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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1920년대만부터 스탈린정판에 의해 강행된 소련 농업의 전면적 집단화정책은 

국민경제의 성격변화라는 면에서 1917년 핵명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된 볼셰비키는 경제제도 

의 다중성 (MHoroyKJla,[\HOCTb) 을 특정 으로 하는 구 (舊) 러 시 아의 사회 경 제 구조 

를 사회주의 사회건션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인정치 않을 수 없었던 데다 사회 

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해 처음부터 일치된 시기별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먼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국내외의 상황에 대응하여 각 단계마다 취하는 정책 

결정의 방향에 따라 사회주의건섣의 구체적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혁명 당시 및 그 푸의 

소비에트러시아의 농엽 및 농촌사회의 현설이었다. 부분적으로 고도의 대규모 

화， 자본의 집 중화가 이 루어 져 았던 공엽 부문의 경 우 소유권의 교체 (사유기 엽 

에서 국유기엽으로)플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의 사회주의화를 실현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농엽부문은 분산된 소농경영을 특정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생산략수준 또한 대단히 뒤 I털어져 있었다. 뿐만 이니라 봉건적 토 

지소유로부터 막 뱃어난 농민대중은 포지의 사회화정책플 통해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련 그들의 자그마한 땅패기에 완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 

은 상황 하에서 농업부문의 즉각적 사회주의화정책음 실현하는 것은 현성적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 • 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플 받은 연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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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농엽인구가 차지하고 있던 압도적 비중1)으로 인 

하여 농업경제의 이같은 성격은 곧 국민경제 전체의 성격을 대폭 규정하게 되었 

다. 따라서 지도적 괄셰비키 사이에서는 소비에트경제의 소농민적 성걱 때문에 

사회주의의 최종적 건설에 이르기까지에는 일정한 기간의 이행기가 펼요하다는 

점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 이행기는 노동자와 농민층의 동맹관겨l 플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플 통하여 국민경제의 생산력윤 높이고 자본츄적기반을 확 

보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최종적 건설올 위한 문화적， 물적 토대블 마련하는 시 

기로 여겨지고 있었다. 

전시공산주의의 부작용을 체험한 후 리1 닌이 주도한 신경제정책 (H9D)은 이같 

은 목표 아래서 추진된 것이었다. 레넌은 농업에 대한 국가통제플 완화하면서 

개별농가에게 농산불의 시장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엽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이 

개별분산적 소농의 차원에서 이루어치는 것을 이행기적 정책으로서 시도하게 

되었다. 이갇은 목표에 상응하여 농민경제는 실제로 전시공산주의기간 중의 피 

폐에서 벗어나 1925"'-'26년(농엽연도)에는 1차대전 발딸이전의 생산력수준을 회 

복하게 되었다. 그런 동시에 H9f1가 이행기적 조치라는 것은 광법하게 인식되 

고 있었으묘로 이 기간 중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본격적 건설방안 또한 

당연히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H9f1 하 소련농업경제의 기본성격，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관계， 세계경제와 소련경제의 관련 및 이것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논쟁이 진 

행되었다. H9f1가 허용한 활말한 지적 분위기에 참여한 것은 볼셰비키 이콘가， 

학자들만이 아니 었다. 핵 명 이 후 정 권으로부터 소외 되 어 왔던 상당수의 비 볼셔l 

비키 전문지식언을(벤셔l 비키， 인민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또한 H9f1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면서 학계， 정책임안부서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전개하게 되었다. 

농업， 농민경제에 관한 논의에는 이른바 신(新) 인민주의자계열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계획수립을 비롯한 일반경제정책에 관한 논의에는 구(舊)벤셰비키 

계열의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하였거니와 이같은 구분션은 정확히 적용되는 것 

은 물론 아니었다. 여하튼 H9f1시기에 허용되었던 이갇은 엘란 지적 분위기야 

말로 H9f1를 혁명이후 소련역사에서 유일하게 주어졌던 “대안(代案)의 시기”로 

1) 1차대전 직전에는 퍼시아의 전체인구 가운데 82.3%가 농촌주민이었고 또 그 대부 

분은 소농민이었다. 1920년대 전체블 통해 이같은 경향은 계속되었다(1929년 소련 
의 전체인구 중 농촌주민의 u] 율은 81. 4%) V.P. Danilov, RuraZ Russia under 
the OZd Regime, (Hutchinson, 1988) 38， 40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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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게 하는 한 중요한 근거플 이루게 된다 2) 

그러나 1929년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위로부터의 농업집단화정책은 H9D의 원 

칙을 정면드로 거부한 것이며 이 정잭으로 인하여 소농경제라는 법주 자체가 

소련사회로부터 사라지게 된다. 스탈란체제의 가동을 알리는 신호였던 농업집 

단화는 곧 중공엽을 중심으로 한 공엽의 초고속성장을 위해 농민층과 농엽부문 

을 수탄하는 정책을 의미하였고， 이 정책은 그후 사펴주의 건션의 중요한 모 

텔로 인식되기에 이르랐다. 그러나 H9D의 지나치게 급격한 폐지와 일방적 공 

업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경제 자체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전 

반의 효과적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 로 작용하게 되 었다. 페 레 스트로이 카시 대 소 

련의 역사재평가작업에서 이려한 20년대말의 이른바 “대전환”이 가장 최초로 

비판의 대상이 된 쟁점들 중의 하나였던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3)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 이래 여러 갈래로 논의 흑은 시도되고 있는 

농업 개혁콘은 죄단화정책의 산물인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만을 더 이상 일방적 

으로 선호하지 않고 개인농，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영형태를 자유롭게 선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구의 창발성을 장려하여 생산성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면에서 H9D기의 정책논의들 

을 상기케 한다. 

본 연구는 H9D기에 경제정책입안분야에서 활동했던 비볼셰비키 전문가 지식 

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의 경제발전계획폰， 농업정책 

폰을 당시의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검로하는 작업이다. 콘드라티예표는 일반적 

으로 자본주의 경기변동폰을 독특한 시각에서 다문 “장기파동"(長期波動)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농민사회주의 

자들의 정당인 사회혁명당의 당원 출신으로 10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엄시청 

부의 마지막 연립내각에서 식량부차관을 역엄하였으며 H9D기에는 소련의 경제 

계획수립논의에 강이 관여하면서 농민경제-농엽경제의 진흥에 큰 관심을 쏟은 

농업경제학자， 경제계획수렵가이기도 하다. 그러한 그는 또한 스딸린파의 최종 

적 승리가 확설해지면서 가장 먼저 제거당하게 련 펠동가 가운데 하나이자， “부 

2) “hpyrJI뻐 CTOJI~ : COBeTCK뻐 CO!03 B 20-c rOJ(bI", 뀐onJ:l얀만긴얀QE깐깐 1988 
참조. 

3) M. Top6aQeß, “OKTH6p’ JI nepeCTpoì\Ka: peßOJI !OIJ;HH nÇ0J\OJIlKaeTCH" 안P멘싼y

젠딴Tι 1987 no. 17, 13~14연， “KoππeKTHBI13aIJ;H5I: YICTOIm, CYll\HOCTb, rrOCJIeJ(

CTBIlH", YICTOPHH CCCP, 1989 no. 3 등용 참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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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층의 옹호자끼 “자본주의적 발전노선의 변호자”로 몰려 가장 철저히 매도당 

한 학자이기도 하다 4) 그러나 스탈린식 경제정책， 농업정책의 문제점이 드라난 

현재， 농민경제의 강화라는 의미에서의 농업육성을 바탕으로 공업발전을 이 룰 

것을 제안하고 있던 콘드라티예프의 경제계획론，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점진적 

농업사회화를 최선의 방안으로 여기고 있던 그의 농엽말전계획콘은 보다 진지 

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스탈린에 대한 대안이(적어도 이 

콘적인 수준에서라도) 존재하였던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 

는 역사연구자들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2. H3I1기 농민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1921년 3월 레닌은 “식량과 원료의 공출의무를 현물세로 대체함에 관한 포고 

령”을 공표함으로써 신경제정책의 도입을 감행하였다. 식량의 강제징수제가 폐 

지되고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이어 은행의 기능강화， 루블화폐의 

태환성보장 등 상품화펴l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속속 취해지게 되었다. 공엽 

부문에서도 채산성의 원칙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5) 이는 전시공산주의체제를 

곧 질제로 공산주의적 이념이 구현된 체제로 파악하고 있던 당내 일부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H9口도엽의 불가피성은 이 

미 러시아혁명자체의 계급적 성격에서부터 초래된 것이었다. 볼셰비키혁명은 

노동자， 헥명적 병사층과 아울러 농민층을 그 성공의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 

었다. 광범한 농민층의 지지가 인민주의정당들로부터 볼셰비키에게로 선회하지 

않았던들 볼셰비키의 정권장악 및 그 유지는 불가능했을 터였다. 그리고 혁명 

과 내란과정에서 농민충이 볼셰비키를 대체로 지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곧 볼셰비키야말로 “봉건적 토지소유의 철폐-농민(로지의 직접경 

작자)총 사이에서 모든 토지를 분배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해 

주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충의 이상은 독렵자영 

농민으로서의 삶이었으며 볼셔l 비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던 농업의 사회화 

4) 후숭하겠지 만 J(OH,'\paTheBIl\HHa, (MOCKB3, 1930)와 DpoTl’B KOH，'\paTbeB띠HHbI 

(Mo.7J o,'\al1 fBap,'\HI1, 1931) 라는 두 판의 논문캡 이 그에 대 한 당시 의 비 판경 향을 
가장 창 보여주는 문헨틀이다. 

5) Richard Lorcnz, Sozialgeschichte der SOtν'jetunion 1, 1917~1945 (Edition Subr
karnp, 1978) 124-12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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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었다. 10월혁 

농업에 관한 일련의 포고령， 법률은 

이같은 농민층의 요구플 디}폭 수용한 결과였다. 모든 토지는 사휘화되었고 봉 

-집단적 농업경영은 그들의 언식의 지평 내에 들어오지 

명 이후 폴셔l 비키정권이 공포한 토지 01 

'" 

건적 예속에서 풀려난 농민들은 이른바 소비기준(가족수) 흑은 노동력기준(노 

따라 촌락벨 • 지방별로 균등-하게 로지릎 분배받아 

농민충은 자신들이 로지사유의 주제가 아넘은 기꺼이 

동력있는 가족성원의 수)에 

이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받아들이되 생산물만은 당연히 갱작자에 속하는 것으로 

반해 전시공산주의 하에서 행해진 농산물의 강제정수는 

이에 여기고 있었다. 

