업가들의 기본적인 사회 선제적 특징들 

32) 2005년 현재 러시아 전 기업체 중 사기업은 약 80%, 국영， 지방， 8:-공， 합작 기업 

이 합해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POCCH값%에 CTdTH'leCKHμ exæíOOHHK. Poccrar, 
MOCKsa, 2005, c. 349). 따라서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시기업과 국영기 
업의 벼율을 8대 2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50인중 
국영기업체 기업가가 10인이 되는데， 이것은 평균적인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기업 

가의 꾀식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적은 수로 판단되어 그 수를 15인뜨로 늘려 비율 

을 7대 3으로 설문조사 하도록 기획하였다. 이와 같이 사기업가와 공기업가를 나 

누어 살펴보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와 국까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가 양자간의 의식차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33) 인터뷰 대상자인 5명의 기업가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예르마 

꼬프(A. H. EpMaKos): 헬리좁터 제조업， 남성， 1963년생， 10-30인 il 표의 사기업체， 
2)미르스꼬이 (A. E. 싸PCKOß): 가구 제조업， 남성， 1970년생， 50-100민 규모의 사기업 

체， 3)아흐메또프(P. AXMeros): 금융업， 남성， 1962년생， 50-100인 TI’모의 사기업체， 

4)자스뜨로쥬네프(A. B. 3aCrpOll<Hes): 인태리어 사업， 남성， 1971년생， 50-100인 규모 
의 사기업체， 5)코즐로프(E. H. K03 JlOS): 티타늄 제조업， 남성， 195fl 년생， 50-100인 

규모의 사기업체. 

34) 인터뷰 대상자 섭외를 위해 도움을 주셨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권꼬프 교수님과 

2α%년 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기업인들과의 자리를 주선해주어 설잔-지작성 예비조 

사 작엽에 도움을 주셨던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주협력팀 유지연 선생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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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33명， 여성은 17명으로 약 2:1의 구성비를 

보이며， 남성은 30대 (42.4%) 다음으로 50대 (30.3%)가 많고， 여성은 30대 

(35.3%)와 40대 (35.3%)에 집중되어 있다.18%가 미혼이며， 기혼은 54%, 재혼 

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16%는 이혼 혹은 미망인 (4%) 상태이다. 교육수준 

은 94%가 대 학교 이상이 며 (6%는 박사학위 ), 종교는 러 시 아정 교가 54%, 기 독 

교 18%, 무신론 16%로 나타나고， 74%가 러시아， 6%가 우크라이나로 80%가 

슬라브계 민족이다. 

현재의 책임자 직위 직전에 다른 조직의 책임자 혹은 부서책임자였던 사람들 

이 각각 20%와 18%, 그리고 전문직 출신자가 36%로 전체의 약 4분의 3이 주 

로 책임자급의 정신노동에 종사하였고， 사무원， 노동자， 상업종사자， 농민， 군 

종사자 출신자들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업가의 출신배경을 알려주는 

부모님의 직업(은퇴직전)조사의 경우에는 아버지 (38%) 어머니 (44%)가 단순사 

무나 육체노동에 종사한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더 높이 나타나고 있다. 

50명 기업가들의 경제활동 평균 경력기간은 13.3년이고(최소 2년에서 최대 

40년)， 책임자 직위로서는 평균 8.5년(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의 경력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약 5년 정도 경제활동을 하다가 책임자의 직위를 가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것은 조사 

대상 기업들이 주로 100인 이하 종업원 규모의 소기업체들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의 기업체들은 주로 제조업 (38%) ， 서비스업 

08%), 운수업 02%) ， 소매업 02%) ， 건축업 (8%) ， 도매업 (8%)에 종사하고 있었 

다. 사기업가들의 기업은 종업원 규모가 10-30인인 것이 45.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 하고 있고 공기 업 가들은 51-100인 규모가 66.7%로 주로 큰 규모 

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남성 (5년 미만이 51.5%)이 여성 (6-10년이 64.7%)보다 책임자의 직위에 오르 

는 것이 더 빠르고 또 장기간 그 경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남성의 

경우 21.2%가 20년 이상이지만 여성은 없다). 또한 여성 기업가는 남성보다 

소매 업 (23.5%)과 서 비 스업 (29.4%)에 좀더 집 중되 어 있고， 여 성 은 주로 소규모 

기업체 00-30인 규모가 64.7%)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들을 20-30대와 40-50대의 세대별로 구분하여 볼 때 현재의 책임자 

직위 이전에 다른 조직의 책임자나 부서 책임자 그리고 전문가 출신의 비율 

이 양 세 대 공히 높지 만(각각 64%와 84%), 20-30대 의 경 우에 는 사무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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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업종사자， 농민 출신도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30대 기업가들 

부모의 겸우에도 이러한 직종이나 직위가 각각 48%와 60%로 1980년대 후반 

과 1990년대 동안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젊판 세대 기업가들의 사족 출신배경 

이나 전직은 단순사무나 노동 둥의 비율이 높아 40-50대 기업 ι들보다 다채 

롭다고 할 수 있다.35) 종사하는 산업 분야눈 역시 양 세대 모두 유사한 양상 

이지만 20-30대는 소매업 (23.5%)과 서비스업 (29.4%)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 

또한 종업원 규모면에서 20-30대는 10-30인 규모가 52%로 가장 많고， 40-50 

대는 51-100인 규모가 44%로 가장 많아서 나이든 세대들이 주로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집 

단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경향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짐쓸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집단은 주로 20-30대의 젊은 세대이자 10-30인의 소규모 

사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단순사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또 좀 떨어지 

고， 한편 이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주펴 40-50대이 

자 51-100인의 주로 중규모 공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모나 당사자가 책 

임자급의 정신노동에 종사하고 고둥교육을 받은 비율이 첫 빈째 집단보다 

더 높으며， 남성의 비율도 더 높고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더 앉이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집단은 모두 중소기업가의 범주에 속하면λ 도， 내부적으 

로 다소 차이가 있는 사회경제적 특정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치-이는 전자 집단이 러시아에서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출현한 고전 

적 기업기- 형에 보다 가까이 그리고 후자 집단은 소비에트 기선가 형에 보 

다 가까이 각각 경향적으로 근접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으핀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징의 차원에서 상대적뜨로 다소 차이가 있깐 양 집단이 

35) 본 연구와 조사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1~:띤4년과 2002년 
양 시점에 기업가들의 약 10년 전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릎 조사， 비교했 

는데， 1994년에 비해 2002년에는 과거에 기업가의 전직이 고숙련， 고등교육 전문가 
출신이었던 비율이 다소 떨어지고， 중등교육， 기술， 미숙련 노동자 춤신의 비율이 
높아졌다(0 ， H, IDKapaTaH H B H 끼J1bHH(2006) COl(HaJ1bHaJl cTpaTHrþHRilL(HJI POCCHH H 

SOCTO 'lliO깨 espOflhl, MOCKBa, CC , 182-186), 불론 여 전히 지 금도 기 업 기 블의 대 다수가 
대학 이상의 학력과 인텔리겐차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블로부v 충원되고 있 

지만 이제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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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의식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서로 다를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주목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중소기업가 의식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가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소개 

한다. 내용은 크게 국가관(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및 비판 정도， 국가 관 

