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러시아의 빈민굴* 
- 모스크바와 빼쩨르부르그를 중심으로 -

이 규 식 

머리말 

산업혁명을 통해 건설된 유럽의 소위 선진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그러나 19세기 사회전반 

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시키면서 전개된 산업혁명의 과정올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러한 막연한 동경은 설 자리가 없다. 기술과 생산방식의 혁신은 한편으로 생산 

량의 증대， 고용의 축적， 일자리 창출 둥을 가져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 

나 산업화의 또 다른← 모습은 인간의 상품화， 자연의 파괴， 생활조건의 악화， 높은 

질병 및 사망율로 특징지어지는 도시 • 사회문제들이었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제정 러시아는 당시 서유럽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슬라브주의자들은 러시아는 러시아 사회의 고 

유한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발전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러 

시아가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 들면서 서유럽 사회가 일쩨기 겪었던 사회문제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간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인 주태문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제정 말기에 “주돼위기"(kv따ψn끼 krizis)란 표현이 비단 

소수 사회개혁가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도 공공연히 동장한 

것을 보면， 당시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은 제정 러시아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두 대표주자인 모스크바와 빼헤르 

부르그를 통해 주태난의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주택난 때문에 어려웅을 

겪었던 사람들이 서민들이었기에 서민들의 주거문제 - 주거조건， 주거형태， 빈민 

굴 형성의 원인， 그리고 시정부의 반웅 - 를 다루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올 받은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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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팽창과 주택난 

산업화와 도시화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제정 러시아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 

작되었다. 그러나 19C 후반과 20C 초 러시아에서도 도시인구의 증가는 가히 폭발 

적이었다. 유럽러시아의 도시인구는 1863년 6백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없7년 1천 2 
백만명에 달하고 17년 뒤인 1914년에 다시 6백 5십만명이 더 늘어난 l천 8백 5십 

만명에 이르렀다.1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도 1863년에 양 수도를 포함하 

여 불과 세개였으나 1없7년에 167ß , 그리고 1914년 초에는 28개로 증가하였다 1) 

이러한 인구팽창속에서 제정 러시아의 양대 중심지인 모스끄바와 빼쩨르부르그 

의 인구증가는 특히 인상적이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교를 포함한 

두 수도의 인구는 1863-1914년 사이에 약 4배가 증가하였다 2) 

〈표 1> 양 수도의 인구동향 (단위:천명) 

1811년 
모 스 끄 바 181.9 

빼쩨르부르그 335.6 -

1863년 

462.5 
539.5 

願-
職
-
職
-

願-
펙
 
鋼

제 l차 세계대전 직전 빼쩨르부르그는 런던， 뉴욕， 파리， 베를련， 시카고， 비인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모스끄바는 제 9위에 올랐다 3) 

시 경계내의 인구만올 고려에 넣는다면 모스끄바는 20C 초(1007-191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모스끄바의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4%로 

서 비 인보다 2배나 높고 뉴욕과 같았다 4) 

그러나 러시아 도시인구의 팽창은 19C 내내 서유럽과는 달리 여전히 농촌으로 
부터의 인구유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모스끄바의 경우 농민신분5)을 가진 

사람이 1843-40년 도시 인구의 1/4에 불과하였으나 1871년에 43.2%, 1902년에는 

1) A. G. Rashin, “Dinamika chislennosti protsessy fonnirovaniia gorodskogo 
naseleniia Rossii v XIX -nachale XX vv." (이하 Dinamika) Istoricheskie zapiski, 
VoL 34, 1950, pp. 33, 38. 

2) 위의 글， p. 53. 
3) Adna F. Weber, The Growth 01 Cit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1앉웠)， p. 1. 
4) Sovremennoe khoziaistvo gorαia Moskvy (Moskva: 1913), pp. 5-6. (이하 

Sovremennoe) 
5) 제정러시아에서 신분이 반드시 사회학적 의미의 직업이나 계급을 뜻하지는 않지만， 
농민신분올 가진 사랑들은 대체로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신분상의 농민과 직업상의 
농민올 동일시 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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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로 중가하였다. 빼쩨르부르그에서도 인구증가와 함께 농민의 수가 크게 늘어 

났다. 이곳에서 신분상의 농민은 1없3년 22.9%였으나， 1881년에 42.0%, 1900년에 

63.3%, 그리고 1910년에는 68.7%로 중가하였다. 반면에 1910년경 두 수도의 거주 

자들 가운데 당해 도시태생은 불과 30% 안팎이었다 61 아풍튼 이러한， 특히 타 지 

역으로 부터의 유입에 의한 인구팽창은 무엇보다 도시의 주택시장올 압박하였으며 

집값의 폭둥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주택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모스끄바의 주태의 수도 1875년 총 15，532에서， 1900 
년 16,518 그리고 1912년에는 16，003채로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파트71 수였다. 과거의 조그만 단독주돼 대신에 임대아파 

트가 서서히 둥장하면서 아파트 수는 모두 1882년 70，330에서 1912년 160，352채로 

증가하였다 81 베쩨르부르그에서도 주택시장의 공급부문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 

다. 1890년대의 경우 매년 480채의 집이 신축되었다 91 이와 더불어 빼쩨르부르그의 

아파트 수도 1869년 87，7깨에서 1900년 154，882채로 증가하였다 101 

그러면 이러한 인구증가와 주거공간의 팽창이 과연 얼마나 균형을 이루었는가 

를 살펴보자. 주택수급의 균형여부를 알아보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대인들이 즐겨쓰던 가늠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아파트 당 평균 거주자 수에 따른 모스끄바와 뼈쩨르부르그를 포함한 

주요 유럽도시들의 주거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표 2> 아파트 당 평균 거주자 수(명) 

6) Rashin, Dinamika, pp. 63-69. 
7) 이 논문에서 아파트는 일가족용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Kvartira를 번역한 것 
으로 우리의 아파트 개념과는 좀 다르고， 차라리 독일어 Wohnung에 가깝다. 

8) A. Sysin, “Ocherki po ozdrovleniia g. Moskvy"(이하 Ocherki), Izvestiia 
M oskovskoi gorodskoi d.띠ny(이하 IMGDl. Otd, ObshchiUNov. 1915). p. 3; A. 
Chuprov, “Khar하‘teristika Moskvy po perepisi 1882 goda" (이하 Khar;따‘teristika) ， 
Rechi i stat'i, Vol. 1. (Moskva: 1앉)9)， p. 183. 

9) Ocherki istorii Leningrada(이하 OIU, Vol. 2. (Moskva/Leningrad: 1957), p. 824. 
10) James H. Bater, Industrialization and Oange (London: 1976),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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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듯이 러시아 도시들의 주거조건은 유럽 도시들과 비교하여 매우 

좋지 않았다.2OC 초 러시아 도시의 아파트 당 명균 거주자 수는 서유럽 도시들 

보다 2배나 많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대인이나 후대 역사가들이 그러하듯이 

이 표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결론올 얻어 내려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파트의 크기， 즉 옥실 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조건， 특히 주어진 공간의 인구과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평가기준， 즉 옥실당 거주자 수에 따라서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 

겠다. 이 기준으로 보면 1880년경 모스끄바에서는 한 방에 2.1명이 살았으며， 빼쩨 

르부르그에서는 1.6명이 살았다.2OC 초 모스끄바의 욱실당 거주자 수는 20년 전 

과 통일한 2.1명이었으며， 빼쩨르부르그에서는 이보다 다소 많은 2.4명이었다 11 ’ 당 

시 영국에서는 옥실당 성인 거주자 수가 2명을 초과할 경우 과밀한 주거공간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올 감안하면 러시아의 주거조건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조건은 이 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 아래에서 서 

민들의 주거조건을 주거형태별로 크게 세그룹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로 한다. 

11. 서민주거형태와 주거조건 

1. 합숙소 

주택난에 가장 크게 시달리던 사람틀은 잠잘 곳이 없는 부랑인들이었다. 합숙소 

는 이들이 매일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일시적이나마 잠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유 

일한 곳이었다. 19C 중반까지만 해도 미미한 존재였던 합숙소는 19C 후반 들어서， 

특히 농노해방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빼쩨르부르그에는 1앉E년 공식적으로 

총 2，0f57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7>>의 합숙소들이 있었으며， 15년 뒤에 합숙소와 수 

용능력은 각각 34개， 6，208명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합숙소 이용자 수는 

1910-12년 약 1만명으로 추산되었다 12) 합숙소 의존도는 모스끄바에서 더 높았다. 

모스끄바 합숙소 이용자 수는 이미 1882년 9，664명이었으며， 30년 뒤엔 13，껑3명으 

11) Statisticheskii atlas gorodll Moskvy, Vyp. II (Moskva: 1890), p. 51. 20C 초의 자 
료에 대해서는 Pazhitnov, Kvartimyi, p. 1164. 