농민층을 실질척으로 

국가의 예속 하에 두는 것이었으으로 농민층의 거센 반발에 

없었다. 따라서 H9디는 어떤 면에서는 전시공산주의로 인해 

푸딪치지 않을 수 

중단되었던 농민혁 

명의 과제를 이어받아 이를 완수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였다. 

독립소생산자로서의 존재를 확보하게 된 H9口기 농민들은 혁명이전 맞 전시공 

산주의 시기에 비해 현저히 자유롭고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며 앞에서 말 

한 대로 농엽생산략수준 또한 빠른 회복세블 보이게 되었다. 토지이용형태(공 

동체적 이용인가 호별이용인가 아니면 집단농장형태의 이용인가)의 선택권은 

농민들 자신에게 주어졌으며 일시척이기는 하나마 토지의 임대차와 농업임노동 

자의 고용(제한된 법위 내에서의)까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6) 그러나 H9口기 

의 농민경제는 이같은 유리한 테두리조건들에 힘업어 번영을 누리는 듯 보이면 

서도 국민경제전체의 사회주의적 재편성이라는 과재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않으 

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점들 또한 던져주고 있었다. 

우선 소비에트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산 

성， 개별성을 특정으로 하는 농민층을 어떻게 계획경제의 통로 안으로 끌어들 

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시기 농민경영은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가족경 

영이자 근로경영이면서 또한 시장관계에 편입되어 있었다. 죽 이 시기 농민들 

은 자가수요만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에서는 이들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웅직인다는것은 필지의 사살이었다. 

시 장은 곧 무 (無)통제 성 (CT I1XI1WHOCTb) 7) 을 득징 으로 하는 경재행위의 장(場) 

6) 이들 문제에 관래서는 앞에서 소개한 다닐로프의 
되리랴 생각한다. 

저사가 가장 흘낌-한 참고문헨이 

7) 의식성， 계꾀성에 대렴되는 개념으로서의 엔 CTHX써HOCTb라는 노어단어는 한국어 

로 옮기기 꽤 까다로운 말 가운데 하나이다t 어떠한 현상이 의식적 계획과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언어냐고 진행띔윤 의미하는 말이므로， 무통제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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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만큼 계획과 시장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대한 쟁점이었다. 2천만 호가 넘는 농가， 1억이 넘는 농민 

을 통제받지 않는 시장의 영향력 아래 놓아둔 채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적부문에 펀업돼 있는 노동자계급과 사적부문에 남아있 

는 농민충의 계급동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돼 있었다. 

곧 이는 소비에트권력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둘째， H9n는 도시와 농촌 간의 직접적 교환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 

러나 실제로 나타난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교환， 곧 농산품과 공산품의 

불균등교환이라는 현상이었다 8) 농산품의 가격수준이 공산품의 가격수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른바 협상가격차(縣狀價格差) 현상 

이 H9n기간 중 계속되었다 9)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품가격수준은 곧 농민층의 

구매력수준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공산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었다. 이른바 상품기근현상 

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충이 가장 크게 필요로하는일상소비재， 

농기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농민충은 공산품시장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는 곧 그들이 공산품구매수단으로서의 현금을 획득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됨을 의미하였다. 사적 농산물시장이 열려 있 

음에 도 불구하고 H9n 후반기 에 국가측이 곡물조달과 관련하여 심 각한 어 려 움 

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는 다시 공업화발전계획의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짜르시대 말기의 급속한 공업화는 농산물수 

출과 외채를 그 주된 재원으로 한 것이었다. H9n 도엽이래 소비에트정권 또한 

국내공엽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활용하고자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서방측 자 

본가들이 소련내 투자를 회피하는 바람에 이 투자유치책은 거의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뭇했고 따라서 공업화를 위한 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내농 

엽부문 밖에 없었다. 그런데 농민들의 농산물판매기펴는 바로 농산물수출감소 

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대외무역을 독점하고 있어 사적 

상인이 직정 외국과 교역할 수 없게 돼 있던 당시 상황 하에서는 일단 국내시 

장에 농산물이 출하되어야 수출 또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상가격차-공산 

연발생성 등의 역어플 사용하기로 한다(이 글에서는 두 역어관 벤갇아 사용하였다) 
8) R. Lorenz, 암의 책 , 126-127변 . 
9) 이 협상가격차현상은 1924년 초에 농산블가격이 인상쟁으로써 극꽉되는 듯이 보였 
A냐 그 후 다시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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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부족-농산물조달의 어려움-공업화재원 확보의 난점이라는 현상들은 이렇듯 

서로 얽혀 있는 것이었다. 

세째， 소농경영의 내적 구조와 그 안정성 여부 자체 또한 H3n기 전체를 통 

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당시 농민경영이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력수준을 특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규모의 영세 

성은 현상적으로만 볼 때는 경작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한 토지이용권이 보장되 

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및 분가의 증가로 연해 농가수가 늘 

어남으로써 경영이 더욱 세분되는 데서 초래된 것이기는 하였다이 그러나 보 

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실상 경영면적의 절대수치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 로지이용방식의 비효율성(경지의 분산， 삼포제)， 낮은 로지생산성 및 노 

동생산성과 직결된 것이었다. 단위면적당 농산물수확고는 H3n가 절정에 달한 

때인 1925'"'-'26년에 가서 1913년의 수준을 휘복하긴 했으나 그 후로는 다시 하 

팍세를 보이고 있었다11) 기술부족， 자본부족은 러시아소농경제가 겪고 있던 

고질적 병폐들이었다. 토지소유제도의 근본적 변화， 이로 인한 수취관계의 본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농경영의 내부상태는 혁명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농민경영이 시장관계에 편입돼 있음에 

따른 농촌내 계급분화라고 하는 문제 또한 다시금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12) 

볼셰비키 좌우파의 대립 및 스달린파의 부상(浮上)， 학계와 경제정책입안부 

서들에서 불붙은 계획논쟁 등의 배경에 깔려 있던 것은 H3n기 소비에트농민경 

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한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소 

농경영의 견실성， 안정성을 옹호하면서 현행농업구조의 존속필요성 흑은 그 점 

진적 개선의 펄요성을 암시하는 논자들이 있었고 그 반대연에서는 사회주의적 

대경영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논자들이 전자를 맹렬히 비판하 

고 있었다. 협상가격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농민경영의 영세성 및 분산성， 낮은 생산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주의 

10) Danilov, 앞의 책 , 240→246띤 참조. 

11) 위의 책 276면 도표 참조. 이 도표에 따르면 1차대전 직전인 1913년의 총수확고는 
7억 6， 500만 팬트너였는데 1926년에 7억 6， 830만 센트너에 달했던 수확고는 1927년 
에는 7익 2， 300만 팬트너블 1929년에는 7억 1 ， 740만 첸프너블 기콕하게 펀다. 단위 
면적당 수확고도 이에 상응하는 추세괄 보이고 있였다. 

12) 이 문제는 농띤충분화와 농엽사회화에 대한 콘드라디예프의 입장을 다룬 절에서 다 
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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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획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들 문제에 대한 대응방 

식이야말로 소련 국민경제의 운멍을 결정짓게 될 터였다. 

3. 콘드라티예프의 친(親)농민적 경제발전계획론 

(1) 콘드라티예프의 경기변동론 

1892년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콘드라티예프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등학교， 농 

업원예학교 등을 거쳐 1911년 페테르부르그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대학시 

절을 통해 경제학， 통계학 등에 칩중척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 13) 이 시기 그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투간 바라노프스키로부터 각별한 학문적 영향을 받 

았던 것3로 알려져 있다. 이와 아울러 그는 아주 이른 청소년시기부터 농업 

맞 농민문제에도 학문적， 현실걱으로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가 1905년 혁명 

의 물결 속에서 불과 13세의 나이로 농민사회주의정당인 〈사회학명당〉에 가입 

하였던 것은 그의 지적， 정치적 관심의 방향을 정작케 해 주는 대단히 흉미로 

운 사실이다. 1915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곧이어 강단， 챔스트보연맹 등에서 

학자， 실무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며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 

나자 인민주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농엽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연맹〉 

(ArpapHa~ Jll1ra)의 일원으로도 참가하여 〈농업문제〉라는 소책자블 간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농민， 농업문제의 해결에 진력하게 된다. 이처럼 그의 학문 

적， 정치적 활동이 인민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까닭에 10월혁 

명 이후， 특히 전시공산주의기간 동안의 볼셰비키의 정책에 대한 그의 입장은 

우호적일 수 없었다. 때운에 그는 다른 인민주의자들과 더불어 볼셰비키정권을 

신랄히 비판하는 논운집의 말간에 참가， 농업문제블 다룬 〈굶주림으로의 길〉이 

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씨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불셰비키정권에 조직적 

으로 대항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충성스려운 반대파로서 대 

학과 연구소에서의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13) 콘드바티예프의 생애에 대해서는 H. MaKaWeBa, “H.끄. J{OH，l\paTbeB-KpaTK싸i 
BI10rpaφ!’뾰CK l1 ì'I OlJepK" M I1pOBaH 3KOHOMl’Ka 11 Me)K,l\yHapO,l\Hbæ OTHOWeHI1H 

(1988, no. 9) 와 N. ]asny, Soviet Ecoηomists 01 the Twenties. (Cambridge, 1972) 
158→ 164면 등을 찬조. 

14) H. J{oH,l\paTbeB, “ flo rryTI1 K rOJl o,l\y", ÖOJlbWeBI1K“ y BJlaCTI1 (MocKBa, 1918) 
246-261면. 그는 이 글에서 전시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식량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일만민주주의의 회복뿐이 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을，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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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는 국민경제경기연구소가 설립되어 판드라티예표가 이플 이끌게 된 

다. 이 연구소는 20년대 그의 활동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 

비를 가지게 펼 터였다. 콘드라티예표는 이 연구소에서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 분야에 결친 많은 단행본， 논문들을 집필하는 한펀 

기관지인 〈경기연구소 경제회보〉의 말간을 주도하고 또한 많은 통계자료집을 

편찬하게 된다. 콘드라티예프에게 있어서 자본주의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는 물 

릎 그 자체로서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 못지 않게 

강력한 연구동기를 이루었던 것은 신생소비에트국가의 국민경제발전전략 수립 

은 세계시장경제의 동향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의 

확신이었다. 1926년에 발표된 〈경기의 대주기〉는 그의 이름을 경제학사에 남게 

하는 계기가 되었거니와 이 논문의 핵심적 명제는 이미 1921년에 발표된 단행 

본 〈전시(戰時) 및 전후(戰後)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변동〉 및 그 외의 여러 논 

문들에서 이마 개략적우로 제시되어 있었다.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에 관한 흔드 

라티 예 프의 이 본을 아주 간단히 소개 하면 다읍과 같다. 