료에 대한 태도， 투자 및 세금에 대한 견해) , 경영관(경영관과 사업윤리， 종업 

원의 고용 및 승진 기준) 경제상황관(시장개혁과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및 적응도)의 주제로 진행된다. 각 절마다 주제별 기업가 의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기술하되 펼요에 따라 이를 다시 세대별， 사 · 공기업별， 

남녀별， 종업원 규모별 하위범주로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함께 따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주로 각주 형태로 기존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하거나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각 절의 

내용을 종합한 총괄적인 분석은 결론에서 시도될 것이다. 본 장에서 주요 설 

문조사 내용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지 

면 제약의 문제로 모두 처리할 수 없었고 특히 하위범주별 통계수치는 필요 

한 경우 본문에서 괄호로 삽입하여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3.1. 국가정책과 관료 및 투자와 세금에 대한 견해 

[표 1] 국가의 경제정책 관료 매수 및 뇌물에 대한 견해(%) 

(칠문 \ 답변) Fξ「 「1i- 。 대체로 긍정 대체로 부정 아주 부정 무응답 

국가의 경제정책 10 60 26 2 2 
국가의 중소기엽 정책 8 30 44 8 10 
국가 관료에 대한 태도 8 40 36 12 4 

(칠문 \ 답변) 자주 때때로 아주 드물게 없다 무응답 

국가 관료 매수 16 44 14 24 2 
관료의 뇌불 요구 20 54 14 8 4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 (60%)를 보이 

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44%)이라는 견해가 

‘대체로 긍정적’(30%)이라는 견해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사업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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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게 되는 국가 관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견례 (40%)가 ‘대 

체로 부정적’이라는 견해 (36%)보다 조금 높다. 전체적으로 국가걱책이나 관료 

에 대한 기업가들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이 절반씩 섞여 있다고 설- 수 있다.36) 

([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를 하위범주별로 구분하여볼 때 여성기업가들은 국 

가의 경제정책(‘아주 긍정’ 23.5% , ‘대체로 당정’ 52.9%)이나 중갓기업 지원정 

책(‘아주 긍정’ 17.6%, ‘대체로 긍정’ 4l.2%)떼 대해 남성보다 훨씬 후한 평가 

를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 

적 ’이 라고 답하는 집 단은 20-30대 (48%) , 10-30인 규모 업 체 의 기 업 가(36.8%) ，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하는 집단은 40-50대 (56%) ， 사기인 가들(51.4%) ， 

31-50인 (54.5%) ， 51-100(50%)인 규모 업체의 기업가 집단으로 니 1파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관료에 대한 입장에서도 여성， 20-30대， 10-30'깐 규모 업체 

기업가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사딴 양상을 보이고 있너.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올 경우 국가 관료를 매수(때때로 44% ‘ 자주 16%) 

하는 일이 ‘있다’거나， 국가 관료로부터 뇌물 요구(때때로 54%, 까주 20%)를 

받는 경우가 역시 ‘있다’고 기업가들은 응답짜고 있다. ([표 1] 참표) 이러한 관 

행이 보통 있으면서도 국가 관료에 대해 부정과 긍정의 견해가 비슷한 비율 

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기업가 자신들도 호의적으로 보는 

(즉， 기업가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측변이 있기 때문으 파 풀이된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업가들이나 관료들이 ‘매수나 뇌블’에 대해 공 

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사실 필요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거의 제도적 수준 

의 비공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36) 국가와 관료에 대한 기업가 의식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소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가 47%, ‘주지 않는다’가 48.4%，이고， ‘관료가 사기업가를 동-는다’가 26.9%, 
‘방해한다’가 62.5%로 조사된다(3. T. rOJJeHKoBa 11 E. Il. I1rIlTxaH51H(20C7) "HeKoTopble 
acneKTbl cOBpeMeHH。꺼 :l<1I3HII pOCc lIHcKoro npellnpIIHIIMaTeJUl," POCCW1 pε~5opμ'HpylOll!aJlCJl. 

E:#;erOI1HHK. MocKBa, C. 185). 이 연구에서 국가 일반에 대한 기업가들으‘ 의식은 본 연 
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관료에 대한 의식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E나고 있다. 

37) 과거에 관료는 기업가로부터 일회성 뇌물을 받는 것으로 그쳤으나， 오늘날 그들 사 
이에는 장기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색 관계에 대한 
모델 연구로는 다음 참조: r. A. CaTapoB(2004) ’'KoppynUlloHHble OTHomeH::쩌 areHTCKa.l! 
MOlleJlb H CMe細le nOllXollbI," 0fC. MocKBa, No. 2, CC. 60-69; B. B. PallaeB(E샘) "KoppynUII.l! 
11 !þopMllJlOB따me pocc때CKIIX P뻐KOB. OTHome따해 냉감lOBHllKOB 11 npennp따lIIMa TeJlElI,’l 씨lp POCCHI1. 

MOCKBa, No. 3. 대기업가와 관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C. rJ. rJeperYlloB 
('2fJJ7) "01l3Hec 11 5opoKpaTII.l! B POCCIIII: llIIIIaMIIKa B3allMOlleHCTBII.l!," POCCW1 p<뼈'pMHPYtOll!aJlC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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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관료와의 접촉은 부정적이다. 접촉이 많을수록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 만나서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이야기는 아예 하 

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료는 뇌물을 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사업을 
방해하면서 그런 제안이 나오게끔 한다. 그리고 나서도 ‘나한테 얼마를 주변 

해결해 주겠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 우리가 쓰는 표현에 ‘보르조이 강 

아지 뇌물(B3~TKa 60P3μMII lI\eHKaMII)’38)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돈이 아닌 

선물이란 의미다. 해당 관료나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기업인이나 관료 모두에게 위험하다."39) 

“(관료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있을 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시 

스템이 만들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뇌물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야 된다 

보통 그러 한 사람은 관료와 가깝지 만 관료는 아닌 사람이 다 "40) 

407 

하위범주별 입장을 볼 때， 특히 관료의 매수는 여성 기업가들(‘자주’ 23.5%. 

‘때때로’ 52.9%), 20-30대(‘때때로’ 64%), 사기업가(‘자주’ 20%, ‘때때로’ 5l.4%) 

에게서， 관료로부터의 뇌물 요구는 남성 기업가들(‘자주’ 18.2%, ‘때때로’ 

60.6%)과 사기업가(‘자주’ 22.9%와 ‘때때로’ 62.9%)에게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 

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국가는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 

해 ‘제공해야 한다’(30%) ， ‘제공할 필요가 없다’(40%)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30%) 등의 답변으로 분산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 

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46%)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18%)보다 높아서 기엽의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을 묻지 않는 입장이 더 높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도 

34%여서 국가의 책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필요하다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해야 한다’거나(42%) ，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는 의견(16%)도 일부 있는 등(‘절대 개입 불가’는 40%) 기업가들은 

여전히 국가와 기업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표 2] 참조) 다양한 분 

야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들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역할도 국가(54%)를 가 

장 많이 지목하고 있으며， 법정 (24%) ， 생산자 협회(16%) ， 기타 사회조직 (4%) 

은 소수 의견이다. 