12) K. V. Karaffa-Korbut, “Nochlezhnye doma v bol'shikh russkikh goroda났1"(이하 
N。이11ezhnye) ， Gorodskoe delo, No. 11-12, 1912, pp. 692, 694; OIL, Vol. 3. 
pp. 89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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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 13) 

합숙소는 시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으나 땅값이 싼 변두리 지역이나 도시민 

의 최하층민들이 주로 모이는 부듯가， 역전， 시장 둥으로 부터 멀지 않은 곳에 운 

집해 있었다. 1910년 총 34개의 빼쩨르부르그 합숙소들 가운데 26개가 나릅스까야， 

알렉산드로-넬스까야 그리고 로쥐제스뜨벤스까야 시구에 모여 있었다.녀) 

이러한 집중현상은 모스끄바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거의 대부분의 합숙소들은 

야스니쪼까야 시구와 로고즈스까야 시구에 있었다. 특히 끄레블로 부터 멀지 않은 

야스니쪼까야 m 소시구의 히뜨로보 시장 주변에는 800개의 잠자리를 갖춘 무료합 
숙소인 20C 초에 폐쇄된 - 랴뻔집과 4개의 사립합숙소들이 몰려 있었다. 1882 
년 모스끄바 전체 합숙소 이용자들의 60%가 이곳에서 묵었다 15) 

숙박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은 사립합숙소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점에 

서 혁명전 모스끄바에서 - 아마도 전 러시아에서 - 가장 악명을 떨친 곳은 히뜨 

로보시장 주변에 었던 합숙소들이었다. 합숙소는 영엽허가를 받을 때 결정된 공식 

적 수용능력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감독기관인 경찰은 위생상태보다 불법이주자 

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고 시 당국은 자유로운 주택시장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사립합숙소들의 인구과밀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숙박업체들은 빈공간 

만 있으면 매일 고객 일인당 수 꼬빽올 더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질 않았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숙박객들은 간이침대， 방바닥은 물론， 빈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잠을 갔다. 1912년 이곳 모스끄바에서 합숙소들의 공식적 수용능력은 약 

2，600명이었으나 실제 6，αP명 이상이 묵고 있었다. 1902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일 

인당 차지하는 면적의 너비는 불과 35.5cm, 공적(머r space)은 4.9m3 미만이었다 16) 

사립합숙소들이 인가기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빼쩨르부르그 

에서도 흔한 현상이었다. 심지어 빼쩨르부르그 최대 사립합숙소의 경우 공식적인 

수용능력은 6π명이었으나 H뼈년 실제 수용인원은 3，αU명까지 달했다. 1895년 여 

인숙(postoialye dvory)을 포함한 합숙소 아파트들 가운데 일인당 주어지는 공간 

크기가 인가기준치 7.3m3를 충족시키는 곳은 모두 80군데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207R의 합숙소 아파트들은 규정 미달이었다. 일인당 공적이 2.5-2.9m3에 불과한 
경 우도 더 러 있었다 17’ 

13) “Neskol ’ko dannykh 0 Moskovskikh koechno-kamorochnykh kvartir와‘h"(이하 

Neskol’ko dannykh) , IMGD, April, 1899, Vyp. 1., Otd. II , p. 16; Sysin, Ocherki, 
p. 14. 

14) Karaffa-Korbut, Nochlezhnye, p. 694. 
15) 위 의 글， Gorodskoe delo, No. 10, 1912, p. 637; ]oseph Bradley, “Once You ’ve 

Eaten Khitrov Soup Y ou ’ ill Never Leave!: Slum Renovation in Late Imperial 
Russia" , Russian Historγ， Vol. 11, No. 1, 1984, p. 4. 

16) Sysin, Ocherki,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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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에 이처럽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합숙소의 실내 

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공기가 혼탁했을 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땀 냄 

새와 담배연기는 방을 가득 메웠다. 한 목격자의 말을 빌리면， 

“이런 분위기에서 10-15분만 머문다면， 현기증올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런 공간에서 건강한 사랍은 살 수 없다. 거주자들조차도 합숙소에서 저 

녁내내 숙변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하고 말 것이 

다.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은 땀에 홈빽 젖은 채 맨발로 하룻밤 

에 세번이상 복도로 나가야 한다. 이곳에선 오직 술취한 자들만이 잠에서 
깨지 않고 잘 수 있다，， 18) 

물론 공공기관 특히 시정부가 운영하는 합숙소들의 숙박여건은 - 비록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 비교적 좋았다. 하루 숙박료는 사립과 비슷한 5-7꼬빽이었으나 

여기에는 숙박객들이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빵， 설탕， 차 값이 포 

함되어 있었다. 바닥은 부패하기 쉽고 청소하기 불편한 나무대신에 아스팔트를 깔 

았으며 세면실， 수세식 변소， 빨래방， 건조실， 다(茶)실 둥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 

져 있었다. 또 방안에는 언제든지 끓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이 놓여져 있었 

고 주로 규모가 큰 모스끄바 시립합숙소들에는 전염병 발생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무실이 부설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립합숙소에서와 같은 인구과밀현상 

은 시립합숙소들에는 없었다 19) 

그러나 시립합숙소틀은 전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었다. 모스끄바 시립합숙 

소들의 총 수용능력은 1912년 전체 합숙소 이용자들의 1/2을 약간 상회하는 

5，842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모스끄바에 일정한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약 1 
만 5천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크게 모자란 것이다. 빼쩨르부르그에 

서 시립합숙소의 역할은 더 미미했다. 1910년 시립합숙소의 공식적 수용 능력은 

2，748명에 불과하였으며 사립합숙소와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합숙소의 수용능력은 

각각 2，æ7명， 1 ，363명이었다 20) 그러나 특히 사립합숙소에서 공식적 수용능력이란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시립합숙소의 비중은 더욱 줄어 들 것 

이다. 

17) 1. S. P., “Zhilishchnyi vopros i nochlezhnye p디iuty"(이하 Zhilishchnyi), Trudova따 
pomoshch', No. 10, 1910. pp. 462-463. 1895년 자료에 대해서는 Karaffa - Korbut, 
Nochlezhnye, p. 692. 

18) V. Morozov, “Iz zhizni moskovskago Chitrova ηr머‘a"， Trudovaia pomoshch’, No. 
12, 1912, p. 173. 

19) Karaffa-Korbut, Nochlezhnye, pp. 638-642, 695-701, 
20) Sysin, Ocherki, p. 6. 빼쩨프부르그에 대해서논 Karaffa-Korbut, Nochlezhnye, p.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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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히 합숙소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 또는 공공기관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밑바닥 인생들 - 창녀， 거지， 도둑， 알콜 중독자 둥 - 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 

하여 주택난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제정 말기의 합숙소는 그 이 

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1910년 빼쩨르부르그의 합숙소와 모스끄바 히뜨로보 시 

장 주변의 합숙소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빼쩨르부르그 합숙소 

남성 이용자들 가운데 수공업자와 미숙련 노동자가 각각 1/3을 이루었다. 모스끄 

바의 히뜨로보 합숙소들을 이용하는 남자들 가운데 날품팔이 노동자와 미숙련 노 

동자가 32%, 인쇄공， 신발장이， 재단사 둥 다양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10%였 

다. 또한 빼쩨르부르그 합숙소 이용자들의 1/3은 장기체류하고 있었으며 모스끄 

바 이용자들의 3/4은 1년 이상의 고객들이었다. 합숙소에 상주하는 경향은 모스 

끄바에서 훨씬 강하여 이용자들의 50%까지가 낮에도 합숙소에 머물렀으며， 심지 

어 일부는 합숙소 방안에서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합숙소는 

높은 방값때문에 일반주택에서 살 수 없는 도시 극빈자들의 주거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21) 

2. 노동자숙사 

이 외에도 많은 서민들 - 노동자， 수공업자， 하급 사무직원， 점원， 수위， 집 관 

리인， 식모 둥 - 은 고용주로 부터 숙소를 제공받았다. 

혼히 당대인들이 공장막사라 부르던 노동자숙사는 이러한 숙박시설제공의 전형 

이었다. 기업가는 공장 내에 또는 공장 근처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가족을 포함한 

노동자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수용하였다. 노동자들에게 대개 무료로 제공되는 노 

동자숙사는 공장농노와 계절노동을 하는 농민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해야 했던 러시 

아에서는 이미 18C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강’ 19C에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도 이를 따를 만큼 관행화되었다.잉) 기계화와 현대화가 덜 되고 지역내 

의 노동력이 부족한 공업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 빼쩨르부르그 보다는 모스끄바 

에서， 모스끄바 보다는 지방 공업지대에서 - 노동자숙사는 더욱 보편화되었다. 빼 

쩨르부르그에서는 이미 1860년대에 공장주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21) 위 의 글， p. 815, 819; 1. S. P., Zhilishchnyi, pp. 458, 461-462. 
22) 1771년 모스끄바의 직조 매뉴팩처들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의 33%가 공장에서 살고 

있었다. M. F. Prokhorov “Otkhodnichestvo Krest’ian v Moskve v tret’ei 
chetverti XVIII v.": Russkii gorod (issledovani따 materialy) XVIII (Moskva: 
isdatel ’stvo moskovskogo universiteta, 1984), p. 167. 