@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 경기변동을 특정부로 하며， 파상(波狀)드로 진행 

되는 이 경기변동주기에는 쥐글라주기로 이마 널리 알려져 있는 7"'-"11년에 결 

천 주기만이 아니라 약 50년 (54년)에 걸치는대주기(장기파동) 또한포함된다 15) 

이들 경기주기는 각기 상승， 위기 및 하강국면을 가진다. 상승기에는 금리， 상 

품의 가격， 유가증권의 가격， 임금이 인상되고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소비자들 

의 상품구매력이 향상되며 농엽경기가 상승한다. 하강기에는 반대되는 현상들 

이 일어난다. 이같은 주기직 변동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세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구체적 양상은 물본 다를 수 있 

다.삐 

@ 경기주기의 교체는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자본 및 축적되고 

있는 자본의 근본적 재분배과정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것이며 산업의 심층적 개 

15) Nikolai Kondratieff, The Long Wave Cycle, tr. by Guy Daniels (Richardson 
& Snyder, 1984) 27-29면. 콘드과티예프는 이들 중 • 장기 파동외에 3， 5년에 결치 

는 최단기파동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책， 29연. 

16) N.D. Kondratieff, “ Die langen Wellen der Konjunktur", Die langen Welleη 

der Koηjunktur. Beiträge zur Marxistischen Koηjuηktur.uηd Krisentheorie(1972) 
150먼. 이 독엘어판 논문은 콘드파티예프가 1926년에 딸표한 50JIbWμe l.I,l1KJIbl 
KOH61OHKTypbl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주 15) 에서 소개한 문헌은 이 노어원 

문의 영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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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과 기술혁명 및 생산력의 변화를 동반한다 17) 

@ 대주기의 변화가 기술변화， 전쟁과 혁명， 새로운 국가의 세계시장펀엽， 

금(金)채굴량의 변동 등 우연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 

람도 있￡나(예를 들어 트로츠키처럼) 이는 그렇지 않다. 우연적， 외부적으로 

보이는 위의 요인들도 실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곧 자본주의경제의 경기변동의 대주기는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원인에 따라 

말생한다 18) 

@) 19201건대초 (1920"'21년)의 위기를 근거로 하여 세계자본주의가 전면적 몰 

락기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1920년대초에 시작된 위기는 

역사상의 다른 자본주의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과잉생산의 위기에 해당 

한다 19) 대주기의 하락국면은 24"'25년에 걸치묘로 1920년대를 경과하는 동안 

소주기 내에서의 부분적 상승은 목격펄 수 있을 것이나 대주기의 과정으로서의 

하락국면 자체가 이 기간 중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펀 상 

대적 과잉생산￡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강력하고 기업가적인 

정신 속에 내포된 긍정적인 면에 대한 대가로 사회가 치료는 불가피한 고통이 

라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 세계자본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주기상의 하 

락국연을 겪은 다음 기술혁신을 수만하는 새로운 대주기의 상승국면으로 늘어 

설 것이다이 

콘드라티예포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되 마록크스의 방법론이 지극 

히 유용하며 학운적 으로 생 산적 이 라 여 기 고 있다고 스스로플 소개 하였다 21) 그 

는 마르크스주의의 경기변동흔을 말전시키면서 결국 1920년대 말의 세계경제의 

대공황을 간접적으로 예언했던 셈이다. 그렇다연 이같은 경기변동의 대주기흔 

은 소련경제의 장기적 말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무 

엇보다도 그는 당시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최종적 볼략을 알리는 위기는 아니라 

17) H. ,U. KOH.l\paTbeB, 민밴9맹한젠맺딘bI낀 p밴얀 낀 Il<òP~I1탠맨BbI밴III만P견젠e맨만9 
3KCI10pTa (MocKBa, 1923) 10면 . 

18) N.D. Kondratieff, “Die langen Wellen der Konjunktur", 위 의 논운 153-159띤 . 
19) H. ,U. KOH.l\paTbeB, 민깐쁘핸르→앤온뻔깐만관은댄전쁘틴쁘핸'I)Tl~한걷으B얀샌프프뀐OC펀 

BOHHbI (BoJlor .l\a, 1922) 209면 . 
20) 위의 책， 254면. 
21) Nikolai Kondratieff, “ Strittige Fragen der Weltwirtschaft und der Krise (Ant

wort an unsere Kritiker", V. Hedtke, Stalin oder Koηdratieff. Endspiel oder 
lnnovation? (Berlin, 1990) 159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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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잠재력， 생존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혁명 

적 모험주의로 빠져드는 오류를 멈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볼셰비키 혁 

명 이후 20년대초의 국제 노동운동은 물질적 전제조건은 무시한 채 헥명적 의 

지만을 전능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들어 있었으며 22) 일부 볼셰비키 

또한 이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의 

한 특정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국민경제전체의 역동적 발전 

에 따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년어가게 펠 것임을 언정하고 있었다 23) 그러 

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될 지에 대해서는 그로서는 알수 없었다. 

1920년대가 그 시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세계경제가 

존속하는 한 그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펀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다시 말해 그는 소련이 사회주의정권을 가지고는 있되 세계시장경제의 일원으 

로 참여하면서 장기적 말잔계획을 수립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소련의 공임화(이는 당연한 목표이다)는 농산물의 수출에 의한 재원확보를 통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세 

계시장의 동향을 분식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찬가피한 정책이었다. 예컨대 세계농산물시장의 장기동향을 분석할 때 소련의 

곡물， 벼터， 제란， 목재 등은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품목들이라고 판단되고 있 

었다 24) 

그려나 콘드라티예폭가 마르크스주의자-볼셰바키가 아니었다는사실 때문에， 

1920년대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의 명제는 그가 

일찍부터 일부 블셰비키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옹호자”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었다. 그의 〈전시 및 전후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변동〉이 출판된 후 그에 

게 특히 가장 격렬한 B1 판을 가한 것은 오신스키였다 25) 오신스키의 평가에 따 

르떤 콘드라티예표는 자본주의가 복합적 위기를 견다지 옷하고 죽음으로 끝나 

리라는 사실을 인식치 옷한 채 자본주의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인물이 

22) V. Hedtke, 위 의 책 , 91-101면 참조. 

23) N. Kondratieff, “ Strittige Fragen der Weltwirtschaft und der Krise", 138， 140면 . 
24) JI. IlH5lllIeBa, “ TH lKeJIaH KOJleCmlI.\a I1CTOpnl1 npoexaJla no HaweMy nOKOJle

HI1IO"''', ,llpY)K6a HapO .l\OB, 1988 no. 7, 188연 참조. 파 야셰 바의 이 글은 콘드 

라티예프에 관한 수상인데， 본문에서 언급한 유망한 수출품목에 관한 내용은 콘드 
라티예프의 pl 출판 보고문 가운데 포함펀 것이다. 

25) H. OCI1HCKI1끼， “ M l1 pOBOe X03H끼CTBO B Ol.\eHKe HaW I1X 3KOHOMI1CTOB", KpacHaH 
HOBb, 1923 D'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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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61 이에 맞서 콘드라티예표는 드로츠기 또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몰락여부 

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같은 

이야기라도 당원학자， 당이론가가 하면 81 판받지 않고 비볼셰비키가 하면 비판 

반아야 되는 것얀지 의아스러워하였다 271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당시 일부 

볼셰비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보다는 “누가 말하는가”가 문제되었다. 이처 

따라 렴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따라 흑은 특정한 정치적 집단에의 소속여부에 

학문적 작엽을 평가하는 경향은 〈전시 및 전후의 세계경제 및 그 경기법동〉 출 

판 당시에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반혁명세랙의 도전으로 인한 내란의 참화 

를 갓 빠져나온 소비에트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 

였다. 어쨌든 콘드라티예프는 20년대초부터 이마 쏟아진 그같은 비판에도 불구 

하고 자본주의경기의 장기파동에 관한 연구 맞 세계시장의 동향분석이라는 작 

엽을 계속해 갔다. 그것은 일단 그같은 작엽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차원으로까 

지 옮아가 심각한 위햄을 초래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H3n가 미래플 가진 정책이라는 데 대한 확신과도 몽하 

는 것이었을 것이다. 

(2) 콘드라티예프의 겸제발전계획론 

H3n의 도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척 계획경제의 싶현을 위한 작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야심찬 전기화계획 (r09p끼OnJlaH) 은 1920년에 이미 9차 

볼셰바키 당대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 셰부적인 내용을 물러싸고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으며 1921년 2월에는 국가계획위원회 (rOCnJlaH, 아래에서는 고스플란 

으로 칭한다)가 섣치되어 국민경제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경제에 관한 제 

반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콘드라티예프는 농업경제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 1923년부터 러시아공화 

국 (PCφCP) 농엽 인민 위 원 회 (HapKOM3eM) 산하의 농업 계 획 위 원 회 (3eMnJlaH, 아 

발전계획안의 작성을 

주도하는 한편 국민경제전체의 발전계획안작성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찬여하 

였다. 비록 고스플란이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엽무플 총판하는 엽장에 었기는 

농엽(및 임엽)부문의 래에서는 챔플란이라 칭한다)에서 

하였으나 쟁 플란의 작엽 참가차들은 상당한 독립 성 을 까지고 별도로 작엽을 진 

26) 위 의 논문， 217면 . 

27) Kondra tieff, “ Strittige F ra.gen der Weltwirtschaft und ècr Krise" ‘ 169-172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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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1924년에는 콘드라티예프가 인민사회주의당 출신의 농업경제학자인 

요가노프스키와 공동으로 펀찬한 〈소련 농업발전전망〉이 캠플란작업총서 제 1 

권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블 수정 • 보완한 〈농업 및 임업발전전망 

계획의 기본〉이 역시 발간되었다. 1925년 7월에는 고스플란 전체회의에서 챔플 

란을 대표한 콘드라티예표가 바로 이 7월판 계획안을 요약말표하였다 28) 챔플 

란측의 공식계획안이었던 이 〈농엽 및 임업발전전망계획의 기본〉은 고스플란측 

의 5개년계획안에 대비되어 이후 〈콘드라티예프의 5개년계획안〉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29) 콘드라티예프의 구상은 어떤 점에서 고스플란측의 안과 가장 

두드라진 차이블 보였을까? 