E*erOIlHHK. MOCKBa, CC. 220-234. 
38) 러 시 아에 서 보르조이 (50p3얘)는 비 싼 사냥개 중의 하나이 다. 
39) 기업가 예르마꼬프(A. 11. EpMaK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40) 기업가 미르스꼬이 (A. E. MIIPCKO때)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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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낌 국가의 역할， 책임， 경제 개입에 대한 견해(%) 비괴무: 무용답 

기업위기시 제공해야 한다:30 제공할 필요 없다:40 다르 
국가의도움? 

기업파산시 전적인 책임 I 일정 부분 책임 I 어떠한 책임도 ‘ 
국가의책임? 있다:18 있다:34 

국가의 겸제 적극적:으16로 I 필요하다변 동제 :42 I 절대 개업 4 
개입? 개입 

에 따라 

따:30 

씨다:46 

무:0 

9 
Q 무

 
l 

뭔가:40 
2 D T 

하위범주별 입장을 살펴볼 때， ‘기업의 파산’과 ‘국가의 경제개입’의 질문들 

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부류의 양상으로 나쉽을 발견할 수 있있‘다. 즉， 기업 

의 파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국가의 개입() 필요하다고 

기업가들은 여기며， 반대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쇠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입장으로는 여성(‘국가책 

임’ 70.6%, ‘국가개입’ 76.5%), 40-50대(각각 56%, 60%), 공기업가(각각 66.7%, 

53.3%), 10-50인 규모(각각 66.7%, 63.3%) 엽 체 기 업 가들이 주로 해 당되 며 , 반 

면 남성 (‘국가책 임 없다’ 57.6%, ‘국가개 입 불가’ 5l.5%), 20-301개 (각각 52%, 

44%), 사기 업 가(각각 54.3%, 40%), 50-100(각각 65% ， 45%)인 규 코 업 체 기 업 

가들은 후자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엽체 건물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가 가장 맏은 38%이지 

만， 다른 기업체나 개인의 소유물도 36%이고 자사의 소유물일 선우도 24%에 

달한다. 기업 설립자본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자본(54%)일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은행 (24%) ， 그리고 국가의 지원(10%)과 국가를 통한 변제 (8%)의 순 

으로 나타난다.41)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일 이 발생하여 추가 까금이 필요할 

때는 은헨 대출을 가장 많이 얻고(50%) 다른 기업체나 개인으피부터 대부받 

거나(28%) 자사 소유주들의 개인 자금(16%)이나 국가의 지원(1:~%)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은행 대출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관계 기관의 개인적 친분 

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변하는 기업가들은 50%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아 

니라’는 답변도 34%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기업가들도 lEì%나 되어 대 

체로 양분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41) 창업자본의 출처에 대한 다른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개인자본， 가략이나 친지， 친 
구， 은행의 순으로 역시 나타나고 있다 (H. E. TIlXOHOBa 11 A. 애. 싸nypeHKo(2004) 

’'npellllPlIHIIMa TeJIbCKl떠 1I0TeHUllaJI poc다따CKoro 06meCTBa," MHP POCCHH. MoCKEia , No. 1 c.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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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금 정책에 대한 견해와 탈세 경험(%) 비괴무5 무응답 

많지만 타당하다:54 

자주:46 

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여기는 견해도 크지만(42%) ， ‘많은 세금이긴 하지만 

타당하다는 견해’는 이보다 더 높아(54%) 기업체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 

이 느끼면서도 대체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가의 세금정책에 대 

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42%)과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46%) 이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탈세한 적이 전혀 없다’(30%) 

는 답변은 소수이고 ‘자주’(46%) 혹은 ‘자주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다’(24%)는 

답변이 보다 대세를 이루고 있다. ([표 3] 참조) 마피아와 같은 조직에 비합법 
적인 정기적 상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6%가 ‘상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 

하고 있으며， ‘자주는 아니지만 상납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42%이며 18%는 

‘자주 상납한다’고 답하여 여전히 마피아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처럼 마피아의 영향력이 이제는 크지 않다 

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 잘 알 수 있었다. 

“ 1990년대에 있었던 마피아는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긴 

하겠지만， 만약 마피아의 위협이 가해진다면 기업인들은 법적 보호기관에 바 

로 연락할 것이다. 물론 1990년대에는 이렇게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43) 

투자와 세금에 대한 하위범주별 견해 차이는 주로 사기업가와 공기업가 사 

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기업체 건물은 자사(24%)나 타기업체와 타인(36%)의 

소유물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기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에 속할 경우(93.3%) 

가 대부분이다. 기업 설립자본도 사기업체는 소유주들의 개인자본(77.1%)과 

42) 현대 러시아 기업가들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크게 네 
종류가 있다. 모든 합법적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법체계， 주로 소 
규모 비합법적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마피아조직 (5aH，1\IITCKa51 KpbIllla), 대 
규모 합법적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마피아 조직 (KOMMep'!e CKa51 KpblWa), 
자신들과 개인적 연줄이 닿아 있는 합법적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마피아 
조직(써지lIue찌C l< a51 I<pbIWa) 등이 있는데 마피아들은 타 범죄조직으로부터의 보호， 계 
약보호， 관료 개 엽 의 방어 등의 일을 처 리 한다(10. B. }]aTOB 11 C. H. KOBaJleB(2006l 
TeHeBaJl 3KOHOMHKa. MOCKBa, CC. 298-308 

43) 기업가 예르마꼬프(A. H. EpMaI<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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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타기업체와 타인으로부터의 변제 (8.6%)로 대부분 동원되지만， 공기업체 

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33.3%)이나 국가활 통한 변제 (26.7%)까 많다. 추가 

자금이 펼요할 때도 사기업체는 은행 대출(60%)이나 소유주들꾀 개인 자금 

(22.9%)으로 해결하지만 공기업체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33.3%)해주거나 

아예 ‘추카 자금이 필요한 적 이 없었다’(20%)는 답변도 있다. 추까 자금이 필 

요할 경우 은행 혹은 국가 기관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서는 사기업체 (54.3%) 

나 공기업체 (40%) 모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꽤 있지만 공기업 

체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도 46.7%(사기업체의 경우 이에 해당하 

는 답변은 불과 2.9%)가 나와 역시 양자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세금에 대해 사기업체 (48.6%)가 공기업체 (26.7%)보다 아주 농-마고 생각하 

는 비율이 크지만， 사기업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 정책을 ‘지지 

한다’는 층의 비율이 45.7%로 가장 높고 공끼업가들의 60%는 ‘완전히 지지하 

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소 의외이다. 그런데 현섣적으로 기업 

가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과세액과 국가의 일반적인 과세정책은 사로 다른 평 

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과세액과 과세정책은 다른 것이다. 과세액은 전보다 타당해졌다. 문제는 과 

세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가이다. 국가의 과세정책은 투 
명하지 않으며 기업마다 달리 적용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유코스(에KOC)의 경 

우 과세액이 이댔다저랬다 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44) 

하지만 탈세의 경우 공기업가보다 세금정책에 더 우호적인 양 장을 보였던 

사기업가의 62.9%가 오히려 ‘자주 한다’고 답변하며， 공기업가의 73.3%는 ‘전 

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사실 탈세 자체를 고려 할 수 없는 상황)하고 있어 역 