23) John P. Mckay, Pioneers for Profit Foreign Enterpreneurship and Russian 
Industrialization 1885-1913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 2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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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숙박시설을 마련해 주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1869년 예쩨르부르그 인구조사 

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의 다수는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반면 모스끄바에서는 

19C 내내 노동자숙사가 일반적이었다. 1882년 모스끄바 공장노동자(가족포함)들의 

57，?Æ명 또는 00%가 공장에서 생활하였다.때 

시골 고향에 확실한 보금자리가 있지만， 도시에서는 낮은 임금 때문에 자신의 

스위트 홈을 가질 수 없었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자숙사를 이용함으로써 외지에 

서 방을 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올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다른 한편으 

로 숙사생활에서 오는 많은 불리한 점들도 감수해야만 했다. 우선 노동자들은 일 

과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주의 통제하에 놓이고 규제받는 생활올 했어야 했다. 특 

히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일수록 규제는 더욱 엄격하였다. 통금제가 실시되 

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정한 저녁시간까지 숙소로 돌아와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문이 폐쇄되어 노상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방문객 - 설사 

가족일지라도 - 과의 환담시간도 제한되었으며， 숙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부르는 것도 금지되곤 하였다. 

또한 그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숙소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했으며， 그렇 

지 않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다른 사규를 어겼을 때처럼 벌금을 내야 했다 25>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불리한 점은 원시적인 숙박시설이었다. 합숙소 

를 연상시키는 노동자숙사는 거대한 훌에 마루형태의 나무침상올 세워 놓고 그 위 

에서 노동자들은 일렬로 드러누워， 종종 남녀노소 구별없이 잠올 갔다. 가족용 아 

파트는 드물었으며， 대개 독신자용 공동침실에 커텐으로 조그만 방을 만들어 부부 

용 숙소로 쓰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각자 다른 건물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숙박시설마저 혼치 않았다. 많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잠자리는 임시변통으 

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영세업체나 숙련도가 낮은 노동력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는 더 더욱 형편없었다. 1880년대 초에 모스끄바의 섬유공업에 대해 조사를 했던 

빼스꼬프에 따르면 수직엽소(手織業所)의 직공(織工)들은 두곳을 제외하고는 정기 

적으로 일터에서 잠을 갔다. 

“남녀직공들은 거의 항상 일터에서 잠을 갔다. 흔히 베툴의 상당부를 침 

24) ]oseph Bradley, Muzhik and Muscovite. Urbanization in Late 1mperial Russ따 
(이하 Muzhik)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1985), p. 204; 
Robert E.]ohnson, Pea있nt and Proletarian: The Working Class 01 Moscow in 
the Late Nineteenth αnturγ ( 이 하 Pøα;ant) (New Brunswick: 1979), p. 84; 
Victoria E. Bonnell, Roots 01 Rebellion (Berkeley: 1983), p. 69. 

25) Theodore H. von Laue, “Russian Labor between Field and Factory " , Califom따 
Slavic Studies, Vol. 3, 1964, p. 63; Johnson, 앞의 책， p. 85; Istoriia Moskvy ( 이 
하 1M), Vol. 5(Moskva: 1955),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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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용하였으며， 이 곳에 나무 조각들올 몇개 깔고 그 위에서 종종 전 
가족이 묵기도 했다， 건초와 짚으로 가득찬 자루플 침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드문일이고 노동자들은 자주 옷올 입은 채로 또는 약간 더 

럽고 갈기갈기 찢겨진 누더기위에서， 때로는 멧목이나 거적따위 위에서 갔 
다. 베개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261 

129 

때때로 노동자들은 숙소의 비위생적인 조건때문에 들썩거리는 벼룩과 같은 해 

충틀을 피하여 조그만 헛간같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주로 시골출신인 이들 

직공들은 종종 습관때문에 잠자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방보다 베틀을 선호하였 
다 Z7) 

지방 도시와 공업지대의 사정도 나을게 없었다. 일부 공장은 보잘 것 없는 주 

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마저 없는 공장들도 많았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들은 

땅 바닥이나 작업대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옷은 입은 채로 도포자루를 깔고 외투와 

다른 상의를 이불로 대신하였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밤낮으로 더러운 공기와 소 

음을 감수해야 했다. 모스끄바 공장감독관의 표현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들은 “마 

굿간의 말이 [자신들 보다] 더 낫다 라고 한탄했다 한다 28) 

물론 비교적 괜찮은 숙소시설을 갖추거나 노동자숙사가 없는 경우에 주태수당 

을 지불하는 계몽된 기업가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가들은 

서유럽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운영과 생산방식의 현대화에는 힘쓰면서 노동자 

들의 주거조건은 수십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 

노동자들의 숙박여건과 관련해서 세기말 부터 두 가지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연부터 살펴보면， 일부 공장에서의 주거조건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공장감독관제의 도입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스끄바 

의 대규모 공장 중의 하나로서 4，252명 또는 공장전체 노동력의 거의 90%에게 숙 

박시설을 제공하던 쁘로호로프 공장에서 돋보인다. 나무로 된 간이 침대는 철제침 

대로 대체되고 독신자들이 묵게 되는 공동침실에 매트리스， 의자， 장 둥이 설치되 

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동자들은 별도의 아파트 건물에 수용되었으며， 특히 어 

린이가 있는 가족은 독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08년 모스끄바의 공장들올 둘러 

본 시 의사 우스뺀스끼도 이러한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대체로 시인 

26) P. Peskov, Sanitarnoe izsledovanie fabrik po otrabotke voloknistykh veshchenstv 
(Moskva: 1882), p. 160. 

?;n 같은 책， pp. 160, 162. 
28) 제정 러시아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주거조건에 대해서는 Iu. 1. Kir ’ianov, Zhiznennyi 

uroven' rabochikh Rossii (이하 ZhÍznennyÍ) Moskva : 1979), pp. 216-224를 참조. 
인용부분은 M., “Obshchestvennoe popechenie 0 nedostatochnom trudiashchemsia 
naselenii", Trudovaia pomoshch', NO. 4/5, 1905. p. 3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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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9> 

또 다른 변화는 양적인 면에서 일어났다. 공장주들은 공장규모의 확대로 숙사운 

영비가 증가되자 노동자들에게 숙소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점점 회피하였다. 

H뼈년에 실시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총 6427~의 모스끄바 공장들 가운데 - 숙 

소제공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101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제외하면 1857~의 공장 

들만이 노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42개의 공장들은 전 노동자 

들을， 나머지 143개의 공장들은 노동자들의 일부만올 수용하였다. 반면에 326개의 

업체들은 이러한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lO> 이에 상웅하여 노동자숙 

사에서 기거하는 노동자들의 비융도 떨어졌다. 19C말 빼쩨르부르그 노동자들의 불 

과 10%만 공장에서 살았으며， 모스끄바에서도 노동자숙사를 이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1882년 90%에서 1912년 약30%로 줄어 들었다 31) 이로써 공장노동 

자들은 점점 더 주태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주거공간을 둘러싼 서민들의 경쟁 

은 치열해졌다. 

노동자숙사의 여러 가지 불리한 생활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장에서는 입사 

대기자 명단을 만들 정도로 노동자숙사에 대한 수요가 대단하였다. 특히 시설이 

좋은 숙사는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으로서 제공되었으며， 노동자통제의 수단으 

로 이용되었다. 노동자숙사의 이러한 인기는 공장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었다 32> 

3. 공동아파트 

합숙소와 노동자 숙사의 처참한 모습은 양 수도의 주택난의 일부에 불과했다. 

사용주의 규제 혹은 비위생적인 주거조건 때문이거나 노동자 숙사와 같은 주거시 

설이 없어서 일반 셋집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도시 서민들의 상당 

수는 특수한 형 태 의 빈민굴， 소위 공동아파트(모스끄바의 koechno-뻐morochnaia 

kvartira와 빼쩨부르그의 ug!ov려a kvaπira)에서 살았다. 공동아파트는 대개 한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래 일 가족용아파트로 예정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다 

떨어진 벽융단이나 신문종이로 칸막이를 세워 수개의 작은 방들을 만들고 다세대 

의 도시 서민가정들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29) Bradley, Muzhik, p. 203; V. Uspenskii, “Resu!'taty izsledovaniia fabrik 
zavodov g. Moskvy v sanitamom otnoshenii", Obshchii vrach, No. 5, 1911, 
pp. 154-155. 