당시 소련의 경제계획논의에서는 방법폰과 관련하여 크게 두 조류가 대렵하 

고 있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의 사회공학적 측면， 곧 당의 정책 

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고도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 

이룰 달성할 것을 역설하는 논자을(이릎바 목적론자들)이 대표하고 있었고 다 

른 부류의 논자들은 경제현상에는 인간의 의지， 정책만으로 좌우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발전논리가 있으묘로 경제계획작성작업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를 바탕으 

로 하면서 의식적 노력을 가마해야 된다는 견해플 내세우고 있었다(이른바 발 

생콘자들) . 30) 볼셰비키 당내에서도 계획방법폰을 둘러싼 견해는 크게 양분되었 

으되 대체로 좌파는 첫번째 조류블 대표하고 있었고 우파는 후자에 기울어지 

고 있었다. 따라서 부하린같은 인물은 초기에는 프레오브라젠스키와 함께 첫번 

째 조류를 대표하다가 정치적 입장이 우파로 선회함과 더불어 발생흔적 방법흔 

을 옹호하게 된 경우였다. 콘드라티예프는 계획방법폰논쟁에서 초지일관 “사회 

공학으로서의 경제계획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가 볼셰비키당원 

경제학자인 스트루밀란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1927년에 작성한 〈국띤경 

제발전계획에 대한 비판적 소고〉는 계획방법론에 관한 콘드라티예표의 대표적 

28) H. ll.. KOHαpaTbeB， “OCHOBbI nepcneKTHBHoro nJlaHa pa3BllTμ51 CeJlbCKOrO 11 
J1eCHorO X03HHcTBa", DYT11 CeJlbCKOrO X03H히CTBa ， 1925 no. 7, 186-214연 . 

29) H. MaKameBa , 위 의 글， 61면 . 
30) “말생론적 방법”과 “목적론적 방법”이라는 용어법은 엔셰비키출신 경제학자였던 바 

자로프에 의 해 처 음으로 적 용되 었 다고 한다. KOH,llpaTbeB, “ DJlaH 11 npe ,llBll,lleHHe", 
TIYTH CeJlbCKOrO X03HHcTBa, 1927. no. 2, 8면 각주 창조. 미 국학자 스펄 버 는 이 
후 조류플 대 표하는 인 풀플에 대 해 determinists와 voluntarists이 라는 표현 법 을 각 
각 적 용하고 있 다. N. Spulber, Sovie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B1ooming
ton, 1964) 29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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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 가운데 하나이 다 31) 고스플란의 5개 년계 획 안작성 (1926/27년에 서 1930/31 

년까지에 대한)을 주도한 인물이자 이 계획안의 제안설명자였던 스트루밀렌은 

계획을 건축에， 계획작성자플 건축가에 비유하면서 건축가에 따라 건물이 달라 

지듯 계획에 따라 경제가 달과진다고 하는 표현으로써 의식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32) 이는 구체적으로는 가능한 한 급속하게 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논의로 집약되었다. 이에 따라 고스플란측의 계획안에서는 공엽에 최우 

선순위가 주어져 5개년에 걸친 각 부문별 성장목표안(案)에서 농업부문의 성장 

율은 공업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33) 즉 스투루밀련은 공 

업발전의 속도는 바로 꽁업자체의 성장속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여기고 농 

업발전계획은 공엽발전계획에 종속된 위치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측 투자액 또한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젝정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고스플 

란측 5개년 계획안에셔 농업부문에 대한 5개년간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6.8% 

로 책정되었다) 34) 농업의 생산성이 공업생산성보다 휠씬 낮기 때운에 농업에의 

투자는 그만큼 럴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콘도라티예표는 이같은 고스플란측 입장에 대해， 재료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 

아도 되는 건츄기술자와는 달리 국민경제건섣계획에서는 건축재료자체플 검토 

해야 된다는 말로써 반콘을 가하였다 35) 고스플란측이 건축재료， 곰 이미 주어 

져 있거나 앞으로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본축적분에 대한 고려없이 급속 

한 공업화안을 작성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콘드라티예표가 보기에는 국민의 복 

지수준을 낮추고 국민경제자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콘투라 

티예프는 임박한 시기의 국민경제발전의 기본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목표 

31) H.끄. KOH ,llpaTbeB, “KpμTH‘JeCKμe 3aMeTKH 0 TIJ\aHC pa3BHTHH HapO ,llHOI‘ 0 
X03H회CTBa"， rlJ\aHoBoe X03H낀CTBO， 1927, no. 4. 

32) 5.G. Strumilin, “ Perspective Guide Lines For 1926/27"-'1920/31" FoundatÎons 
0/ Soviet Strategy. Selected 50γiet Essays, 1921~1930 ed. by Nicolas 5pulber 
(Bloomington, 1964) 426-427면 . 

33) 고스플란의 계획 안에 따프면 1926/27년에서 1931/32년에 이 르는 5년동안 공엽부문 
의 총생산 증가윤은 69.3%로， 농엽부문의 그것은 24.1%로 책정펴어 있었￡역 노 

동계급의 꽉지수준향상융은 50%로， 농엽종사주민의 그것은 30%로 책정되어 있있 
다. KOH ,llpaTbCB, “Kp I1Tl1'leCKHe 3aMCTKH 0 TI J\aHe pa3BI11‘ HH HapO ,llHOrO X03H찌
CTBa", 7면. 

34) 위의 논문， 8면. 

35) 위의 논운， 4-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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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 공엽과 농엽， 도시와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성장계획을 짜고 또 이블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 

였다 36) 국민경제전체에 결쳐 축적과 투자， 수출엽프로그램융 보장해 주고 공 

업화를 가능케 하며 농업과영인구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이야 

말로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이었다 37) 

그렇다면 관드라티예표 자신의 농업말전계획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었던가? 그는 농업부문에 관한 한 계획작성의 두 걸 가운데 목적콘적 방법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되 발생흔적 망법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었 

다 38) 려시아 농엽은 개별분산적 특정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계획의 적용이 

어렵다고 여걱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엽부문의 발전계획은 과거의 농엽발전 

경향을 추적하여 자연발생적 (CTI1X“찌m뼈) 경향의 특수성을 밝힌 후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간의 합목척적 노력이라는 요소를 이에 추가하는 형태로 이 

루어져야 될 터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콘드라티예표는 혁명이전부터 H9口에 이 

르기까지의 농엽발전경향을 우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舊)퍼시아 및 

소비에트러시아의 농엽은 다음과 같은 발전경향플 경험하였다 39) 

@전쟁 전: 

@ 농엽생산의 양적 증가， 생산성의 향상 

@ 생 산물가격 의 상승， 축산의 증가， 기 출작물재 배 의 증가， 농산불상품화 

의 증대， 대지주경영이 농민경영에 밀려남 

@ 농띤경제의 성장과 함께 농민충분화도 진행 

(2) 노동집약적 농경이 지배적이어서 자본투자는 미마함(이는 플라한 조세 

정책 때문임) 

@ 혁명 직후 : 농엽사정에 이중의 변화가 초래됨 

G) 봉건작 토지소유제도의 철펴l 로 농엽딴전을 가로막던 요소들(제도적 요 

인들)이 제거됨 

@ 그런 한펀으로는 농엽의 일시적 쇠퇴현상도 목격됨 (농엽경영의 영세화， 

하향평준화， 파종면적의 감소， 축산 벚 시장성높은 작불재배의 감소， 농 

36) 위의 논문， 1연. 

37) 위의 논문， 27면. 
38) KOH.l\paTbeB, “ OCHOBbl lIepClIeKTllBHOíO 1IJ1 31ia p33BI1T1U1 CeJlbCKOrO H J1eCHOro 

X0351퍼CTBa"， 187-188면 . 
39) 위 의 끌， 188-192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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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의 상품성 감소) 

@ H9D시기 : 농업부흉이 시작됨. 그러나 이 시기의 농업 또한 문제점을 안 

고 있음. 농엽노동녁에 비해 자본투자가 낮은 현상은 러시아농업의 득징이 

거니와 이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과잉인구사정 또한 악화되었음. 

이같은 말전경향을 분석한 후 콘드라티예프는 농업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과 

제는 생산력발전이라 규정하였다 40) 스트루밀련은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콘드라티예프에 따르띤 이는 공업발전을 위해서 

도 필수작으로 이루어져야 펠 일이었다. 왜냐하면 농업은 공업원료의 공급원이 

며 농촌은 공산품의 판매시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콘드라티예프에 따르 

면 당시 소련의 사정 하에서는 농업의 생산력증대는 공업부문의 자본축적， 생 

산수단공급을 위해서도 펄수적인 과제였다. 즉 공업화는 농업생산을 증대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업생산도구， 생산수단을 수입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레난이 1921년에 (H9D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걸이라고 콘드라티 

예프는 파악하고 있었다 41) 국민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한 자본축적기반의 확보 

는 우선 농업부문에서 이루이져야 하며 농민경영의 상품성증대， 사회적 생산에 

의 펀입강화가 바로 그 방법이다. 이플 위해서는 일반경제정책， 농업경제정책 

면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일반경제정책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원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농산물의 가격수준， 농 • 공산물의 

가격관계이다 42)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공산품의 상품기근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다릅아닌 농 • 공산품간의 협상가격차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농민층 

의 낮은 구매력에 있었다. 농산물의 가격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현상은 공업을 위해서도 농업을 위해서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 

냐 하면 농산물의 현금구매력이 낮을수록 농민층은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꺼리 

게 되고 현물로써 축적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히 

시장성이 높은 기술작물의 재배감소를 초래하고 저장성이 보다 높은 곡물류재 

배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요게 된다. 그러나 곡물류의 재배규모에도 적정한계 

가 있으묘로 농민들은 자연히 전체농산물재배 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40) 위의 글， 192면. 

41) 위의 글， 193면. 
42) 위 의 글， 201-20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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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쩌) 그런 한펀， 농산품의 가격 수준과 공산품시 장의 용량은 서 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논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콘드라티예표 

가 보기에는 상대작으로 낮은 농산물가격수준은 공산품의 시장용량 자체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랙을 미치고 있었다 441 따라서 콘드라티예프는 농 

촌인구의 높은 구매력을 보장해 주는 것， 곧 농 • 공산품의 가격을 내려되 공 

산품의 가격을 보다 대폭 내리는 것이야말로 협상가격차 공산품기근을 둘러 

싼 인쇄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취해져야 될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둘째， 콘드라티예프는 농산물수출의 최대한 확대플 역설하는 한편， 공엽제품 

전반， 득히 농기계， 농엽생산수단의 수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조치의 실시에는 

반대하였다 45) 아울러 그는 국가의 대외무역독캠권을 해제할 것도 요구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을 올리는 요인인 번잡한 통 

상기 구 응을 과감히 합리 화하고 수출농산물의 운송비 블 경 감해 주며 저 장창고 

플 늘려주는 조치도 펄요하다고 콘드라티예프는 제안하고 있었다 461 

셋째，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농엽의 산업화 또한 농업의 축적기반확보플 

위해 취해져야 될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농촌에 유리한 신용정책 및 조세정책 

도 물콘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471 

이같은 일반경제정책상의 조치들과 함께， 농엽정책 자체로는 로지이용의 합 

리적 조직， 각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경영형태의 장려， 생산수단의 조직화， 기 

숭개량， 관개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콘드라티예도는 판단하고 있었다 481 

이같은 제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스플란의 5개년계획안과 견주어 볼 때 콘 

43) H. J{oH.llpaTblB, “HaTypa끼bHoe HaKOnJIeHl1e B KpeCTb5lHCKOM X0351니CTBe 11 

pa3BlITI1e HnpO.llHOrO X0351찌CTBa" ， φI1HaHCbl 11 HapO.llHoe X0351찌CTBO， 1926, no. 