시 사기업가들에게 세금문제는 골칫거리임을 보여 준다.45) 마피아익 영향력에 

대해서 공기업가의 60%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지만， 사기업가의 

44) 기업가 아흐메또프(P. AXMeT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45) 사실 틸세문제는 본 연구의 조사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g‘다. 한 연구조 
사에 따르면， 100명의 볼법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절대 다수가 바로 불안정한 세금정책파 뇌물 때문이라고 답녔다는 것이다 
(0. 11. WKapaTaH H B. 11. 11J\버H(2006) ， c. 184).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 상자들은 합법 
적인 사업자들이고 이들은 세금문제를 감내할만한 모종의 방어기제가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지민 1 정말 세금을 
견딜 수 없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수많은 기업가들에 대례서는 그들을 

찾아서 의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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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가 ‘자주는 아니 지 만 영 향이 있고’， 또 22.9%는 ‘자주 상납을 한다’고 답 

변하여 이 문제 역시 주로 사기업가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관 요약: 대체로 기업가들은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세금정책에 대해 긍정 

과 부정이 엇비슷한 양분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 

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가와 관료 사이의 매수나 뇌물요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위범주별로 볼 때 여성， 40-50대， 공기업 

가， 10-50인 규모 업체 기업가들은 주로 국가와 기업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 20-30대， 사기업가， 51-100인 규모 업체 기업가들은 

주로 국가와 기업가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외로 관료에 

대한 매수는 주로 사기업가， 여성， 20-30대의 기업가들이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해결수단으로 보인다.46) 투자와 세금은 특히 사기업가 

들에게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들이며 이들은 주로 연줄을 통한 은행대출과 개 

인사채， 그리고 탈세 등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경영관과 사업윤리 

무엇을 위해 당신은 사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Point Scale로 답변한 
결과(낮은 점수일수록 높은 순위)는 ‘이윤’(1.52) ， ‘자아실현'(2.3) ， ‘기업체 종사자 

들의 삶의 질 개선’(2.66) ， ‘국가경제발전’(3.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47) 이에 

대해 사 · 공기엽가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윤’에 대해 사기엽가의 측정치 

46) 러시아 경제에서 뇌물수수 행위는 만성질환처럼 행해지고 있다. 범죄행위 중 뇌물 
수수 행위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5-2.8%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착되지 않은 
것이 95%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은멸한 행위의 성격상 뇌물수수자들의 
형사처별 비율은 0.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물수수 행위의 형태에서 
금전은 약 1/3에 불과하고， 비금전적인 행위， 예를 들면 선물， 해외여행， 치료， 대학 
교육， 주식， 취직알선과 같은 이익의 제공이 약 2/3를 차지한다(A ， H, repac뻐(2006) 

TeHeBble I1pOueCCbl B 3KOHOMHKe COBpeMeHHoD POCCHH, MOCKBa, CC , 160-161), 
47)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가뿐이 아닌 러시아 국민 일반적으로 ‘좋은 수입이 보장 
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근로자들은 ‘최소의 노동에 비해 좋은 월급을 보장하는 일자리’， 혹은 ‘편안하게 시간 

보내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다다르자 일자리는 이 

제 확실히 높은 월급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의미로만 남게 되었다(E ， H, CTapHKoBa 

(2005) "CIlBHrH B ueHHOCTHblX OpHeHTaUH5IX POCCH5IH." COUHaJ1bHble TpaHclþopMaUHH B 

pOCCHH: Teop찌 I1paKTHKH, cpaBHHTeJ1bHND aHaJ1H3, MocKBa, CC, 3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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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 꽁기업가는 1.8로 나와 사기업가들이 이윤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 

고 있음달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 한목에서도 공 

기 업 가는 2.47과 사기 업 가는 2.74로 그리 고 51-100인 규모 업 체 기 업 가는 2.85 

와 10-30인 규모 업 체 기 업 가는 2.53으로 차이가 남으로써 공기 엽가와 중규모 

업체의 기업가들이 내부 종업원들의 삶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사업한다고 음답하는 접수가 가장 낮은데， 이것 

은 공기업가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기업가들의 사업동기에서 국가를 

염두에 둔다는 의식은 이제 희박해진 것으료 보인다. 그럼에도 펀구하고 일부 

의 기업까들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지l 종사자들의 

삶의 질 깨선’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자신둘이 나서야 한다고 샤1각한다.48) 

“내 생각에 기업가란 재정 문제를 해결하한 사람이라고 본다. 이것은 커다란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가는 월급 매니저보다 책임이 크다. 기업가늪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월급을 주어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러한 껏들은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9)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서는 ‘이윤획득'(56%)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는 ‘실용성’(26%) ， ‘철저한 지시 이행’(12%) ， ‘열성객 업무’(6%)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참조) ‘이윤획득’파 ‘실용성’이 모든 집 딴에서 골고루 
중요하게 지 적 되 지 만， 이 중에서 여 성 (70.6%), 20-30대 (68%) 기 업 7 가 보다 이 윤 

지향적이고， 남성 (30.3%)과 공기업가(33.3%)들이 실용성을 더 강조차고 있다. 

[표 4] 경영원칙， 사업과제， 경제문제， 기업목표 둥에 대한 견해(%) 비괴 무: 무용팝 

주 경요영원의칙 이윤 획득:56 실용성 :26 

힘사든업상 점 재정 위기 :30 인력 확보:36 |헬41 관료 뇌울 10 1 
해경결제 과계제 대중소기업 | 

협력 :22 금융 구조:30 1 세금 체계 :40 

기업활동 국발가전 경:18제 니| 자아 실현 :30 I 가족의 물질적 부:40 
목표 

48)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듭의 의견을 묻는 한 션문조사결과를 
보변， 생산의 확대， 임금상승， 노동조건의 개선 동을 가장 지적하그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M. φ. 4ep뻐l(때4). c. &3). 러시아 기업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양심상 
느끼고는 있겠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도 보이듯 현실에서는 후순위로 1\1 려나 있는 상 
태이다. 

49) 기업가 아흐메또프(P. AXMeT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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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에 서 가장 힘 든 점 으로는 ‘인 력 확보'(36% ， 특히 여 성 은 47.l%, 40-50대 

는 52%)와 ‘재정위기’(30% ， 특히 20-30대는 40%)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범죄조직의 압력’(4%)보다 ‘관료의 뇌물 압력’(10%)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료의 뇌물 압력’에 대해서는 남성， 20-30대， 사기업가， 51-100인 규모 

업체 기업가들이 여성 40-50대 공기업가， 10-30인 규모 업체 기업가들보다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50) 경제계에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들로 

는 ‘세금체계’(40%) ， ‘금융구조’(30%) ， ‘대기업과 소기업의 협력’(22%)을 꼽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세금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 

니지만， 세금체계 문제는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 

아 있음을 알 수 있다.51) ([표 4] 참조) 
다음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질문 

하였다. 먼저 ‘기업 책임자로서 당신에게 성공적인 기업 활동이란 과연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의 물질적 풍요’(40%) ， ‘자아 실현’(30%) ， ‘국가 경 

제에 대한 의무’(18%) 순으로 응답이 나와 앞의 유사질문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밍)([표 5] 참조)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에 대해서는 5-Point Scale로 답변한 결과 ‘전문성’(1.54) ， ‘자본'(1.92) ， ‘개인적 

관계’(2.88) ， ‘외국과의 관계’(3.66)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전문성’과 ‘자본’이 