30) V. Uspenskii, 위 의 책， p. 154. 
31) Bonnell, 앞의 책， p. 69; Bradley, Muzhik, p. 2여. 
32) Johnson, Pea짜lt， pp. 84-85; Bra버ey， Muzhik,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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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끄바 시가 1898/99년대에 실시한 특별조사에 따르면 모스끄바에 이러한 

아파트가 총 16，4787ß가 있었으며， 총 180，919명 또는 전체 시민의 17.4%가 공동아 

파트에서 살았다. 그 이후 모스끄바 서민들의 주거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1912년 

공동아파트는 1898년 보다 30%가 증가한 21，αE개， 공통아파트 거주자 수는 모두 

잃3，300명 또는 모스끄바 인구의 거의 20%였다. 빼쩨르부르그에서도 서민들의 주 

거조건은 악화되었다. 190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아파트 수는 모두 3,2707ß, 

거주자 수는 51，782명이었다. 그리고 1912년 빼쩨르부르그 공동아파트 거주자 수는 

15만 명이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양 수도 서민들의 주거조건이 악화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빼쩨르부르그의 경우 다소의 통계적 결함도 배제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통계에 대한 불신은 두 도시를 비교할 때 더욱 뚜렸해진다. 특히 

1904년 빼쩨르부르그 빈민아파트와 그의 거주자 수는 모스끄바보다 현저히 적었 

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빼쩨르부르그 서민들의 주거조건이 전반적으로 모스끄 

바보다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빼쩨르부르그 빈민굴조사가 모스끄바보다 

덜 조직적으로 실시되었거나 빈민굴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897년 나릅쓰까야 한 시구에만 1，3917ß의 공동아파트가 있었다. 모 

스끄바에서와 마찬가지로 빼쩨르부르그에서도 빈민굴은 전 시에 산재해 있었으며， 

주로 나릅스까야， 빼쩨르부르그스까야， 알렉산드르-냉스까야와 같은 변두리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33) 

공동아파트의 주거조건은 인간이 살기에는 극히 부적합하였다.H행/99년의 

모스끄바의 공동아파트 조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몇몇 특징적 묘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는 끔찍해 보였다. 회벽이 벗겨져 있었다. 벽에 난 구멍들은 헝 
젊으로 메워져 있었다. 더러웠다. 난로는 파손되어 있었다. 바퀴벌레와 빈 

대가 많았다. 이중창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공기는 매우 차가웠다. 변소는 
들어가기 위험하리 만큼 허물어진 상태였으며， 어린얘들은 이곳으로 들여 
보내지 않았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그러하였다 

“윗층 변소의 오물이 복도로 스며 들었다 

“아파트 공기는 탁하였다. 옆에 있는 변소로 부터 지독한 악취가 아파 
트로 스며 들었다‘ 기판(fortochkD은 분명히 작용되지 않았다. 내가 1/2시 

33) 모스끄바의 빈민굴 밀집지역은 쁘레스넨스까야， 로고스까야， 레뽀르똥스까야， 메쉬찬 
스까야 등이다. 모스끄바에 대해서는 Sysin, 앞의 글， pp. 5-6; Neskol ’ko dannykh, 
pp,2, 11, 20-21 ,; 빼쩨르부르그에 대해서는 OIL, Vol. 2, p. 203; OIL, Vol. 3, 
p. 899; I. S. P. , Zhilishchnyi, p. 45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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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올 때 나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341 

이러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요리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침부 

터 저녁까지 수공업을 하였으며 심지어 때때로 한 아파트에 수개의 작업장이 들어 
있기도 하였다 35) 

물론 지하에 들어 있는 공동아파트의 주거조건은 훨씬 더 나쨌다. 봄 가올이면 

눈 녹은 불과 빗물이 거리와 마당의 오불과 함께 지하로 흘러 들어왔으며 적어도 

한동안은 이곳에 고여 있었다. 18!:꺼년 조사자에 의해 목격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봄에 이곳에 모인 물이 아직도 바닥에 고여 있었다.’$’ 지하 공동아파트는 

대체로 극도로 어둡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1007년 어느 변두리 집을 둘러 본 

위생의사(sanitarnyi vrach)에 의하면 117"의 공동아파트가 들어 있는 지하실은 낮 

에도 훗불없이는 복도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환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이 집의 지하 아파트들은 습하고， 더럽고， 어둡 

고 공기는 혼탁하였다 37) H행/99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스끄바 공동아파트 거 

주자의 90%는 추운 방에서， 그리고 ;X)%는 습한 방에서 살았다 38) 

여기에 또 서유럽의 대도시들에 비해 도시화가 비교적 약했던 모스끄바 시민들 

의 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상수도의 역사는 약 1세기가 되었지만 세기 말 

까지 미홉한 상태였으며， 서민들이 주로 사는 변두리지역 시민들은 특정한 거리에 

설치된 공동수도를 이용하거나 이미 크게 오염된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다. 하수 

도 시설(kan머izatsüa)은 H짧년에 완성되어 1912년 모스끄바는 러시아에서 상하수 

도 시설을 갖춘 107"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39) 그러나 하수도 시설은 시 중심부 

에만 설치되었을 뿐더러 많은 시민들은 이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 

을 하수관에 연결시키지 않고 있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올 한층 더 끔찍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마당 한 가운데 원시적으로 지어진 공동변소였다. 집 주인은 금전 

적인 이유에서 흔히 나무로 된 똥통이 분뇨로 가득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푸곤했 

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악취와 더불어 거주자들이 어두운 밤이면 

냄새나고 - 앞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 위험스런 변소를 찾기보다는 마당 어딘가 

34) Vemer, Zhilishcha, pp. 9-11. 
35) Neskol ’ko dannykh, p. 8. 
36) Vemer, Zhilishcha, p. 10. 
37) V. Stavlovskii, “ Zhilishchnaia usloviia gorodskogo naseleniia mery ikh 

uluchshcheniia", Meditsinskoe obozrenie, No. 18, 1907. p‘ 639. 
38) Vemer, Zhilishcha, p. 17. 
39) D. Zhbankov, Sbomik po gorodskomu vrachevno-sanitamomu de1u, pp. 442-479, 

이규식， Das Volk von Moskau und seine bedrohte Gesun빼eit， 1850-1914 (이하 
Das Volk), Freiburg, Diss. 1990,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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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대소변 냉새가 종종 집 전체에서 진통하였다.‘’ 1912년 현재 모스끄바의 

전체 아파트들 가운데 상수도가 없는 곳은 47.7%, 하수관에 연결되지 않은 곳은 

약 40%, 전기 불이 없는 곳은 34%였으며 중앙난방이 설치 된 곳은 13%에 불과했 

다. 반면 모두 32만 명이 살고 있는 - 아마도 주로 서민들이 사는 - 24，αU채의 

아파트에는 이러한 생활편의 시설이 단 하나도 없었다 411 

문명의 이기가 소외당한 것은 빼쩨르부르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빼쩨르 

부르그는 모스끄바와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빼쩨르부르그는 제정 말기까 

지 하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여전 

히 네바강으로 흘러 갔다. 반면에 상수도의 보급률은 꽤 높았으며 수세식 변소도 

비교적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빼쩨르부르그 시민들은 원시적인 정화시설 때문에 

네바강물을 부분적으로 정화하지도 않은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콜레라나 장티프 

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다만 모스끄바의 서민 

들처럼 식수를 얻기 위하여 공동수도가에서 장시간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든가 물 

통을 들고 장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둥의 불편을 덜 겪었다:12> 1904년 3，2707ß 의 공 

동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수도 시설이 있는 곳 

은 2，경5군데， 수세식 변소가 갖춰진 곳은 2，α50군데였다 43) 

기타 주거조건은 모스끄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빼쩨르부르그의 공통아파 

트 조사에 참여 했던 어느 의사의 중언을 들어 보면， 

“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아파트 창문은 쌓인 먼지와 그올음으로 더러웠 

다; 창문턱은 항상 창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젖어 있었다; 창문턱과 방바닥 
은 갖가지 잡통사니와 음식찌꺼기가 널려 있었다; 벽은 갈기갈기 찢겨진 벽 

융단과 짓눌린 빈대로 수놓인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아파트 거주자들 
은 이에 무관심하게 대하였다; 방에는 가능한 많은 침대들올 놓았으며， 여 
섯개 이상이나 되었다 방안 공기는 후럽지근하고 혼탁하였다 아 

파트는 방이 너무 추어질까봐 혹은 창가에 어린애를 가진 부부가 세들어 살 
기때문에 기판올 열어서 환기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모든 틈은 헝검 

조각들로 꼭꼭 막혀져 있었다; 옷과 침구에선 자주 악취가 났으며， 걸레， 기 
저귀， 옷 퉁이 널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40) Manfred Späth, “Wasserleitung und Kanalisation in Großstädten: Ein Beispiel der 
Organisation technischen wandels im voπ'evolutionären Russland", Forschungen 
zur Osteuropäischen Geschichte, Vol. 25. 1978, p. 349: 이규식， Das Volk, 
pp. 17-20, 25-26. 

41) Moskva-entsiklopediia Moskvy (Moskva: 1980), p. 261. 
42) OIL, Vol. 2, pp. 832-없4; OIL, Vol. 3, pp. 899-901. 
43) 1. S. P., Zhilishchnyi, p.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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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격자들도 빼쩨르부르그의 공동아파트는 더러움， 혼탁한 공기， 우글거리 

는 해충들， 악추l 둥으로 수식되고 있음올 확인하였다.셰 

이러한 비위생적인 주거환경만큼이나 심각했던 것은 공동아파트의 인구 과밀이 

었다. 1904년 베쩨르부르그에서 실시된 3，2707ß 의 공동아파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개 세개의 방으로 구성된 공동아파트에는 평균 16명， 즉 옥실 당 5명 이 

상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목격자들의 중언을 빌리면 많은 경우에 공동아파 

트의 인구과밀은 이러한 냉정한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심했다. 방적 

공들이 들어 있는 알렉산드로-넬스까야의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두개의 방， 

부엌， 그리고 회랑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자는 모두 15명이었다. 방마다 각각 4명 

과 6명의 두 가정이， 부엌에 4명， 그리고 회랑에 1명이 살고 있었다 45) 빼쩨르부르 

그의 노동자아파트 39개를 조사한 뽀끄롭스까야에 의하면， 대부분 아파트 하나에 

20-73명， 또 방 하나에 10-20명이 살고 있었다. 일인당 평균 주거연적과 공적은 

각각 1.4n2, 2.않n3이 었다 46) 

모스끄바의 사정도 비슷하였다. 1898/99년 모스끄바 빈민굴 목격자들의 말을 

빌리면， 3개의 간이침대(koika)47)가 놓인 작은 방(없morka)에 13명이 살고 있는가 

하면 두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 또 다른 아파트에는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 

두 20명이 살고 있었다. 공간 면적이 48.5m2, 높이가 2.5m인 공동아파트의 평균 거 
주자 수는 약 11명이었다. 1인당 주거공간의 크기가 14.5m3인 경우는 전체 공동아 
파트의 70.2%였으며， 심지어 9.7m3미만인 경우도 30.8%나 되었다.빼 
서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주거형태를 정확히 알아 보기란 어렵다. 다만 일련의 

조사결과가 서민들의 주거형태를 어렴풋이나마 짐작케 한다. 우선 H않/99년 모 

스끄바의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입자의 67.1%는 오직 하나의 작 

은 방， 15.4%는 1개의 침대， 13.5%는 더블 침대， 3.3%는 침대의 반쪽만을 쓰고 

있었으며， 나머지 0.7%는 정해진 잠자리가 아예 없었다 49) 이것은 다양한 직엽 

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기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다음의 <표 

3> 참조)에 서 도 나타난다. 