7, 6-7면. 
44) H. )],. J{oH.llpaTbeB, “J{ Bonpocy 0 BJI I151HlIlI ypOBHIO u.eH CeJIbCKO-X0351끼CTBeHHblX 

TOBapOB 11 ero 1I3MeHeHI151 Ha o6r.u.y lO eMKOCTb pblHKa TOBapoB I1H .llyCTpllnJI바IOH 

npOMbIlIIJIeHHOCTlI" Cou.l1aJIlICTlIQeCKoe X03HHCTBO, 1924, no. 1, J{oH.llpaTbeB, 
“EMKOCTh .llepeBeHcKoro pblHKa cþa6puKaToB B 1923~24 r." Cou.uaJIUCTJlQeCKoe 

X03HHCTBO, 1924, no. 3 등 참조. 

45) J{oH.llpaTbeB, “OCHOBbl nepCneKTJlBHOrO nJIaHa pn3BJlTI1H CeJlbCKOrO 11 J1eCHOrO 

X03H니CTBa"， 202면 . 
46) 걷은 곳 벚 OCHOBbl nepCneKTJlBHOrO n Jl3H3 pa3BlIT JlH CeJl bCKOrO U. JIeCHOrO 

X03HHCTBa (~ocKBa ， 1924)(단랭 본) 51띤 등. 
47) J{OH.llp3TbeB “ OCHOBbl nepcneKTlIBHoro nJIaHa pa3BUTll5l CeJl hCKOrO 11 JIeCHOrO 

X03H찌CTBa"(보고문) 203→204연 . 

48) 위 의 골 204-207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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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티예프의 구상은 국가가 농엽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 

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농업과 공엽이 동시에 같은 속 

도로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엽의 비중을 

높일 펄요가 있음을 적극 인정하고 있었다 49) 뿐만 아니라 그는 농업의 발전속 

도자체를 그리 높이 섣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농업 및 임엽말전망계획의 

기본〉에서， 발생론적 성걱에 엽각해 휩r 때 5년 안에 농업을 완전혀 재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언명하면서 이 계획안은 국가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혁명적 작용 

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50) 이는 생산성향상윤 위한 자 

본투자와 관련해서도， 토지이용-형태 및 경영형태의 재편성과 관련해서도 다 작 

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스플란의 계획안이 장기간에 결쳐 연도 

별로 각 부문의 성장목표를 구체적연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콘드라티예 

프는 계획안작성에서 그같은 수치의 제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려 하였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 

이 그의 견해였다 51) 이는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와 같은 무통제성에 굴복하 

는 태도블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콘드라티예 

프는 농엽부문에 관한 한 농민경제의 자말성，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의식적 활동을 통하여 이를 계획경제의 테두려 내로 이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음 

을 분명 인정하고 있었다.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실천의 중요성이야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다만 이 때의 계획이라는 것은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일 

종의 방향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이 계획만능 

론자들과의 차이었던 것이다 52) 그는 달성해야 될 지상목표로서의 연간성장률 

을 일일이 수치로 제시하는 대신 각 부문(경작， 축산， 임업)별， 각 지역별 특 

정들을 구체적으로 고찰， 분석하면서 가장 유망한 물목의 개발을 장려하고 가 

장 절설한 작업의 펄요성을 환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콘드라티예프 자신이 주 

력해 온 과거농엽발전의 동향 및 세계농산물시장의 동향분석을 통한 미래의 경 

49) KOH)(paTbeB, “DepcneKTHBHhI따 n JlaH pa3BHT“H CeJIhCKOrO H JIeCHOrO X03H외CTBa" 
IIyTH CeJIhCKOrO X03H찌CTBa， 1926, no. 3, 124면. 

50) KOH)(paTheB, “OCHOBhl nepcneKTHBHoro nJIaHa pa3B따꺼H CeJl hCKOrO H J1eCHOrO 

X03H낀CTBa"(보고문) 188면. 

51) KOH)(paTheB, “DJIaH H npe껴BH)(eHHe"， 30-35띤. 다만 단기적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구체적 수치의 제시도 유용하다고 콘드라티예프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위의 길 

35면. 
52) 위의 글， 3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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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예견”이란 형태로 나다난 것이었다 5:l) 

자발성과 지도(指導)의 조화，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의 기반마련-이러한 것 

이 곤드라다예표가 국민경재띤전거l 팩， 그 중에시도 득펴 농엽말전계획의 기본 

노선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같은 노선은 사실 H9fl도입 이후 대략 1927년까 

지의 정책의 기조를 찰 명문화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정 

도의 영향랙을 가지던 콘드과티예프의 노선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볼셰비 

키 당의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벤화플 겪게 되는 시정부터이다. 

(3) 농민층분화와 농업사회화방안에 대한 콘드라티예프의 입장 

H9口기는 앞에서 이 야기한 대로 소농경제블 바탕으로 하여 생산력의 회복을 

꾀하는 시기인 동시에 사펴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서로 충몰하는 듯이 보일 때도 척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심각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곤 하였다. 농엽생산력이 

1차대전발발이전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폐복하면서부터， 봉셰비키정부가 취하고 

있던 개별경영에 대한 양보조치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된 쟁점 가운 

데 하나는 농민층의 분화문제 였다. 

10월학명 이후 취해진 토지국유화정책으로 인하여 토지의 매매， 저당， 양도， 

상속 등 로지의 자유거래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라는 생산수단 

의 사적 소유를 통한 경영의 확대는 저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이외의 생산 

수단， 예컨대 농기구， 건물， 농산물가공시섣， 현금， 가축， 종자 등등은 여전히 

개별농가의 수중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조건 하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농민들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의 분화가 나타 

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더욱이 토지의 임대차， 농업엄노동자의 고용을 허용 

하는 조치까지 취해졌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부농층의 성장을 다시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언급한대로 

경영의 분산화， 영세화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과연 자본주의사 

회에서의 농민층분화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시장은 곧 자본주의 

적 분화경향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시장의 존재 하에서도 다른 킬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볼셰비키 당내에서 농민층분화를 둘러싼 좌우파의 대립이 심화되었던 데 이 

53) 예견과 지시의 조회 문제에 관해서는 뛰의 균， 11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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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27년에는 농업경제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한 대논쟁이 벨어지게 되 

었다. 여기에서 차야노표 등 가족경영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농민충의 게급적 

분화현상을 부인하고 생물학적 요인(가족구성의 변화)에 의한 소농경영의 순판 

적 분화현상만을 인정한 데 반해 크리즈만을 펄두로 하는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농업경제학자들은 농민충 내에서의 분화를 자본주의적 계급분화로 파악하고 부 

농층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었다 54) 

큰드라티예프는 그가 아직 사회혁명당 당원이던 1917년에 집펄한 〈농업문제〉 

에서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업사회주의자로서의 태도플 보이고 있었다 55) 그 

는 사회혁명당의 강령이었던 토지사회화플 로지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재시 

하면서 노동력기준 흑은 소비기준에 따른 균등한 토지분배블 요구하였다 56) 즉 

그는 모든 토지는 전인민의 자산이 되어야 하며(국가의 로지소유권도 안정되어 

서는 안될 터였다) 로지에 대한 이용권은 토차에서의 노동과 결부되어서만 주 

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농가별 노동력기준이나 소비기준을 상회 

하는 토지는 개별농가에 허용되지 않고 공공자치기구의 관할 아래 넘어가야 한 

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56-a) 농업임노동자의 고용은 따라서 허용될 수 없을 

터였다 57) 왜냐하면 임노동의 고용은 곧 자본주의적 경영과 동일시되었기 때문 

이다. 이처럼 혁명의 열기 속에서 콘드라티예프는 대단히 엄격한 반(反)자본주 

의적， 평등주의적 근로농민경영폰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소책자에서는 분화문 

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위에서 진술된 원착틀만을 고려폐 보더 

라도 농민총의 계급적 분화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였다. 

그러나 H9TI기를 거치는 동안 생산릭의 발전을 농업발전계획의 으뜸가는 목 

표로 섣정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끈드라티예프의 어조는 상당한 변화플 

겪게 된다. 그가 1925년 유램 • 미국여행에사 돌아온 후 발표한 한 보고문에서 

51) Susan Gross Solomon, The Soviet Agrarian Debate. (Wcstvicw Press, 1977) 
115-125면 참조. 

55) H. ,U. KOH,l\paTbeB, ArpaPHblH Bonpoc: 0 3eMJle If 3CMeJl bHblX nopH ,l\Kax (MOCK
Ba, 1917). 

56) 그러나 그는 이 두 기준 중에서도 새로운 포지분배의 기준을 이루는 것은 소비기준 
이어야 되리라 생각하였다. 위의 책， 35면. 

56-a) 위의 책， 36면. 

57) 다만 국기， 젠스트보， 도시， 협동조합이 농엽을 경영하는 경우나 식구는 많되 노동 
력이 부족한 농가에 한해서 엄노동의 고용이 예외적무로 허용될 수 있￡리라고 콘 

드라티예프는 생각하였다. 위의 책， 3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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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형 파머 (farmer) 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었다 58) 나아가 

그는 1927년 농민층분화논쟁에 참여하면서 〈농촌분화둔제에 관하여〉라는 논문 

을 발표하여 자신의 입장을 한층 멍백히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핵명 잔과 꽉 

명 후의 농촌에서의 분화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플 내리고 있다. 

지역적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혁명 전에는 전반적으로 명백한 농민층의 양극 

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장화펴l 경제의 말전이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였 

다 58-a) 그런데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 핵 r녕 전의 이갇은 분화는 생산략의 발전 

을 촉진하는 긍정적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 및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축적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상품생산의 성격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펴적 의미에서는 이 분화과정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는 하였으나 생산력말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묘로 주민들 득 

히 하층민에게도 이로운 과정이었으며， 가부장제적 농업상태에 1'11 해 역사작으 

로 불가피하고 펠연작이며 진보적인 과정이었다 59) 콘드라티예폭가 보기에는 이 

에 반해 혁명 푸 H:::m기의 농촌에서의 분화과정은 g곽병전에 비해 훨씬 더 복잡 

하면서 또한 훨씬 델 현저하였다. 우선 농촌의 과영 인구가 경 영의 영세화를 초 

래하면서 분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특히 중부흑로대 지방에 

서) , 국가의 정책 또한 짜르정부의 분화장려책과는 정반대로 분화를 저지하여 

최상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60) 물본 이 

정책 덕분에 최하층의 1'11 율이 감소하었고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또한 향상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61) 그라나 상층일수록(다시 말해 경영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고 축적기회가 높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경영의 영세화， 하향평준 

화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 소련농촌의 현실은 국띤경제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결 

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62) H90기 소비에트권력의 정치적 

기반은 노동자와 농민， 특히 중:농층의 계급동맹 (CMbl년Ka)으로 파악되고 있었 

58) JI. TII써weBa， “T5DKeJJa 51 1{0.ijeCHHl~a IlCTOpμμ rrpoexaJ\a rro HaweMy rrOKOJ\e' 
HIl!O"''', 187면 참조. 