‘개인적 관계’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웅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50) 이 질문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국가 관료의 뇌물 요구’에 대한 질문과 내용상 사 
실 동일한데， 한 번 더 응답자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던져진 것이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외로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의 내용으로는 J1. rYlll<OB 11 5. lly611H 
(2004) "PocclllícKlle npellnpllHIIMa TeJIII: KOHKypeHI1I1J1 11 allMIIHIlCTpaTIIBHhle 6apbep비 

3KOHOMH'leCKaJl HHTepnpeTaLJHJI npaB 'le.nOBeKa. MocKBa, CC. 106-107 참조 
51) 기업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로서 1998년 경제위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유동자본의 확보， 판로구축， 지봉불이행， 취약한 법적 보호， 투자， 세금납부 
등이 특히 심각한 것들로 꼽힌다(A. 애 니enypeHKo(2001) ， C. 135). 재정이나 세금 문제 
는 그 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꼽히는 것들인데， 2000년대 초반 앞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정도의 순위였던 인력확보 문제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심각한 것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이 질문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무엇을 위해 당신은 사업을 하는가?’라는 질문과 내 
용상 사실 동일한데， 한 번 더 응답자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던져진 것이며， 
역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외로 이와 비슷한 질의응답으로 기업가 의식을 조사 

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능력의 확인， 미래의 보장， 흥미와 장의’ 때문에 기업 활동 

을 한다는 의견이 44.2%, ‘좋은 벌이’ 때문은 40%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3. T. rOJleHKOBa 11 E. 11. I1r IlTxaHJlH(2007), c.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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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는 “판련 국가 기 

관의 연줍이나 경제 기관의 로비 '(50%)가 가장 큰 비율을 차씨하고 있어서 

여전히 ‘개인적 관계’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료의 매수나 뇌물’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앞의 유사한 답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성， 

20-30대， 사기업가， 10-30인 규모 업체 기업가 집단에서 이러한 방식을 더 채 

택하고 있다. 반면 ‘법정’， ‘금융기관’， ‘민원’， ‘범죄 집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기 업 활동과 관련한 견해(%) :1]괴무:무응답 

성공적 기엽 국가경제 1 자아실현: 1 가족의 물짐적 풍요:40 
활동이랜 발전:18 I 30 기타:10 I 무:2 

기 업문제익공 혀 기 과의 로비 :50 1 판료매수뇌울’141 법 원:61 민원:61 범죄:~ 금융:10 
해결방법? I '-' '-' ι 

기타:10 I 무4 

기업이익띄 당연히 해야 I 구체적 상황에 따파 다르다:56 펼 j 
사회환원? 한다:32 

￡- 없다:121 무:0 

동종타기업 갈등을풀고 1국가，기업가연합 1 경쟁관계·협력불 
과의 협력? 협력해야한다:54 체의 중재 :14 

독괴점 주삭 그려한 사업은 1 그러한 사업을 봇할 이유가 없다:52 
부동샌 부적절하다:40 

‘기업의 이익 중 일부릎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리 는 질문에 대 

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32%)는 입장은 소수이고 ‘구체적인 싱 팡에 따라 다 

르다’(56%)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인다“동종분야의 

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분에 대해서 ‘갈등을 팔-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54%)이지만， ‘국가나 기업가 연합체가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04%) 있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히 지 않겠다’는 

의견 (24%)도 있어서 긴장감이 크다. ‘국가니 기업가 연합체의 팡재’를 좀 더 

강조하는 집 단으로는 20-30대 , 사기 업 가， 10-30인 규모 업 체 기 업 까 등을 꼽을 

수 있다.않) ‘상품의 독점판매나 주식， 부동산 매매를 윤리적으로 사업으로 허 

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그러한 사업은 부적 절하다’고 답 

변하고， 52%는 ‘그러한 사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여 다소 팽팽 

53)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기업뜰 간의 대립은 큰 사업체 (50인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의 

제조업폐일 경우 커진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피 있고， 이익을 
침해하꺼나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J1. rYllKOB H o. llYôHH(2004), cc.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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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립을 보여줬다. 사실 돈만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 

은 러시아 국민 정서상 과거에는 받아들여지기 곤란했을 것이다.([표 5] 참조) 

종업원의 고용은 주로 대중매체 (68%)와 지인(66%)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고용과 승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전문성 (82%) ， 책임성 (60%) ， 

성 실성 (46%), 고용주와의 친분(34%) ， 교육수준(30%) ， 친화력 (30%) 등의 순으 

로 응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잉) 이중 고용주와의 친분이 고용과 승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에게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친분인지를 답 

변하도록 했더니， 주로 전 직장연(16%) ， 학연(14%)에 의한 것이고， 혈연(10%) 

과 지연(8%)은 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보통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가에 대해 ‘지적 

이나 경고를 주겠다’는 의견이 주로 많지만(54%) ， ‘질책’(30%)이나 심지어 ‘해 

고’(6%)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종업원이 처음 업무상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보통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적， 

경고， 질책’은 26%, ‘재교육’은 36%이면서 ‘벌금， 강등， 심지어 해고조치까지 취 

하겠다’는 의 견은 36%로 강도 높게 나타났다.닮) 이 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이 

제는 과거와 같이 사내분위기가 온정주의 위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다. 

“직원이 실수하면 첫 번째로는 구두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별금을 내 

게 한다.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한다. 이것이 나의 방식이고 다른 데서는 또 다 

를 것이다- 나는 일단 부드러운 방법을 쓰지만 만약 그 사람이 반응이 없거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 "56) 

하위범주별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종업원의 고용시 남성， 20-30대， 

공기업가， 51-100인 규모 엽체 기업가는 ‘대중매체’를 가장 선호하고， 여성과 

54) 고용방법과 승진기준을 묻는 이 두 질문은 해당하는 답을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 

니라 웅답자가 원하는 항목을 다 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백분율의 
수치를 넘어가게 된다. 

55) 이와 같이 이제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래 전통적 

으로 러시아 기엽 내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의 특정은 부권주의 의식과 노동집단 

에 대한 소속의식의 측면이 강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피고용자들이란 실제로 
친족， 친구， 아는 사람일 때가 많았고， 월급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집단에 

대한 확고한 소속 자체가 이들에게는 중요했으며 따라서 사내 분위기는 가부장주의 
적 이 고 가족적 인 경 우가 많았다(A. 10. 니errypeHl<o(2001) ， CC. 136-141). 

56) 기업가 아흐메또프(P. AXMeT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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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사기업가， 10-30인， 31-50인 규모 업체 기업가는 ‘지인’펀- 통하는 방식 

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과 승진의 기준으로서 ‘선문성’과 ‘책임 

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고용주와의 친밀성’과 ‘교육 수준’ 양자를 

비교했을 때 여성， 20-30대， 사기업가， 10-30인 규모 업체 기업가늪 ‘고용주와의 

친밀성’을 우선시， 남성， 40-50대， 공기업가， 51-100인 업체 기업까는 ‘교육수준’ 

을 우선시한다. 또한 고용과 승진의 기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 i까지는 않지만 

‘학연’이 나 ‘직 장연’이 ‘혈 연’이 나 ‘지 연’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 이 주 꽉된다. 