44) 위의 글， pp. 453-454. 인용부분은 p.453에서. 
45) 0江， Vol. 3, p. 897. 
46) M. 1. Pokrovskaia, PO podvalom, cherdakam uglovym kvartiram Peterburga 

(St. Peterburg: 1903), p. 4. 
47) 공동아파트의 간이침대는 벽돌이나 나무토막위에 몇장의 넬뺀지를 깔아서 만든 잠자 

리. 특히 낮에 투숙인이 밖으로 나가고 없는 자리에 나무조각 세개가 행하게 놓여 있 
는 모습은 볼쌍사나운 장연이었을 것이다. 

48) Vemer, Zhilishcha, pp. 6-7, 9-10. 
49) 위의 글，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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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20세기 초 가족이 달린 노동자는， 비록 직업에 따라 커다란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자주 아파트를 빌려 살았다. 금속공과 인쇄공과 같이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은 노동자 가정의 경우 2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물 
론 이가운데는 아파트의 일부를 잠만 자는 투숙인들에게 빌려주는 경우까지도 포 

함되어 있다. 또한 노동자 가정의 거의 50%는 하나의 방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은 방직공의 경우 아파트나 방올 하나 빌려 사용하는 경우는 약 절 

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방 한칸마저도 없었다. 뽀끄롭스까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가족이 방모퉁이를 빌려 사는 경우도 빼쩨르부르그 노동자촌에서는 혼 

하였다. 이곳에 침대 하나를 놓고 2-5명의 가족이 그 위에서 생활하였다. 그녀가 

조사한 노동자 아파트의 2/3에 이 러한 “가족침 대”가 있었다51)) 

혼자 사는 노통자의 주거조건은 이 보다 더 불리하였다. 독신 노동자가 아파트 

에 세들어 사는 경우는 3%도 채 못 되었으며 방을 하나 쓰는 경우도 1/3 미만 
이었다. 독신 노통자들은 대부분 방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특히 간이침대나 침대 

의 절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뽀끄롭스 

까야의 말을 빌리면 독신자들은 대개 2명이 침대 하나를 쓰고 있으며， 침대 하나 

를 혼자 사용하는 사람은 그녀가 조사한 2a5명의 독신자들 가운데 불과 18명이었 

다. 

러시아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조건은 금세기 초 서유럽 노동자들의 주거 조건과 

비교하면 더욱 명료해진다. 영국 노동자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공간의 크기는 

옥실 4-5개의 규모이며， 독일 노동자 가정은 대개 방 세칸짜리， 그리고 프랑스 노 

동자 가정은 방 2-3칸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다 51)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아파트， 방 또는 심지어 침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 서민들의 주거조건이 20C 

초 유럽에서 가장 불리했던 것처럼 보인다. 

III. 러시아적 빈민굴 - 러시아 사회의 산물 

서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서민 주거공간의 인구과밀은 무엇보다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방세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 양자의 움직임의 비교에서 잘 

나타난다. 때쩨르부르그 건설관계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 그룹 - 가구공， 자물쇠 

50) Pokrovskaia, PO podvalom, p. 17, 26. 
51) Pazhitnov, K. A., Polozhenie rabochego klassa v Rossii. Vol. 3, Revoliucionnyi 

period <Leningrad : 1924), pp.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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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 미장이， 도장공， 석공， 목수， 미숙련 노동자 - 의 평균임금은 1886-1890년 

과 1r03-1910년 사이에 불과 43% 상숭하였다. 보수가 가장 좋은 빼쩨르부르그 
금속노동자들의 임금도 1884-86년 년 ?fi7루블에서 1913년 않6루블로 동기간 중 

48%의 증가에 그쳤다. 모스끄바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스끄바 공장 노동자들의 년 

간 평균임금은 1879년 189루블에서 1913년 304루블로 1879-1913년 사이에 겨우 

60% 증가하였다.잉} 

이에 반하여 아파트(또는 방) 세는 큰 폭으로 뛰었다. 끼라야노프에 의하면 빼 

쩨르부르그 서민들이 기거하는 방의 월세는 1869-1912년 사이에 무려 4.6배， 간이 

침대 사용료는 1878/79-H뼈년 사이에 약 2.7배로 상숭하였다.잉) 

2α: 초 제정 러시아 양대 수도의 아파트 세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방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빼쩨르부르그의 年 평균 아파트 세는 154루블로 유럽에 

서 비싸기로 유명한 베를린의 108.5루블보다 무려 42%, 그리고 제국내의 라이벌 

인 모스끄바 보다 49루블 더 비썼다.헤 그렇다고 이것이 곧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스끄바에서 아파트 세도 낮았다는 것올 의미하지는 않는다. 겸용공간을 제 

외하고 순수주거용 공간만을 고려한 양 수도의 아파트 세를 비교하면 이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표 4> 옥실수에 따른 年 아파트 세 (단위 : 루블) 

옥실수 모스끄바 빼쩨르부르그 1 

1 166.7 146.8 I 
2 때4 양)6.2 I 

3-5 317 497 
6-10 815 1,151 
11이상 2,200 3,184 

출처 : Pazhitnov, Kvartimyi, p. 1165. 

<표 4>에서 보듯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던 소형 아파트 가운데 방한칸 

짜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세는 오히려 모스끄바에서 더 비썼다. 1없8/99년 모 

스끄바 공동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층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위의 표 

에 제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거의 18루블이었고 작은 방과 간이침대 사용료는 각 

각 약 6루블과 2루블에 달했다 55) 

52) Kir ’ianov, Zhiznennyi, pp. 114-115, 122. 
53) 위 의 글， p. 259. 
54) Pazhitnov, Kvartimyi, p.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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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는 주거지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1880년대 초， 빼쩨르부르그 아파트 

세는 년간 62-300루블이었다. 모스끄바도 이와 비슷하여 공업지역인 레뽀르똥스 

까야 n 소시구의 평균 아파트 세는 42루블로 가장 낮았으며， 시 중심지의 하나인 
야스니츠까야 시구는 161루블로 가장 비썼다. 비교적 주거환경 이 좋은 시 중심지 

의 아파트 세는 숙련노동자의 임금과 맞먹었다 56)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영 

세 수공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주로 변두리 지역에 모여 산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이 미비했던 당시 일터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를 절감하려는 

점외에 방값도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는 식료품비와 더불어 서민가정의 가장 큰 지출항목이었다.U표-96년 

빼쩨르부르그 노동자 가정의 가계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외냐 시내냐 

에 따라 17-21%였으며， 독신 노동자의 경우 9%였다. 1앉%년 모스끄바의 일부 숙 

련노동자 - 방직공， 자물쇠 제조공 둥 의 가정은 수입의 15%를， 날품팔이 독 

신 노통자는 14.5%를 주거비로 지출하였다 571 노동자의 직업과 가족관계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주거비는 대체로 노동자 수입의 1/5이하였다. 