58-a) H. )],. KOH,QpaTbeB, “K Borrpocy 0 ，Q1lφepeHl~lla ll， 11ll ,QepeBHIl", TIyT Il ceJ\bCKoro 
X0351따CTBa， 1927, no. 5. 126， 129면 . 

59) 위의 달， 131띤. 
60) 위의 긍， 135연. 
61) 위 의 글， 133, 135띤 . 
62) 위의 글， 138면. 
63) OCHOBHbIe Ha 'laJ\a 3eMJ\erroJ\ b3oBaHIl51 11 3eMJ\eyCTpOHCTBa. C60pHIlK crare디， 

,QOKJ\a,QOB 11 MarepJlaπOB (MocKBa, 1927)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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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콘드라다예프에 따르면 랄라키와 중농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 

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63) 그 구분은 정책에 의해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예컨대 마국 농촌에서는 쿨라키， 중농， 만농 등의 개념이 거의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쿨라키라는 개념 자체가 인위적으로 도입 

된 것인 한 토지 및 농업관계 입법이 “현존하는 흑은 가상(假想)으로만 존재하 

는 쿨라키에 대한 우려움”때문에 영향받아 경영능력이 가장 뛰어난 농민층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 G4) 1927년에 토지볍의 재청 

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에서 그는 경영의 영세화플 막기 위한 조치로， 포질을 

개량했다가 농업경영을 포기하고 떠나는 농민을에 대해 토질개량에 투입펀 비 

용만큼을 보상해 줄 것， 근로경영농가에 대해 토지의 임대차， 임노동의 고용 

등을 방안으로 명문화해서 보장히1 줄 것 등을 요청하게 된다 65) 

이같은 논의를 놓고 볼 때 오랜 기간 사회혁명당원이었먼 콘드라티예프가 스 

폴리펀적 농업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전환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농업사회주의자 콘드라다예프가 콜라키자본주의의 찬미자로 바렌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17년 〈농업문제〉 집펼당시에도 이미 콘드라티예표는 소 

경영보다 대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경영은 소경영에 비해 

단위면적당 관리비용， 농기구， 역축소요량이 훨씬 적게 들고 분업화를 통해 노 

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 영농방법의 이용， 최신 농업용생산 

도구 도입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66) 체료늬셰프스키이래 경영의 대규모 

화라는 구상이 인민주의 내의 한 강력한 초류를 형성해 왔음을 생각할 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대경영에는 두가 

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적 대경영이고 다른 하냐는 근로경영적 대경 

영이다 67) 농업사회주의자 콘드라티예프가 택할 수 있는 대경영은 어떤 것인 

가? 말할 나위도 없이 근로경영적 대경영， 곧 소근로경영들의 연합체로서의 대 

경영이다. 그것은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 펀 

입된 농민경영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 

련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68) 국가의 경제정책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64) 같은 곳. 
65) 위의 책， 181 ， 182변. 

66) KOH.lIpaTbeB, ArpapHbl낀 Bonpoc, 49띤 . 
67) 위의 책， 48면. 
68) H.L(. KOH.lIpaTbeB, TIpOIJ3BO.llCTBO II C6bIT MaCJII꺼HblX ceMHH (MocKBa,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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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즉 국가의 경제정책은 일상적 경제생활로부터 떨어진 

추상적인 것， 단순히 공볍적인 성격의 것으로 그칠 위험을 가지고 있는 데 반 

해 주민들 자신의 자율적 연합체인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경영대중 

의 욕구， 그들의 이해관계플 대변하고 실현해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69) 이같은 협동조합의 최고형태는 콘드라티예표가보기에 생산협동조합이 될 

터었다 70) 생산협동조합， 곧 근로농민적 협동농장은 농업사회화의 실현방안이 

기도 하였다. 콘드라티예표가 이를 이상적 경영형태로 설정하고 있는 한 그는 

결코 자본주의적 부농경영의 맹목적 옹호자일 수는 없었다. 문제는 생산의 협 

동조합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 

보다도 농업기술의 발전，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구바이다 71) 이 점에는 그 

는 례닌과 견해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H9D기 소련농가의 

농기구 및 농기계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었다. 이 시기 농가의 평균경영 

능력은 미국농가에 비해서는 물흔72) 전쟁 전 자국의 상황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1926"-'27 1건에 이르러서까지 농가 l호당 자본총액 (건물， 농기계， 

농기구， 수송수단， 역축)은 1913년의 83.3%에 불과하였다 73) 농기계의 구비를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지 않 o 면 안된다. 따라서 판드라티예표가 

보기에는 당장 생산의 협동조합화， 곧 집단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허한 이야 

기에 불과하였다. 현실 속에서 생산의 협동조합화(집단농장의 형성)가 지극히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생산 

물의 판매 및 가공， 생 산수단의 조달 및 금융부문에서 의 협 동조합화는 기 술적 

전제조건이 없이도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 

행되고 있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1924년에는 7.8%였으나 1926년에는 26.3%로 증가해 있었다. 

14-16띤. 

69) 위 의 책 , 200-201띤 . 
70) KOH.llpaTbeB, ArpapHbI찌 BOIl pOC, 53-54. 
71) H. ,ll. KOH.llpaTbeB, “KBoIlpocy 06 oc06eHHocTHX yc끼OB싸 pa3BIlTIl H CeJIbCKOrO 

X03HHCTBa CCCP Il HX 3Ha'leHIlμ” μ3BeCT Il H UK KflCC, 1989, no. 7, 207면 . 이 

글은 15차 단대회에서 말표할 농촌에서의 휠동문제에 관한 테제판 준비하기 위해 
볼셰비키단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위원회의장(長)이었먼 불로토프의 위촉을 받 
아 19.'27년 10월 초에 콘드라티예프가 작성한 것이다. 

72) 미국농가의 호당 소유생산수단의 가격이 (1차 대잔 이전의 jF블금화로 딱져) 1785.5 
였먼 데 만해 소련농가의 경우에 그것응 719.2에 불과하였다. 위의 글， 197면. 

73) 위의 글， 196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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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이는 농업말전과 관련하여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농업정책이 이들 판매， 가공， 조달， 금융협동조합의 조 

직， 그 지원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74) 

이는 또한 이들 협동조합에 펀엽돼 있는 개별경영의 경영능랙을 강화하는 정책 

이 취해져야 함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75) 어떤 일이 있어도 농민층의 자 

발적 의사에 반한 집단경영화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될 터였다. 로지국유화정 

책을 고수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이되 강력한 농민경영(이는 시장에 대처할 수 있 

는 농민경영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콘드라티예프는 시장은 곧 자본주의만 

의 전유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을 육성하여 생산력향 

상을 꾀하자는 것， 이룹 동해 이루어진 축적기반을 바탕으로 공엽화을 이루고， 

마침내 공업부문이 농기계플 재대로 공급하1 주면 생산협동조합적 대경영￡로 

닙어가자는 것， 이것이 그의 기본구상이었다. 이렇게 불 때 궁극적인 목표에서 

콘드라티예표가 지향하는 바는 당시 볼셰바키가 지향하던 농업사회화의 목표와 

근븐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뷰히 레닌이 사망 얼마 전에 발표한 〈협동조 

합콘〉과는 상당한 친연성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시간이라 

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볼셔l 비키 당내노선투쟁에서 최종적 

으로 승리한 스탈린파가 살제로 취하게 될 정책과 판드라티예폭의 구상 사이에 

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다. 당내 우파가 정치적무로 패매함과 함께 콘드라 

티예표의 활동 또한 정지당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4. 콘드라티예프에 대한 스탈린파의 공격 

1921년 〈전시 및 전후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변동〉이 출판된 후 콘드라티예프 

가 일부 올셰비키로부터 “자본주의의 옹후자”로 몰려 비판받게 되었음은 앞에 

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의 이념적 노선과 관련한 비판은 1920년대를 거치 

는 동안 자주 행해갔다. 예컨대 스트루만란은 1927년 콘드라티예프와의 사이에 

74) 위의 끌， 208면. 

75) 위의 글， 2lO면， 젠플란의 농엽발전 5개년계찍안이었떤 〈농엽 및 임엽발전전망계펙 

의 기본〉에서 계휘작성자플은 개별경영이 생산랙발딸을 저해하는 단계가 되면 사회 
주의적 경영형태로 념어갈 수 있￡리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현단계에서는 생산력 

발달의 주체는 개별경영이라고 하는 셈플란측 판단을 함축하고 있다 OCHOBbJ 
뻗얀쁘뜨핀쁘얀뜨nπaHa pa3BIlT때 ce매댄얀으” ileCHoro X03HHCTBa(단행본) 3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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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개된 경제계획논쟁에서 그를 “인민주의의 아류”로 몰아붙이면서 그가 대 

표하고 있는 “유해한 경향”을 폭로하고 그 해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었을 뿐 아니 라76) 나아가 이 학파는 나쁘게 끝장을 맺을 것이 라고 단언 

하였다 77) 모든 상황을 전선(戰線)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던(예컨대 농업전선， 

역사전션， 경제학전선， 삼지어 산술전선에 이르기까지) 스트루밀린으로서는 그 

같은 표현은 오히려 약과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려나 이같은 비판· 비난 

들에도 불구하고 콘드라티예폭는 H90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던 동안에는 학계 

및 경제계획기관에서 변함없이 활말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캠플란 내에 

서 그는 정객입안자로서 오래동안 상당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챔플란의 책 

임자였던 테오도로비치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만 갓으로 보인다. 이 

는 1926년， 젠플란측이 작성한 농업딴전 5개년계획안에 관한 둠온에서 그가 마 

헤l 추키와 테오도로비치 사이의 논쟁 C<볼셔l 바키〉지에서 전개된)을 언급하면서 

테오도로비치를 옹호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78) 1924년 1월 콘드라티에 

폭， 오가노프스키가 공동펀잔한 〈소련농업발전전망〉에는 경제계획망법에 관해 

테오도로바치가 작성한 테제에 바탕을 둔 한 왈막한 글이 포함돼 있는데 그 내 

용은 콘드라티예표가 평소 제장하고 있던 방법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79) 또 

한 1928년에 젠플란저작총서의 일환으로 말표된 〈농업말잔전망계획에 관한 자 

료집〉도 비록 판드라티예프의 이릎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그 기본내용이 콘도 

라티예표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안과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사되고 있는 

언어가 사실상 콘드라티예프의 그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80) 뿐만 

아니라 고스플란 내에도 그의 구상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적지 않았다. 고스플 

란에서는 스트루빌린과 같이 농업부문에서 재원을 최대한 짜내 급속한 공업화 

76) c. r. CTpyMHJIHH, “I1H，llycTpHa지H3a~HH CCCP H 3I1HrOHbI HapO,llHH'leCTBa( n)" 
TIJIaHOBOe X03HÌ1cTBO, 1927, no. 8, 27띤 . 