경영관 요약: 전체적으로 오늘날 러시아 중소기업가들의 경염 목표나 원칙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사기업가， 여성， 

20-30대 기업가들에게서 두드러진다. 물론 다른 하위범주의 집단잠에게서도 ‘이 

윤’은 1순위이지만， 공기업가， 남성， 중규모업체의 기업가들에게서 는 내부종업원 

의 삶이나 실용성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업경영을 위해 가장 뚱요한 자원으 

로 기업가들은 전문성과 자본을 꼽고 있으며， 인력확보， 관료의 뇌물압력， 세금 

등이 기엽경영의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때결하기 위해 

연줄， 로비， 관료 매수의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 방엽을 보다 선호 

하는 집단은 여성， 20-30대， 사기업가， 10-30인 규모 업체의 기업 까들이다. 

3.3. 러시아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러시아 중소기업가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닥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간 정도의 접수로 평가하는 비율이 44% 판 가장 크며， 

긍정적 평가가 20%, 부정적 평가는 24%로 나타난다. 하지만 젠%가 ‘경제개 

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6%에 불과하 

다. 가족때 대한 물질적 상태는 대다수(74%)가 ‘중간정도’라고 삼변하고 있다 

(‘좋다’는 14%, ‘아주 좋다’는 10%). 또한 자신을 ‘중간계층에 덕-한다’는 입장 

이 다수다(60%， 이외로 중상 20% , 상층 8%이며， 중하 8% , 하층 2%). 대체로 

기업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대해 중간 정도펴 점수를 주고 있고， 자신과 가족 

에 대해서도 중간층이거나 일부는 중상층에 속한다는 의식을 까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57) 

57) 기업가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장충 2.2%, 중상 
6.5%, 중간 65.4%, 하층 14.2%로 나타나고 있다 상층과 하층의 비 원r 이 약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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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의식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하위범주별로 보았 

을 때 커다란 차이점은 없지만， 여성， 20-30대， 사기업가， 10-30인의 소규모 

업체의 기업가들이 다소 분산되고 양극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6] ‘현재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남 | 녀 

‘현재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52%가 ‘그렇다’고 답변 

하는데， 이 비율은 20-30대 (64%) ， 사기업가(60%) ， 10-30인 (57.9%) ， 30-50인 

(63.6%) 규모 업체 기업가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24%, ‘응답곤란’도 24%인데 특히 공기업가(40%) ， 51-100인 규모 업체 기업가 

(35%)가 ‘응답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표 6] 참조) 현재 러시아는 시장경 

제체제라고 답하는 이유로는 ‘경쟁， 사적소유권， 계약， 상품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답한다.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답하는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주로 ‘국 

가가 세금이나 법으로 여전히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응답 

하기 곤란한 이유로는 ‘지금이 시장으로 가는 과도기로 여기기 때문’으로 일 

부 답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입장의 인 

터뷰 내용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들이 

있고 편파적인 방법으로 자본이 재분배된다. 예를 들어 가스프롬(ra3 I1pOM)의 

메드베제프(MetlBetleB)는 이사회의 회장이며 정부 부총리이기도 하다. 내 생각 

에 인위적으로 힘이 분배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 

평해야 한다."58) 

소비에트 계획경제 시대의 기업 책임자와 오늘날의 기업가를 비교한다면， 

‘소비에트 기업가들은 계획， 국가 관료에 종속되었다’는 답변이 다수를 이루 

면서， 그 외의 답변들을 열거해 보면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위로부터 임 

명받으며，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성에 빠져있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가들의 다수는 자신을 중간계층이라고 여긴다고 볼 수 있 
다(3. T. rOJIeHKOBa H E. n. J1rHTXaH5IH(2007), C. 191). 

58) 기업가 아흐메또프(P. AXMeT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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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고， 인적 관계를 통해 일을 하며， 또 (소수 의견이지만:~=문적이고 물 

건의 품질에 대해 보장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오늘날의 끼업가에 대한 

견해들을 열거하면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도 평속되지 않으 

며， 보다 많은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자신닫 위해 일을 하고， 실용적， 활동적， 

진취적이떠， 직접적인 이윤동기를 가지고 보다 많은 책임과 위험을 감수한다’ 

고 응답지들은 답하고 있다 59) 러시아의 시장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입장 

을 가지는 인터뷰 내용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와 다른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운 지는 것 

이다. 또한 정치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이윤획득이 중요한 동기가 도 었다. 사업 

계획을 잘 짜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 지 않는다. 

수준 높은 전문가와 법률가만 있다면 관료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도 사엽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기업가의 의식도 변했고 모든 것이 변했다 전에는 국가로부 

터 무엇이든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국가는 사업할 수 있는 가능선 만 제공해 
줄 뿐이다 "60) 

1990년때와 2000년대 기업가 의식을 비교했을 때， 1990년대 기업가들은 ‘경 

험과 전문성이 적었고， 범죄가 만연했다’는 답변이 다수를 이루만서， 일부 견 

해들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돈만당 쫓아다녔고， 국가니 경제상황에 

휘둘렸다’는 것들이었다. 2000년대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교양이 있고， 전문적 

이며 법적인 보장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국가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 

라는 의견의 다수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보다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보 

다 책임성이 있고 상품의 질을 중시하며 이윤을 따지고 장기적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자유롭지만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인터뷰한 

기업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2000년대 래시아 기업가들의 깎맛빛 전망을 

59) 1990년대 중반(94， 97년)과 2003년의 사이 기업가의 가치지향성 변‘rf 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중에서 가족애-→2위)， 건강(1 
→1위)， 일(5-→3위)， 업무효율성(9-→5위)， 책임성 (8→4위) 등은 순위가 올라갔지만， 자 

유(2→8위)， 독립성 (5→7위) 등은 순위가 좀 떨어졌다(H. A. :typaBJleBa(2006) 쩌Ha.MHKa. 

L(eHHOCTHbIX OpHeHTaL(HH J1H'lHOCTH B pOCCHHCKOM 0띠eCTBe. MOC l<Ba, CC. 142-147). 가족 
이나 건강은 어느 상황이든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 할 수 있는데“자유’나 ‘독립 
성’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반발심리로서 시장개혁 초기에 더 갈빙했던 가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일’ ‘업무효율성’ ‘책임성’과 같은 가치들이 경쟁적인 시 

장체제에서 이제 더 부각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0) 기업가 자스뜨로쥬네프(A. B. 3aCTpO:l<He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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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치고 있다. 