주거조건을 배제하고 단순히 주거비만올 고려한다면 주거비가 러시아 서민들의 

가계에 주는 부담은 유난히 큰 편은 아니었다. 19C 말 함부르그 노동자들의 가계 

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은 1/4까지 되었다 58) 런던의 노동자들을 위해 피 

바디의 후원으로 세워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세는 거주자 수입의 1/5, 방세는 

1/7이었다.뻐 또한 비교적 봉급이 높은 모스끄바 시청 직원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는 봉급의 액수에 따라 28-74%, 특히 700루블 이하의 

연봉을 받는 시직원의 경우 주거비는 봉급의 74%였다 60) 

이상에서 볼 때 러시아 수도의 아파트 세가 서민들의 수입에 비해 너무 비썼다 

는 사실만으로 서유럽 노동자들의 주거조건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러시아 빈민굴 

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많은 농촌 출신 노동 

자들은 생활조건， 구체적으로 주거조건 개선에 쓸 수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고 

향으로 송금하였다. 노동력의 65%가 농촌 출신인 모스끄바 인쇄공의 경우， 가족이 

시골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20C 초 임금의 23%에 해당하는 거의 100루블을 고 

55) Vemer, Zhilishcha, pp. 20-21. 
56) OIL, Vol. 3, pp. 202-203; Statisticheskii at1as, pp. 45-46. 
57) Kir ’ianov, Zhiznennyi, p. 261. 
58) Richard ]. Evans, Death in HIαnburg. Society and Politics in the Cholera 

Years.1830-1910 (Oxford: 1987), p. 71. 
59) S. K. Alaverdian, Zhilishchnyi vopros v Moskve (Erevan: 1961), p. 81. 
60) 1. Kokshaiskii/ A. Gibshman, “Neskol’ko dannykh 0 kvartimykh usloviiakh 

sluzhashchikh v Moskve", IMGD, Feb. 1911, Otd. Obshchii,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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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송금하였다. 같은 시기에 빼쩨르부르그 노동자들의 가계부를 조사했던 쁘 

로꼬비치에 의하면， 액수는 알 수 없으나 미혼 노동자의 67%, 기혼 노동자의 42% 
가 시골에 송금하였다 61) 따라서 러시아적 빈민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조건에 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또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 

야 한다. 즉， 러시아의 도시 서민들은， 기존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연구621에서 나타 

나듯이 반농·반도시민이었다. 비록 농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시 

간이 흐를수록 증가되었지만， 혁명전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 

히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농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대개 여전히 농촌공동체로부터 분배받은 토지， 집， 

그리고 정원을 시골에 가지고 있었다. 모스끄바의 한 대규모 섬유공장의 경우 

1896년 노동자들의 90%가 토지를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거의 모두 농노해방시 

에 토지가 없던 자들이었다. 이 공장 노통자들의 13%는 여름에 농사일을 돕기 위 

해 고향으로 떠났다 63’ 1914년 빼쩨르부르그에서도 농사를 지으려 여름에 도시를 
떠나는 사람은 농촌출신 노동자들의 13%였다 641 

도시의 농민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또 다른 주요 고리는 가족이 

었다. 돈을 벌기위해 도시를 떠나는 미혼자는 물론， 결혼한 농민들도 혼히 처자를 

비 롯한 가족을 고향에 놔 두었다. 1910-1911년 올류니 나가 조사한 모스끄바 봉재 

노동자들의 55%가 그러한 경우였으며， 1907년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모스끄바 

인쇄공들의 31%도 전 가족을 고향에 놔 두었다 651 이러한 노동자들의 별거현상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900년 빼쩨르부르그 남자인구 1，αx)명 당 여성의 수는 

잃5명이었으며， 모스끄바는 이 보다 더 낮은 767명(1902년)이었다 661 또 다른 통계 

에 의하면 1897년 빼쩨르부르그 모든 임금노동자들의 86.5%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모스끄바의 경우 노동자들의 7%만이 전 가족이 함께 살 

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개 가족을 시골에 두고 있었다 671 

61) 이ga Crisp, “Labour and Industrializatio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η， 
Vol. 7 (Cambridge: 1978), p. 371; Brac\ley, Muzhik, p. 112 

62) Von Laue, 앞의 글， pp. 33-65; Johnson, Pea있nt， 특히 제2장 Crisp， 앞의 글， 
pp. 362-375. 

63) 이sp， 앞의 글， pp. 370-371; Johnson, Peasant, p. 40; 빼쩨르부르그 노동자뜰에 관 
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Bradley, Muzhik, pp. 111-112. 

64) Manfred Hildermeier, “ Sozialer Wandel im stätischen Rußland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삶πhundeπs" ，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fXJS, Vol. 25, 
1977, p. 553. 

65) Bradley, Muzhik, p. 112. 
66) Rashin, Dinarnika, p. 83. 
67) Crisp. 앞의 글， pp. 368-369; Bradley, Muzhik, pp. 225-226. 



140 러시아연구 제3권 

또한 가족과 토지가 있는 시골은 대개 노동자들의 종착역이었다. 제정 러시아에 

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일정기간， 아마도 40세 전후까지 도시에서 일한 다음 

가업을 물려 받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다. 이밖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이 늙고 

병들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도 고향으로 되돌아 가곤하였다 68) 수주 또는 수 

월 동안만 도시에 머무는 계절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노동자들에게도 도시 

는 일시적인 주거지에 불과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이 보잘 것 없는 임금도 채 다쓰지 않고 시골가족에 

게 송금한 것은 이런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진다. 특히 대부분의 시골가정이 자급자 

족할 수 없을 만큼 영세농이어서 춘궁기에 곡식을 매입하고 세금과 토지 상환금을 

지불할 돈이 필요했다는 점00)을 감안하면， 농가의 부수입올 얻기위해 도시로 나간 

가족의 일원이 임금의 일부를 고향으로 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처해 있던 이러한 상황들이 러시아적 빈민굴의 출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분명히 도시의 열악한 주거조건 때문에 처자와 더불어 살 수 없 

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함 

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 그동안 남성에 비해 절대적 숫적 열세에 놓여 있 

던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듯이 - 으로 보아 주거조건 

은 넘지 못할 벽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농촌과의 관계가 

주거조건의 악화를 부채질 했다고 보여진다. 계절노동， 일부 노동자들의 정기적 고 

향방문， 독신생활， 적어도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중적 성격과 김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꽤 높은 이사융70) 둥은 마치 정기적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고향의 농토에서처럼 - 주거조건의 개선에 대한 투자의욕을 축소시켰을 것이다. 

특히 대개 홀로 생활하고 일정기간 동안만 도시에 머무는 노동자들이 비싼 아파트 

나 방보다 방의 일부， 침대를 빌려 쓰거나 임시주거공간에서 사는 것은 당시 주어 

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농민적 

노동자들이 어려서부터 오두막집 (izba)의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주거조건에 익숙해 

있었다는 점7J)도 서민들의 주거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올 것이다. 1861년 이래 

산업예비군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취해진 정부의 조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서유럽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낳게 했다는 것은 아 

68) Crisp, 앞의 글， p. 367; ]ohnson, Pea찌1t， pp. 37-38, 43, 49. 
69) Von Laue, 앞의 글， pp. 33-37. 
70) 1902년 모스끄바 임대아파트 입주자플의 평균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50% 

이 상이 었다. Statisticheskii ezhegodnik goroda Moskvy. God 2-i (Moskva: 
1907-(8), p. 84. 

71) M. Matossian, “ The Peasant Way of Life", The Peasant in Nineteenth-Century 
Russia, ed. by W. S. Vucinich(Stanford: 1968), p. 5; Von Laue, 앞의 글，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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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칼하다. 

IV. 서민주거문제와 시정부 

진보적 당대인과 역사가들이 -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한 연구서간)의 제목처 럼 

- “보수적 중앙정부”와 “진보적 시정부”를 대조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 

분법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 보듯이 항상 유효하지는 않았다. 

서민들이 더러는 끔찍한 주거조건 속에서 살고 있음이 이미 19C 전반에 알려졌 

다. 아마도 서유럽에서 일고 있던 혁명운통에 자극되어 1840년과 1847년에 빼쩨르 

부르그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두 정부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습하고， 줍고， 좁은 공간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도애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 미풍양속 및 치안유지를 위해서도 이들의 주건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마침내 1857년 빼쩨르부르그 노동자들의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조직되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시당국과 경찰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페 그러나 젤닉에 의하면 

이 단체는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듯하다. 

빼쩨르부르그 서민들의 주거조건이 다시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콜레라와 

회귀열이 기숭을 부리고 최초의 빼쩨르부르그 인구조사가 실시된 1860년대 후반이 

었다. 일단의 의사들은 지주들이 주택난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서민들의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도시 생활의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행정당국이 지주들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쩨르부르그 시정부는 19C 말까지 서민들의 주 
택난 해소를 위해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 심지어 비용이 많이 필요치 않은 합 

숙소마저 전적으로 개인이나 사립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모스끄바 시도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여기서도 국가기관이 

비교적 일쩨기 서민들의 주택난에 주의를 기울였다. 1863년 모스끄바 경찰서장 크 

로이츠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모스끄바 총독(general-gubemator)에게 보낸 상신 

서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어려웅을 지적하고 이들이 값싸게 묵을 수 있는 집들을 

72) Robert W. Thurston, Liberal City, Conservative State. Moscow and Russia's 
Urban Crisis 1906-1914 (New York/London: 1987). 

73) Regin외d E. Zel띠k， Labor and Society in Tsarist Russ따 πJe FactOTγ Workers cf 
StPetersburg 1855-1870 (S때nford: 1971), pp. 241-242; Zlu.Jmal ministerstva 
vnutrenni.뼈 del, Vol. 24, 1857. pp. 24-28. 

74) Zel띠k， 위 의 책， pp.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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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구에 마련해 줄 것을 시 당국에 부탁하였다. 그후 시의회는 두개의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으나， 여기서 내린 결론은 ‘집 없는 사람들 

에게 주거공간올 마련해주는 것은 일종의 자선사업으로서 시정부가 할 일이 아니 

다’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지 

는 않았지만 1869년 400명을 수용할 “모법적”인 합숙소를 설립키로 결정한 것은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합숙소 시설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보여 주 

고 있다. 모스끄바 최초의 시립합숙소는 이로 부터 10년이 흐른， 1879년 아스뜨라 

한에서 발생한 페스트로 러시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것이 19C 내내 모스끄바 유일의 시 립합숙소였다 76) 

시정부의 이러한 무관심은 무엇보다 시정부의 사회적 구성과 김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C 중엽까지 양 수도의 시행정은 1785년 예까쩨리나 2세가 국 
가업무를 분산하고 지방행정을 근대화하기 위해 내린 법령에 의거하고 있었다. 그 

러나 그녀의 꿈은 이 논문에서 상술하지 않을 다양한 이유에서 대실패로 끝났다. 