77) 위 의 글， 31연. 
78) J{oH,llpaTbeB, “ TIepCIleKTHBHbIH I1JIaH pa3B“THH CeJIbCKOrO H JIeCHOrO X03HHcTBa", 

TIyTH CeJIbCKoro X03HHCTBa, 1936 no. 3, 133면. 

79) H.끄. J{oH,llpaTbeB, H.TI. OraHoBcK싸1 ， TIepcIIeKTHBbI pa3BHTHH CeJIbCKOro X03H" 

셔CTBa CCCP, 169-172연 . 
80) MaTepHaJIbI I10 I1epCIIeKTHBHoMy I1JIaHy pa3BHT싸I CeJIbCKoro X03H니CTBa (HoBaH 

,llepeBHH, 1928) 이 자료집은 펀집총책임이 테오도로비치로 기록되어 있을 뿐 접멸 
에 참여한 다른 인불들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콘드라티예프 

의 영향이 이 시점에서도 이 자료집작성에 깊이 미치고 있었응에는 의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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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이 기관의 농업부 소속 위원들은 공업화를 위해 농업부문을 희생시키는 

데 한결같이 반대하면서 콘드라티예프의 농업육성온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 81) 사실 이 H9D시기에는 구체적 운제들에 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 일반과 

(구)인민주의자 일반 사이의 전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흐려지고 오히려 마르 

크스주의자들 내부에서의 대립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 

으로 보아 농업정책구상 및 국민경제건설구상에 관한 한 볼셰비키 당내 좌파와 

우파 사이의 거리보다는 볼셰비키우파와 콘드라티예프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까왔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콘드라티예프 자신 

도 볼셰비키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전시공산주의 시기와는 달리 H9D기에는 

불셰비키지도자들(례닌， 부하련， 그리고 좌파로 결정적으로 선회하기 전의 카 

메네표 등)의 발언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 

이다 82) 

그러나 H9D경제기- 부딪친 어려움을 강제녁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스탈린 

파의 구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바 (非)당원 전문가들이 볼셰비키와 대등한 위치 

에서 정책결정방향에 관한 논쟁을 벨일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고 말았다. 샤흐 

트이 사건을 신호단으로 1928년에는 이른바 “부르조아전문가지식인”들에 대한 

단압이 막을 올리게 되 었다. 이 해 39세의 판드라티에표는 경기 연구소 소장직 

에서 전격적으로 해엄당하면서 학자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정지당하게 뇌었다. 

위로부터의 농업집단화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930년에 소비에트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이른바 근로농민당(TpY.L\OBa~ KpeCTb~I-ICKa~ napTI1~)의 괴수라는 누명 

을 쓰고 체포당한 그는 1931년 비밀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38년 

10월 17일 바로 출감일자에 재차재판을 받고 그 날자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또 

한 명의 저명한 농엽육성론자였던 차야노프의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학계， 정책입안부문에서 콘드라티예프가 활동을 정지당하게 됨과 함께 스탈 

린파는 콘드라티예표의 학문적， 이본적 영향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그에 

81) 고스플란 농엽부는 1924년의 이른마 콘드라다예프의 농엽딴전 5 년계셔얀에시 개진 
된 원칙을을 대폭 지지하였다. 
KOH,!\paTbeB, “ TIepcrreKTI1BHbIH rrJIaH pa3BI1Tμ l1 CeJIbCKOrO H ,1eCHOrO X03l1H

CTBa", 120-121면 . 
82) 예 컨 대 위 의 글， 124, 133면 . KOH,!\paTbeB, “ OCHOBbI rrepcrreKTHBHoro rrJIaHa pa3BI1-

THl1 CeJIbCKOro 11 JIeCHOrO X03l1HCTBa"(보고문) 192, 19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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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콘드라티예프도당(徒 

黨)) (1930) 과 〈콘드라티예표도당에 맞서) (1931)라는 두 권의 논문집이었다. 밀 

듀첸을 비롯하여 술코표스키， 우잔스키， 물련， 라프쩨프 등등 스탈린파 농업경 

제학자들이 참여한 이들 책에서 콘드라티예표를 비롯한 다양한 경향의 비스탈 

린파 농업경제이롭가， 계획온자들은 소B] 에트체제의 전복과 부르조아 지배체제 

의 부활을 꾀하는 반혁영세꽉으로 싸잡아 매도당하고 있다. 콘드라티예프와 더 

불어 이 부뷰에 포함되어 공격당하게 펀 것은 차야노프학파의 대표적 학자들인 

차야노표， 마카로프， 멘셰비키 경제학자이자 경제계획입안자였던 그로만， 수하 

노프， 도야랭코 등이었다. 콘드라티예표공격의 선봉에 선 밀듀첸의 준엄한 논 

고에 따료면 사회혁명당， 멘셰비키， 차데츠잔당인 이들 반혁명세력은 1925년부 

터 콘드라티 예 표당을 형 성 하여 활동을 강화하기 시 작하었을 뿐 아니 라 공산당 

내에까지 마수를 뻗쳐 테오도로바치 같은 볼셰비키까지 영향권 아래 넣어버렸 

다는 것이다 83) 여기사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스말런파 농엽경제학자들이 지난 

날의 동료이기도 했던 u] 스탈린파 학자들을 공격하연서 이들이 내세웠던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바로 그들이 한 통속임을 입증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예컨대 맨셰바키계열의 경제학자였던 그로만은 공업화논쟁에서 농 

산물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자본3로 공업부문의 생산수단을 수입할 것 

을 제안한 ←픈드라티예표와는 정반대로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대신 

공산품과 기계의 수엽은 제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급속한 국내공업육성론을 전 

개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듀젠은 그로만이 소련국민경제의 농업화를 꾀 

했으며 그런 점에서 콘드라티예프와 한 통속이라 주장하고 있다 84) 물론 그로 

만이나 콘도라티예표 모두 소련의 경제발전계획을 세계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란 

이 바로 그같은 사실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었으묘로 결국 스달란파 농업경제 

학자들은 소련의 사회주의건설은 일체의 대외교역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 

장한 셈이 되었다. 

나아가 스달린파 농엽경제학자들은 콘드라티예표일파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범죄적 오류를 범했다고 단핵하였다. 

CD 콘드라티예포일파는 자본주의의 볼략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견고 

83) KOHß.paTbeBlluma, 10연 . 

8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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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기술적 성과블 역섣하면서 계획수랩에서 자본주의경기의 장기파동을 고려 

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싸 소련경제를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한 변형으 

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였다 85) 자본주의의 몰락이 당장 눈앞에 닥쳤다는 확고 

하고도 투철한 신념을 표명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꾀했다는 점에서 이들 

스달란파 학자들이 보기에는 트로츠키와 콘드라티예프가 모두 한 동속이었다 86) 

@ 그러나 물론 스탈린파가 보기에도 콘드라티예프는 트로츠키보다는 볼셰비 

키 우파에 훨씬 가까웠다 87) 스탈린파 학자들은 콘드라티예프 일당이 넓고도 

다기(多破)한 조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도적 경제계획입안기관， 

행정기관에도 광뱀하게 침투하였으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들의 영향력행사는 바로 볼셔l 비키 우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 88) 스탈린파가 보기에는 이들의 기본적 요류는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한 데 있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콘드파티예프는 국 

만경제의 생산력향상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진보적인 세녁의 이해관계플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세움으로써 콜라키옹호론에 빠지는 한편， 

사회주의적 공업화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업화의 필요성자체는 역섣하였으묘로89) 

결국 공업과 콜라키의 동맹을 지향한 셈이었다. 콘드라티예프일파는 농업생산 

성의 향상은 농업우대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으나 설제로는 스 

달란의 말대로 산엽말전이야말로 농업생산재건의 출말점이 펠 것이라고 이들 

만(反)콘드라티예프파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90) 그들에 따르면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본이라는 것은 부하린이나 보그다노폭의 “평형흔”과 유사하거니와 

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91) 

@ 스탈린파 농업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콘드라티예프 일파는 부농형산업화， 

시장기능과 농업발달과정의 관성에 바탕을 둔 농업발전을 꾀함으로써 농업의 

집단화를 가로막고자 하였다. 이 일파가 내세웠던 농업경영의 최적규모롭(합리 

적 경영， 생산력발전， 상품성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영규모가 보장되어야 

85) 위 의 책 , 33， 42-43면 등. 

86) TIpOTIfB KOH，l\ paTbeBll~IfHbI， 9면 . 
87) 위의 책， 61-71연， 80-98연 등‘ 
88) KOH,l\paTbeBmIfHa, 82←83변 . 
89) 위의 책， 49변. 

90) 위의 책， 68면. 

91) !JE()'!'건용 K()H，l\fJ건TbeBm밴판 89-98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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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주장)도 결국 부농형 발전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였다 92) 뿐만 아니라 

스단란파가 보기에는 콘드라티예프일파는 농업우선본을 내세우면서도 농업성장 

률 자체블 충분히 높이 설정하지 않는 오류를 법했다. 예컨대， 니쿨리한의 주 

장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연간 20%의 농업총생산량 증가가 가능한데 콘드라티 

예 포파인 오가노프스키 나 비 슈네 프스키 는 연평 균성 장률을 4.6%로 설정 하는 데 

그쳤으며 93) 또한 트랙터플 비봇한 농엽기계의 공급량증가율 또한 가능한 증가 

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 94) 스탈린파에게는 r 계획안작성시점까지의 

말전동향을 근거로 하여 콘드라티예표의 동료들이 작성한 계획안은 곧 자연말 

생성에의 굴복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 콘드라티예프 및 그의 일당으로 몰리게 된 농업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주장 

에 대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평가를 받게 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아가 스 

탈린파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그들에게 거짓된 내용의 혐의를 

덮어씌우곤 하였다. 예컨대 콘드라티예표파는 로지국유화에 반대하고 로지사유 

화플 주장했다거나95) 콘드라티예프는 협동조합을 전적으로 거부했다거나 하는 

것이었다 96) 콘드라티예프는 로지사회폰자였으며 이것의 볼셰비키적 적용인 로 

지국유화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인물로서 (물온 2월헥명기에는 국가 또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볼셰 ul 키의 토지국유화는 

국가가 경작자로부터 지대블 수취하지 않는 것을 득징으로 하는 독특한 소유제 

도였으묘로 기본정신에 있어서 콘드라티예표의 동지사회화와 다블 바 없었다) 

로지제도는 둠지국유화원칙에 계속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1927년의 토지 

입볍논쟁에서도 분명히 명시했었다 97) 또한 그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적 경로 

의 농업사회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근로농민당의 

형성， 반소비에트적， 반혁명적 책동이라는 죄목 자체가 날조된 것인 터에 이같 

은 왜곡은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콘드라티예표 및 그의 동지들의 체포， 재판과 더불어 절정에 올랐던 반(反) 

콘드라티예프 캠페인은 한펀으로는 승리한 정치세력 쪽에 붙기로 결정한 일군 

92) KOH,llpaTbeBll\1lHa, 58연 . 
93) 위의 책， 74변. 