“ 1990년대는 인플레이션으로 루블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연명했다. 모든 거래는 선불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 ) 그러나 이제는 신용거 
래를 할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때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 

은 두려움은 없어졌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서양 모렐을 닮아가고 있고， 생산과 
판매를 늘릴 수 있다 "61) 

“ 1990년대는 혼란스러웠고， 활력은 있었지만 불안정했다. ( ... ) 2000년대는 안 
정적이다. 1990년대 기업가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렸다. 지금 
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 석유 때문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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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소기업가들은 현재 러시아 경제에 대해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고， 또 다수는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가 중간계층의 소속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과거 소비에트 계획경제기보다 그리고 1990년대보다 2000년대는 진일 

보한 경제적 주체와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기업가들은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50언 기업가들의 사회경제적 특 

정들을 살펴 볼 때 이들은 경향적으로 크게 두개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째는 사기업， 여성， 20-30대， 10-30인 규모 업체의 기업가들로 주로 구성되 

어 있는 집단이며， 이들의 전직이나 가족력은 책임자급의 정신노동자나 전문 

직의 비중이 크지만 단순사무직이나 육체노동자의 비중도 적지 않다. 또한 이 

들은 제조업 외에도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비교적 다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더 분산되고 다소 양극화 

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공기업， 남성， 40-50대， 50-100인 규모 업 

61) 기업가 코즐로프(E. H. K03 Jl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62) 기엽가 아흐메또프(P. AXMeToB)와의 인터뷰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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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기엽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며， 이들의 전직이나 가족력은 책 

임자급의 정신노동자나 전문직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들은 제3':업에 주로 종 

사하고 있고， 물론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다수가 종사하고 있지만 앞의 집단 

처럼 이 업종들이 두드러진 편은 아니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 젠제상황에 대 

한 평가나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중간 혹은 중상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양 집단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첫 

번째 집단은 1990년대 기업가와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 

다도 기뜬의 기업가들이 소위 전형적인 ‘인텔리겐차’ 출신임에 반해， 이들은 

이것으로부터 다소 벗어난 기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낯선 시 상경제를 맞이 

한 탈소비에트 국민들에게 있어서 기업가란 기본적으로 여러 기-지 지식을 소 

유한 사람들이 발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 차츰 익숙해져가는 러시아의 오늘날 이 지위는 이제 지 식인들만의 전 

유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낌단은 러시아 경제니 자신들의 위 

치에 대해 보다 분산적이고 양극적인 견해를 가짐으로써 비판 석이고 역동적 

인 관점닫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업， 여성， 20-30 

대， 소규또 업체의 기업가들이라는 특징이야말로 그 자체가 과?‘ 소비에트 기 

업가 형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기업가 형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들의 국가 경제정책과 국가 관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 

적인 것이 거의 반반이다. 기업가들의 관료 매수와 관료로부터의 뇌물 요구는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이러한 일들이 기업가에게 부담을 F-는 것들이지 

만 때로는 기업가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띤다. 전체적으 

로 기업가들은 여전히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접 한 가지는 관료에 대한 세대별 의식이 전씌적으로는 긍 

정과 부정이 반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30대 기업가의 일부는 아주 긍정적 

으로 평까하는 반면， 40-50대 기업가의 일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들의 관료 매수에 있어서 20-30대 기업까는 적극적인 

반면， 40-50대 기업가는 관료 매수를 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기 상 높게 나타 

나는 둥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의 위기， 파산이나 국가의 경 

제활동 개입에 대해 20-30대 기업가는 대체로 국가와 거리를 퓨-려는 반면에 

40-50대는 국가의 도웅이나 책임 혹은 통제가 펼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20-30대 기업가들은 국가와 꺼리를 유지하 

면서도， 똥시에 필요하면 언제든 국가 관료에게 다가가 원하는 것을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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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는 행동방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행동방식은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강하게 유지되는 러시아의 시장경제 판도에서 본심은 국가를 

견제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하 

게 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및 적응 전략이라고 보인다. 반면 40-50대 기 

업가들은 관료를 따로 매수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과거의 계획경제 시 

대처럼 국가가 곁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소비에트 기업 

가 의식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관료매 

수나 뇌물요구는 사기업가들보다 공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또한 공기업가들은 기업의 위기나 파산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역시 40-50대 기업가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 

다. 20-30대 사기 업 가틀과 같이 국가를 멀 리 하면서 도 동시 에 국가를 이 용하려 

는 사고방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2000년대 러시아의 신기업가형 의식이 

라고 부를 수 있다. 

투자와 세금 문제는 주로 사기업가들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설립자본이나 추가 자금이 펼요할 때는 개인 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통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때 개인자금을 빌휠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은행 

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개인적 친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소비에트 계획경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간관계 (CB.lI 3b)’의 중요성이 여전히 현대 러시아 사회에도 지속 

되고 있음을 뜻한다. 과세액이 크다고 하면서도 납부할 만하다는 기업가들의 

답변 이변에는 사실 탈세를 통해 감내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었다.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고용과 승진의 기준으로 전문성 

과 책임성이 우선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있다 

는 정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인을 통해 고용을 하고 교육수준보다 

는 고용주와의 친밀성이 더 중요한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에트 기업 

가적 의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소비에트 시대의 기업 

책임자와 근로자 사이의 온정주의적 사내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보 

인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고용주와의 친밀성의 요인 중에서 학연이나 직장 

연이 혈연이나 지연보다 크다는 점이다. 

오늘날 기업가들의 사업 목표는 무엇보다도 이윤이며， 이것은 기업을 경영 

하는 원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제 국가와 나라를 염두에 두는 의식 

은 희박해졌다. 이것은 사실 1990년대 시장개혁 초기에 기업가들에게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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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었던 측면이었는데， 역시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 보다. 사업에서 가장 힘들고 해결되어야 할 점으로는 인력확보， 재정위기， 

세금체계， 금융구조를 꼽고 있으며 범죄조섹보다 관료의 뇌물 압력이 더 크 

다고 지적한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째결방법으로 

는 관련 국가 기관의 연줄이나 경제 기관익 로비이다. 은밀하~i]_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국가 관료와 문제를 풀어가는 행위는 이제 오늘날 러시아 경제 

활동의 일상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오늘날띄 러시아 기업가들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완전히 행동 

의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보다 많은 가능성 읍 얻게 되었 

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실용적， 활동적， 진취적이며， 직접적인 이윤동기를 

가지고 보다 많은 책임과 위힘을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1990년 

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자신들은 ‘교양이 있고 전문적이며 법적인 보장 

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국가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까면서 앞으로 

는 ‘보다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많은 

이윤을 남기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전망에 대한 표현은 분명 1990년대 고전적 기업가 형의 의식이 

오늘날 러시아 기업가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또 불구하고 러시아가 오늘날 시장경제제제인가라는 질린→에 기업가들 

의 절반만이 ‘그렇다’고 답변한다. 나머지 절딴은 러시아가 시장경 깨로 가는 과 

도기에 있거나， 국가가 세금이나 법으로 여전히 압력을 가하고 있끼 때문에 제 

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디. 이러한 환경에서 테시아 기업가 

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들은 국가를 견제하변서도 동시에 국가를 이용 

하는 독특한 자신만의 생존 및 적응전략을 가지는 것으로 진화하겼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2000년대 러시아의 신기업가 형의 표l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고전적 기업가 형을 계승하되 국가와 충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기업가 형과 같이 국가와 공존하고 국가를 활램-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 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석응은 변화하는 조건파 게임의 규 

칙에 상응하는 새로운 행위방법의 탐색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시장경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에트 형’과 ‘고전 형’ 중 어느 기업기형이 내면적 

으로 계승되고 주류를 이루는지에 대해 중소기업가의 의식연구에 초점을 두 

어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되 ‘고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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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 형’이 오늘날 러시아 중소기업가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 형은 특히 소규모 사기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국가를 견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에트 기업가 형’의 특 

징이 혼합되어 살아있는 ‘진화된 고전적 기업가 형’이 오늘날 러시아 중소기 

업가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업가 특히 중소기업가의 역 

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기업가의 활동은 전 

사회적 행위의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나아가 발전된 사회의 새로운 구조와 제 

도를 형성시킬 것이다. 비록 그들은 아직 국가의 큰 틀에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업 활동을 