시행정은 무질서， 부패， 지방 국가관리들의 횡포에 휩싸인 채 본래의 기능올 수행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정부는 “위탁관청”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보조기관에 불 

과했다. 시정부의 주요 기능은 국내여권의 발행， 세금징수， 납세자 명단 작성， 병사 

모집， 군대 숙사 제공 및 경찰과 기타 기관의 유지 둥이었다. 시정부는 앞에 열거 

된 국가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1앓3년 모스끄바의 경우를 보면， 예 

산의 75%가 국가적 과제를 위해 쓰였으며， 나머지 25%만이 지역사업에 사용되었 
다77) 

중앙정부도 이러한 상태에 놓인 시행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점점 인 

식하게 되었고， 1없6년(빼쩨르부르그)과 1862년(모스끄바)에 임시개혁이 단행되었 

다. 그리고 마침내 1870년 알렉산더 2세의 “대개혁”의 일환으로 취해진 새로운 도 

시자치법에 따라 시행정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궤도 위에 서게 

되었다. 빼쩨르부트그와 모스끄바를 포함한 러시아 도시들은 공공생활의 광범위한 

75) Otchet moskovskago gorodskago golovy kniazia ShcherbatolX1 0 deiatel'nosti 
moskovskoi gor.αiskoi dumy za shestiletie s 1&웠 po 1&줬 god (Moskva: 1앉)9)， 

p. 140. 
76) 1M, Vol. 4, p. 딩3; N. Kis바cin， “a피ishchnyi vopros v Moskve i blizhaishie zadachi 

v razreshenii ego gorodskoi dumy" , Gor，αiskoe delo, No. 5, 1913. p. 295. 
77) G. Weiss, Die Russische Stadt 2Wischen Al따ragsvenvaltung und Selb

stvenvaltung. Zur Geschichte der russischen Stadtreform von 1870 (Univ. Bonn. 
Diss.: 1977), pp. 23. 44-56; Isabel de Madariaga, Russia in the Age of Catherine 
the Great(London: 1981), pp. 295-6, 299-304; M. Shchepkin, Obshchestvennoe 
Khoziaistvo goroda M oskvy v 1없'3-1887 gαiakh. Ch. 1, Vyp. 1 (Moskva: 188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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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교육， 공중보건， 빈민구제， 교통， 건설， 공업， 상업 둥 -에서 자치권을 얻 

게 되었다. 비록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 

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과거와는 비교될 바가 아니었다.매! 시정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 자치정부는 시의회 (gorodskaia duma)와 집행부(gorods없ia uprava)로 구성되 

었으며， 후자는 시의회에서 선출되는 시장과 시관리들로 구성되었다. 정책결정기관 

인 시의회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자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비교적 자유주의적이었 

던 1870년 도시자치법은 선거권을 부동산 소유자들과， 시에 다양한 형태의 상공업 

세를 납부하는 자들에게 국한하였다. 이러한 재산상의 자격요건은 반동기간 중인 

1892년에 개정된 도시자치법에 의해 크게 강화되었다. 비록 선거권 제한은 보통선 

거가 실시되기 전인 19C 유럽에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극단적 

이었다. 1870년 이래 5%미만의 도시인구가 선거권을 향유하였으며， 1892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는 도시민의 1%도 채 안 되었다. 실제 1893년 개정 

된 선거법에 의해 실시된 빼쩨르부르그 선거에는 도시인구의 0.6%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1년전 모스끄바 시의회 선거에는 0.5%, 심지어 1앉쟁년 선거 때에는 모 

스끄바 인구의 0.3%만이 선거권을 가졌다.떼 

이로써 제정 러시아의 시의회는， 더 나아가서 시정부는 극소수의 사회·경제적 

엘리트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1903년 빼쩨르부르그에 한해， 아파트 점유자 

(kvartirant)들에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으나， 자격요건이 연간 1，080루블 이상의 

아파트 세를 지불하는 자들에 한정되었기에 일반시민은 거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선거법의 혜태은 고급관리와 군 장교와 같은 또 다른 엘리트에게 돌아갔 
다tÐl 

시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와 시민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논의의 서민주거 문제는 -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더 많은 것을 

밝혀 주겠지만 - 더욱 그러했다. 물론 제정말기에， 주로 시정부 내외에서 활동하 

는 소수의 사회개혁가들 덕분에， 국민교육， 의료사업， 상/하수도， 도로포장， 전력 

화， 전차 둥의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공공사업은 금전상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조건의 개선과 

78) Walter Hanchett, Tsarist Statutorγ Regulation of Munic뼈1 Govemment in the 
Nineteenth αntury， π1e City in Russian History (Lexington: 1976), ed. by 
Michael F.Hamm; P. Schwanebach, “Die Russische Städteordnung vom 16. 6. 1870", 
Russische Revue, Vol. 3, 1874. pp. 424-450. 

79) OIL, Vol. 2. pp. 814, 823; 0표， Vol. 3. p. 891; 1M, Vol. 4. p. 514; 1M, Vol. 5. 
p.677. 

80) OIL, Vol. 3. p.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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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엘리트들에게도 도움올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산적한 과제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 자치제 전통의 결여， 국가의 전반적인 닥후 

둥이 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부채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냉대를 받아오던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19C 말에 
주목을 끌게된 것은 전염병 때문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거조건과 인간의 건 

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가 나고 혼닥한 공기로 가득찬 공 

간에서의 생활은 건강의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전염병들의 경로를 모르고 있던 

19C 사람들은 한동안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발생된 “미야스마”라는 안개가 전염 
병의 주원인이라고 믿었다 811 그래서 19C 한때 유럽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콜레라에 대한 예방조치들 중에는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여겨지던 비위생적 

이고 인구조밀한 집들을 검열하고， 방을 환기시키고， 마당과 변소에 쌓인 오물들을 

적시에 청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의사들은 주거조건과 인간의 건강과 

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러시아 의사들도 19C 말부터 서유럽의 동료들을 본 따서 주거형태에 따른 질병 

과 사망율을 조사해 본 결과， 실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발병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1892-1893년 콜레라가 기숭을 

부리던 해에 주거형태에 따른 모스끄바의 콜레라 발병율올 보면， 야스니츠까야 m 
소시구의 경우， 사립합숙소들이 집중되어 있던 히뜨로브 시장지역에서만 시내 전 

체 콜레라 건의 1/6에 해당하는 248건이 발생하였으며， 일반 가정집에선 불과 8 

건이 있었다. 빠뜨니츠까야 시구에서 모두 115건의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 

데 일반가정에서 일어난 경우는 불과 7건인 반면， 나머지는 노동자숙사， 수공업소 

와 공동아파트에서 발생했었다. 다른 전염병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94-96 
년 사이에 모스끄바에서 발생한 회귀열의 경우， 전체 발생건 수를 주거형태별로 

보면， 합숙소 53.3%, 공동아파트 25.9%, 수공업소 9.7%, 일반주태 6.5%, 그리고 교 

도소 4.6%였다.앙) 1908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빼쩨르부르그 회귀열 환자 수는 모두 

7，695명이었다. 이 가운데 1 ，400명이 합숙소 거주자였으며， 여기에 합숙소와 유사한 

곳의 거주자들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시 전체환자의 35%였다 83) 

물론 질병과 주거조건과의 관계는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호흡기나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병을 제외하면， 빈민굴의 높은 질병율은 

단순히 과밀한 주거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빈민굴 거주자는 위생규칙 

을 소홀히하거나，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와 사 

81) E. H. Ackerknecht, Geschichte der Medizi，α 5-ed. (Stuttgart: 1986), pp. 184-185. 
82) 이규식， Das Volk, pp. 43, 111. 
83) Karaffa-Korbut, Nochlezhnye, 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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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혁가들이 애용한 질병통계는 사회의 관심올 빈민굴에 돌리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19C 말부터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기에 특히 시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투입한， 서민들과 잦은 접촉을 

갖게된 “위 생의사 “빈민의사" (gorods에i 혹은 dums찌 vrach)와 같은 의사들과 

1894년 발족된 빈민구제위 - 빼쩨르부르그에선 H뼈년에 창설됩 가 큰 역활을 

하였다. 뽀끄롭스까야와 같은 개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시정부나 기타 조 

직에 의한 빈민굴조사는 점증하였다. 

모스끄바 시는 18&5년 콜레라 위협에 직면하여 합숙소와 여인숙에 대해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얹%년대 후반에 “왕립 러시아 기술자협회”의 모스끄바 지부， 

빈민구제위， 시정부가 각각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합숙소들을 조사하였으며， 1&꼈/ 

99년에 시정부가 공동아파트와 합숙소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20C에 들어 

와서도 지속되었다. 빼쩨르부르그 시도 회귀열과 콜레라가 각각 기승을 부리던 

1895-96년과 1910년에 시내 합숙소들을 조사하고 1904년에는 공동아파트를 조사하 

였다. 