94) 위의 책， 75면. 

95) 위의 책， 55연， r1pOTl’B KOH，llpaTbeBll\1’HbI ， 72연. 
96) KOH,llpaTbeBll\HHa, 53연 • 
97) OCHOBHbIe Ha캔쁘효댄쁘쁘쁘뀐핸HH5I H 3eMJJeycTpo찌CTBa ， 18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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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자들의 의식구조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누차 이야기되듯이 스탈 

린파에 의한 농업집단화과정은 스달린파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스 

딜:련의 혁명은 이를 충심껏 수행할 새로운 형의 활동가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학영이전시대에 교육을 받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온 “부패한 부료조아” 

전문지식인들은 이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콘도라티예표도당〉의 필자 

가운데 하나인 베르즈뜨이스는 테오도로비치 등 볼셰비키 우파에 의해 옹호받 

아 온 비공산주의자 전문가들은 이제 필요없으며 젊은 공산당원들을 양성하고 

승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98) 이같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다. H9口라는 정책의 기본 자체가 페기되기로 된 이 마당에서는 학자들 사 

이에서의 논의， 흑은 학자들을 대상드로 한 논의도 단순히 학운상의 논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 전문연구소 등의 인력구성을 둘러싼 격렬한 세 

력다둠이기도 하였다. 정치가가 아난 학자였던 콘도라티예표가 그의 학문적 논 

의때운에 단순히 영향랙있는 직위플 박달당하게 된 데 그치지 않고 체포， 투옥

되었다가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콘 세계관을 둘러싼 싸움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다. 어떤 논자는 콘드라티예 

표의 제거는 생물학계에서 료이생코가 전횡을 부리게 된 것3로 표상되듯이 그 

후 20년간 학문분야 전반에 걸쳐 “말생론학파”가 대 탄압을 받게되는 과정의 시 

작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99) 그것은 소련역사에서 대단히 고동스러운 

시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후단이었음에 즐립없다. 

5. 콘드라티예프에 대한 새로운 조명 

스탈린 정권에 의해 콘드라티예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표딱지들은 소련경제학 

계， 사학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에 오랫동안 막대한 영향을 마쳐왔다. 울콘 스 

탈린시대 이후에는 인민의 적， 반혁명단체의 괴수라는 표현들이 그에 대해 그 

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의 경제사상사， 농업경제이론사를 다루는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그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부 

활을 꾀하던 부르조아적 노선의 대표자로 소개되어 왔다. 예컨대 이 분야의 대 

98) KOH.llpaTbeBlIU1Ha, 8 1J-85연 . 
99) J1. 01’Hll1eBa, “ TH lKeJlaH KO"eCHI1L\a IICTOpmr lJ pOex3.~a no !l31l1eMy lJ OKO.~e

!l111O"''',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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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학자인 피구로프스카야의 저서 100) 나 〈경제학백과사전〉의 콘드라티예프 항 

은 이같은 평가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나마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의 저작들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다시피 하여왔다. 그더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시작된 소련역사재검토， 재해석작업과정에서 스탈린정권에 의해 박해받 

고 처형당했던 수많은 정치가， 학자들의 활동과 사상이 긍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재팽가받게 됨과 함께 소련 내에서도 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1930 

년의 재판에서 콘드라티예프에게 덮어씌워졌던 죄목은 재조사결과 근거없는 것 

으로 밝혀졌고 1987년 7월에는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과 함께 그에 대한 공식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그의 저착， 논문들이 새로이 간행되고 미발간원고 

들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탈린판 사회주의 건섣경로가 사회주의체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볼아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舊)동구권 사회주의자들 사 

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舊)동독출신의 

사회주의이흔가인 울리히 허l 트케가 〈스탈린인가 콘드라티예프인가〉라는 책에서 

콘드라티예프를 스탈린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 사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경향을 잘 반영한다. 즉 콘드라티예프가 구상한 경제발전경로는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적 노선을 재확렴하는 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경로의 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콘드라티예프가 자신의 사회를 향해 하고자 

했던 말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였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사회주 

의의 건젤， 세계혁명은 자본주의의 경기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인식없는 모험주의척 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 

는 러시아핵명은 반봉건， 반제국주의혁명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제정책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후발성으로 인한 생산력발달지체플 만 

회하는 것이어야 띈다라고 하는 호소었다. 물콘 콘드라티예프의 대안이 사회주 

의건션과정에서 꽉 성공적으로 작동했었으리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이 다. 콘드라티 예 프가 구상하였던 농엽 육성 을 바탕으로 한 공엽 화라는 안 또한 

션사 그것이 섣현되었다고 하더라도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는 섬각한 현실 

적 장해(이콘적 장;}11 가 아니놔)에 부딪쳤을 가능생이 매우 크다 101) 스탈련의 

100) H.K. φHrypoφCKall ， ArpapHble rrp06J1 eMb,1 B COBCTcKoì'I 3KOHOMWleCKO찌 끄IlTe

p:lTypc 20 • x r01l0B- (MocKBa 1978). 예판 플어 그녀는 이 책에서 〈콘드라티예프 
도넌〉에 선변 악성비난윤플 아무런 비판걱 언급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였다_ 250면. 

101) U. Hedtke, Staliη oder Kondratieff, 특히 50→ 10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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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집단화정책 또한 기본척으로는 농산물수출을 통해 공업화의 재원으로 삼고 

자 하는 복안 위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콘드라티예프는 30년대까지도 개별농민 

경영 및 자유시장기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수출을 생각한 반면， 스탈련의 정 

책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단농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그 상당부분을 

수출함을 방법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 차이였다. 그런데 농민층의 엄청난 인 

적， 물적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되었먼 스달련의 농업집단화정책이 공업화의 재 

원확보라는 연에서 켈코 그에 상응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세계시장 

에서의 농산물가격폭락이라는 요인 또한 대단히 크게 작용했다. 30년대초 소련 

의 농산물수출은 양적 으로는 50배 규모로 늘어 났으나 판매 대 금의 증가는 10배 에 

불과하였다 102)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 소련정젝담당자들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입은 자명한 터였고， 그렇다면 경영의 주체가 개별농민이건 집단농장이 

건 이로부터 거두어들여진 농산물의 단위량에 대한 수출 가격이 차이가 났으리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품성 높은 개별경영이 대공황기에 존재하였다 하 

더라도 세계시장을 겨냥해 농산물을 재배하던 농민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 경우 사회주의경제의 순단한 건 

설은 아무래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한펀 콘드라티예프의 

구상이 정체에 옮겨졌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계급간의 분화문제가 훨씬 복잡하 

게 제기되었을 것임은 분명 추정할 수 있다. 농민총 사이에서 부의 축적이 이루 

어지는 경우 프폴레타리아층과의 사회적 갈등이 벚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 

을 것이다. 이 갈등의 조정은 사회주의이념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재해석(그 

당시 이마)을 포함하여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요하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 해결 

책이 마진했을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강압적 정치체제가 출현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펀으로는 콘므과티예프가 제안했던 대로 과거의 발전경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과 미래의 발전동향에 대한 예견에 입각하여 자발성과 지도의 

원칙을 조화시킨 경제계획이 질현되었더라면 농민충에 대한 정권측의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농엽생산력의 강소는 적어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 

경영의 자급자족의 기조는 수출시장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당하지 않았 

을 타이므로 생산의 기반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시장의 경기회복이 이 

루어지면 다시 비교적 높은 판매고플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현살 

102) 위의 젝， 6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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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향을 무시한 일방적 계획작성， 정책집행의 관행아 낳게 된 고질적 관료주 

의의 병폐 또한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같은 궁리들은 모두 “만약” 사학의 뱀주에 드는 것이묘로 그 자체로서 큰 

의마플 가지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드라티예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당시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며， 농엽경영의 협동조합화를 꾀하던 그의 노선은 세 

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노선이었던 만큼 적어도 정책의 치명척 결함 

이 드려나는 경우 이를 만회하고 시정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볼셰비키우파-콘드라티예프파의 제거는 이같은 가능성이 소련역사 

에서 오랫동안 사라져 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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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viet Agrarian Economy under NEP and Kondrat’ev’g 

Pro-peasant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y Jeong-sook Hahn 

Among the economists rehabilitated in July, 1987 was Nicholas Kondrat’ev, 
known in the West for his theory of the long wave cycle of capitalism but 

branded in his country since his trial and execution in 1930 as an enemy of 

the people who had tried to revive capitalism. He is not only cleared of these 

charges but is becoming a new focus of attention the man whos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peasant economy offered 

a viable alternative to Stalinism. 

Kondrat’ ev’ 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differed from the Stalinist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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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n two main points. He argued that socialism could not be built and 

world revolution could not succeed without paying careful attention to the 

long wave, as well as the short-range, cycles of capitalism and that Russia as 

a country which successfully accomplished anti-feudal and anti-imperialist 

revolution without a highly developed capitalism had to strengthen its agricul

tural economy as a prerequisite to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Whether Kondrat’ev’s alternative would have worked better than Stalin’s is 

a question which cannot be answered simply. Kondrat’ev’s insistance on reliance 

on market mechanism and production incentive to the peasants may not have 

resulted in any noticeable increase in the income from agricultural exports 

since the price drop had little to do without policy-making in the Soviet 

Union. 1t might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of social differentiation in the 

villages and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city and countryside. On the other 

hand, the worst consequences of the Stalinist policy of forced collectivization, 

destruction of agriculture and bureaucratic bulldozing of the peasant life could 

have been avoided. The purging of the Bolshevik right and Kondrat’ev school 

meant the end to open-minded search for better road to soc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