벌이면서 이러한 구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가 

들의 행위는 장차 기업가와 사회의 이익 양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경제적， 법적 제도의 구축 속에서 보호되고 지원된다변 가장 바람 

직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중소기업가들의 전반적인 의 

식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기업가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다분히 그들의 주관성에만 기초한 연구결과를 얻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당 

연히 기업가들의 객관적 활동 형태 등을 함께 분석해야 종합적인 평가를 내 

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의 사고나 가치관， 그들이 느끼 

는 기업 활동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상이나 자신들의 행동 규범 등을 조사하 

는 것은 큰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러 

시아 기업가 내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러시아 기업가 의 

식에 대한 연구는 장차 러시아 시장개혁의 성과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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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we 

H3yQeHHe pyKoBo~HTeneH NanOrO H Cpe~HerO ÕH3HeCa: 

Ha npHNepe npe~npHHHNaTeneH MOCKBH 

lfoii, By-HK 

nOCJJe pallHKaJJbHbIX peiþopM 1990-x rr. H 3KOHOMW .. leCKOrO KpH3HCa B POCCHH 

Ha"laJJa yKpenJU!TbC.l! pblHO"lHa.l! MOlleJJb 3KOHOMH"IeCKOrO pa3BHTH.l!. B HaCTO.l!UI,e l1 

pa60Te npellnpHH.l!Ta nOnb!TKa npOaHaJJH3HpOBaTb C03HaHHe pyKOBOllμTeJJe l1 

MeJJKHX H cpellHHx npellnpH.l!THI1, npOBOllHBillHX aKTHBHyW lle.l!TeJJbHOCTb Ha HOBOM 

3KOHOMH"IeCKOM npOCTpaHCTBe. B 1990-e rOllbl Ha6JJWllaJJOCb HeCKOJJbKO THnOB 

npellnpHHHMaTeJJe꺼 no npoiþecc싸 HJJH npOHCXO%lleHHW: <<KJJaCCH"IeCKH외 

npellnpHHHMaTeJJb>>, <<npellnpHHHMaTeJJb COBeTCKOrO Tμna>>. HeCMOTp.l! Ha TO, "ITO B 

nOCJJellHee BpeM.l! TaKOe pa311eJJeHHe nOCTeneHHO CTaJJO yXOllHTb B npOillJJOe, 
Hay"lHble pa60Tbl, HCCJJellyWUI,He BblilleynOM.l!HyTble THnbl, OCTaWTC.l! aKTyaJJbH뻐IH H 

no cel1 lleHb. n03TOMY B llaHHOI1 pa60Te , nyTeM aHaJJH3a C03HaHH.l! npellnpHHHMaTeJJe꺼， 

OTHOC.l!UI,HXC.l! K pa3HblM CJJO.l!M, aBTOp nOTIblTaJJC.l! Bbl제BHTb， KaKOI1 THn npellnpHHHMaTeJJel1 

.l!BJU!eTC .l! llOMHHHpyWUI,HM. 

C ueJJbID llOCTH%eHH.l! nOCTaBJJeHHbIX ueJJel1 C nOMOll싸o CneUHaJJHCTOB fleBalla-UeHTpa 

B CeHT.l!6pe H oKT.l!6pe 2αX)-ro rOlla 6blJl npOBelleH COUHOJJOm"leCKHI1 0매OC 밍-TH 

npennpHHHMaTeJJel1, pa60TaIDUl,HX Ha pyKOBOll.l!UI,HX nOCTax npennpH.l!THI1 C "IHCJJeHHOCTbW 

pa60THHKOB OT lleC.l!TH llO CTa "IeJJOBeK. KpOMe Toro, aBTopOM llaHHOI1 CTaTbH B 

nepHOll C 3-ro no 5-e 싸OJJ.ll 2006-ro rOlla 6blJlO npOBelleHO 5 HHTepBbID C 

npennpHHHMaTeJJ.ll뻐， Bbl6paHHblMH B CJJY"IaI1HOM nOp5!llKe. llJUI npOBelleHH5! aHaJJH3a C 

nOMOUl,bW BonpOCOB HHTepBbW H aHKeTbl 6blJla npennpHH5!Ta nonblTKa Bbl.l!CHHTb HX 

B3rJJ.llll Ha rOCYllapCTBO, npennpHHHMaTeJJbCKyw lle.l!TeJJbHOCTb H 3KOHOMH"IeCKyw 

cHTyaUHw B CTpaHe. Bonpocbl 6blJlH nOCTpoeHbl TaKHM o6pa3oM, "ITo6bl Bbl.l!CHHTb, 

KaKoro THna npeαJpHHHMaTeJJel1 B POCCHH 60JJ배e: <<COBeTCKoro>> HJJH <<KJJaCCH"IeCKoro>>. 

06띠ee KOJJH"IeCTBO BonpOCOB B onpOCHHKe - 55, H3 KOTOpbIX Ha llOJJID 3aKpblTbIX 

BonpOCOB npHillJJOCb 5 1. 니HCJJO OTKpblTbIX COCTaBHJJ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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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IH f'OBOpHTb 0 BblBOJlaX JlaHH。꺼 pa60Tbl, TO YMeCTHO CKa3aTb, tη o 60JIblllHHCTBO 

npeαlpHHHMaTeJIeH MO)!(HO OTHeCTH K <<KJIaCCH<leCKOMY T“ny>>. Bb대CHI찌OCb， t[TO HMeHHO 

npeJlCTaBlflTeJIH 3TOrO THna B nOJlaBJVIIOll\eM 60JIblllHHCTBe HaXOJlHJlHCb lIa pyKOBOoWlll\HX 

nocTax MaJIblX H CpeJlHHX npeJlTIPWITl써 t[aCTHoro CeKTOpa. KaK npamlJIO, 3TO 6wIH 

MOJlO따，le 6H3HeCMeHbI. H, TeM He MeHee, B yCJIOBH1!X, KOrJla BJIH1!HHe rOCYJlapCTBa B 

3KOHOMHμ:eCKOH ccþepe OCTaeTC j[ CHJIbHO, npeJlnpHHHMa TeJIH, C 0ιIHOH CTOpOHbl, 

nφTHBOJleHCTBYIOT rocYJllipcTBy, a C llPyrOH CTOpoHbI, HJlYT Y HerO Ha nOBOllY, CJJeJlCTBHet.‘ 

t[ero CTaJIO TO, t[ TO B COBpeMeHHOH PO C' CH“ CYll\eCTByeT Tal( Ha3blBaeMbl깨 

<<3BOJIWQHOHHpOBaHHbI인 KJIaCCHt[eCKHH THIT>>, COXpaHHBlllHH O-qaCTH t[ epTbI 

npellTIPHHHMaTeJIeH <<COBeTCKOrO THna>>. 3ry CTpa TerHW μ MO)!(HO, CKOpee .BCerO, Ha3BaTb 

C03HaHHeM HOBblX poCC때CK없 npeJlTIPHH뻐aTeJIeH nOCJIe 2CXX)-ro rOJla. flpeα1pHlIHMa TeJIH 

3TOro HOBOrO nma, C OJlHOH CTOPOHbl, npOTHBOlleHcTBywT rOCYJlapcTuy, a C JlPyroH 

CTOpOHbl, - TIblTawTCj[ K HeMY npHcnoco6HTb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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