맨 먼저 빈민굴 제거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사회윤리， 법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최대 위험지대인， 무엇보다 비용이 적게드는 합숙소 개선이 시작된 것은 당연하였 

다. 또한 모스끄바 시가 상대적으로 사회보수적 (sozial-konservativ)인 빼쩨르부르 

그 보다 비교적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없7년 “왕립러시아 기술자 협회”의 

모스끄바 지부는 합숙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재개발문제를 다 

루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민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는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빈민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곳 합숙소 이용자 

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만명 이상의 수용능력을 갖춘 시립합숙소를 여러 시구에 

셜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의회도 곧이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조사와 재개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다. 그러나 모스끄바 역사에서 혼히 그랬듯이 시정부의 적극성 결여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1903년 모스끄바 총독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총독은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정비는 시정부의 당연 

한 의무엄올 상기시키면서 문제해결을 독촉하였다. 같은 해에 일련의 부동산 소유 

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즉，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기존 합숙소를 폐쇄하고 

다른 시구에 신규합숙소의 설립을 금지시킬 것을 조건으로， 새로이 설립될 주식 

회사가 1만 명을 수용할 합숙소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시정부가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수년이 헛되이 흘렀다. 1909년 여러 가지 전 

염병에 시달리고 있던 모스끄바 시정부는 해묵은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지만 이전 

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SIl 

모스끄바 시는 히뜨로보 시장주변의 빈민굴 철거문제와는 탈리 합숙소 시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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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에는 비교적 큰 진전을 보았다. 농노해방 40주년이 되던 1901년 시의회 복지위 

원회는 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립합숙소를 제안하였다. 일부 의원들은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시립합숙소의 설립이 시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농민들 

의 도시이주를 장려하리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으나， 시정부는 복지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1903-1909년 사이에 모두 4，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시 

립합숙소들이 설립되었다 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시정부가 합숙소운영을 

자선사업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입장의 완전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세히 들 

여다 보면， 신규 시립합숙소 가운데 순수 시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불과 세개， 수 

용규모 변에서 보면 절반도 채 못되었으며， 나머지는 독지가들의 기부금으로 건설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숙소 시설은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었 

으며， 특히 대부분의 집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립합숙소의 끔찍스런 주거조건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합숙소 시설 확장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데 소극성 

을 보인 것은 빼쩨르부르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95-96년 합숙소 조사단은 기존 

합숙소의 수용능력이 절대 과부족임을 지적하면서， 수용능력을 1만 명까지 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사단은 합숙소운영을 폭리를 취하는 개인에게 맡기지 말 

고 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합숙소의 주거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음 수년 동안 빼쩨르부르그 시는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십수개의 소규모 시립합숙소들을 건립하였으나， 시립합숙소 

는 1910년 전체 수용시설의 절반도 채 못되었다!ti) 

1908-10년 빼쩨르부르그를 엄습한 콜레라는 그동안 합숙소문제 뿐만 아니라， 다 

른 도시문제에서도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빼쩨르부르그 시정부에 좋은 교 

훈을 안겨 주었다. 서유럽의 대도시는 물론， 모스끄바도 거의 인명피해를 입지 않 

은데 반해， 빼쩨르부르그는 약 l만명의 시민을 잃음으로써 국내외적 망신을 당하 

였다. 스스로 콜레라에 충격을 입고 여론과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게된 시정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합숙소문제를 비롯한 제반 도시문제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빼쩨르부르그 시는 1910년 합숙소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였으며， 이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시립합숙소 설립을 추진하였다. 1년 사이에 3개의 합숙소 건립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시의회는 세부작업을 맡기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모스크바의 사정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그곳까지 다녀온 바 있는 소위원회는 새 

84) Kishkin, Zhilishchnyi, pp. 297-298; Sovremennoe, pp. 175, 178. 
85) 위 의 글， pp. 177-178; Stenograficheskie otchety 0 zasedaniiakh moskovskoi 

gorodskoi dumy. May. 1901. p. 274. 
86) I.S.P., Zhilishchnyi, p. 470; Bater, 앞의 책， p 잃8; Karaffa-Korbut. Nochleznye. 

pp. 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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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건립될 시 립합숙소의 규모를 본래의 2，;m명에서 3，;m명으로 확대할 것을 추 

천하였으며， 마침내 위치선정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콜레라 충격이 서서히 사라 

지면서 시정부의 관심도 식어 갔다. 3년이 지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시립합 

숙소 설립안은 시의회의 집행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그쳤다.암) 

비록 믿기지 않올지 모르지만 시립합숙소가 그나마 서민들의 주거조건 개선의 

첨병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 시정부의 역할은 더욱 보잘 것 없었다. 영 

국을 비롯하여 독일과 프랑스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집이 일정한 

수준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주돼검열관”의 판단에 따 

라 주거에 부적합한 아파트나 집이 폐쇄될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도 서민들의 주 

거조건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주돼건설에 관한 특별조례의 제정과 주택 

검열관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모스끄바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끝내 이 

루어지지 못했다 88' 

모스끄바 시는 최종적으로 1910-11년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결국 법률제정 

을 거부하였다.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이유는 대체주거공간올 마련하지도 

않은채 그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빈민굴이 폐쇄될 경우 기존의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로 쫓져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없) 비록 전혀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 

었지만 시정부의 입법거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익에 부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이로써 러시아 부동산 소유자들은 서유럽 동료들과는 달리 아무런 의무를 지 

지 않으면서 권리만올 향유하였다. 

많은 비용올 요하지 않는 합숙소건설이 예시하듯이 서민주택건설에서도 시정부 

의 역할은 실망스러웠다. 늦어도 1앉%년대에 서민들의 주거조건과 주택난의 정도 

가 알려지면서 서민주택건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 건설문제 

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뒤 모스끄바에서였 

다. 1911년 모스끄바 시의원 알브레히트는 총 3만9천명을 수용할 시영아파트 60동 

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에 따라 시의회는 -3개의 5층건물로 구성 

된 - 한 단지를 시법케이스로 짓기로 결정하였고 1914년 소요예산까지를 숭인하 

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전쟁발발 때문에 시범단지를 포함한 전 시영아파트 계 

획은 백지로 돌아갔다!>J' 

극빈자들을 수용하는 주거공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시영아파트는 두 도시를 

통틀어 모스끄바의 솔로도브니꼬프 아파트가 유일하였다. 1901년 솔로도브니꼬프 

는 서민주태 건립에 쓰도록 6백만 루블을 유언으로 남겼으며， 이 자본의 일부로 

87) Bater, 앞의 책， pp. 341-342. 
88) Alaverdian, Zhilishchnyi, pp. 71-72, 76-π. 
89) Sovremennoe, p. 188. 
9이 Sysin, Ocherki, p. 30; Sovremennoe, pp. 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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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총 1 ，347명올 수용할 수 있는 두개의 아파트 건물이 완성되었다. 도서관， 

진료소， 유치원， 탁아소와 같은 서민에게 “사치스런” 부대시설을 갖춘 모범아파트 

였다. 그러나 아파트 세가 비교적 비썼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본래 의도한 사회계 

층이 아닌， 주로 사무원， 연금수혜자， 학생， 숙련 노동자들이었다 9lJ 

이상에서 볼 때 모스끄바와 빼쩨르부르그 시는 시립합숙소를 제외하면 서민들 

의 주거조건 개선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여기에 덧붙이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고， 2α: 초에 둥장하기 시작한 주돼건설회사나 주태조합도 서민들의 주거조건 

개선에 거의 도움올 주지 못했다. 제정 말기의 양 수도에 십수개의 회사들이 아파 

트를 건설하고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아직 규모가 영세할 뿐더러， 너무 비썼다. 

입주자의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중산층 - 교육가， 의사， 기타 자유업 종사자 -

이었다. 다만， 아마도 유일한 예외는 1002년 “서민주택조합”이 건설한 빼쩨르부르 

그의 가반스끼단지였다. 그러나 가족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 수는 1912년 모두 

1，껑0명에 불과하여 수도의 주태난 해소와 악화일로에 있는 서민들의 주거조건 개 

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9'l) 

맺음말 

제정 말기까지 도시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비록 이러한 진보가 주로 시 중심부에 제한되고， 또한 모스끄 

바에서 뚜렸했지만， 도로가 말끔히 포장되었으며， 현대적 대중교통수단이 동장하고 

가스퉁이 전깃불로 대체되었다. 교육 및 의료시설， 빈민구제 제도， 상하수도 둥도 

긍정적 변화를 맛보았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뒷 

전에 머물러 있었다. 실제 빈민굴은 제정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하나 

의 대표적인 측면이다. 중앙행정부의 무능과 낙후성이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 

가권력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간주되었던 시정부마저도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 만름은 그렇지를 못했다. 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시정부는 계급적 한 

계를 드러냈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시정부는 실질적 문제해결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조건이， 끼리야노프의 주장93)과는 달리， 점점 악화된 것은 

91) 위의 글， 188-189; Russkaia Vedomosti , July 9. 1909. 
92) D. Polupanov, “Zhilishchnaia nuzhda mery protiv neia v S. - Peterburge", 

Trudovaia pomoshch', No. 1. 1914. pp. 30-31; Alaverdian, Zhilishchnyi, pp. 86-88. 



제정 러시아의 빈민굴 149 

당연하였다. 제정 말기 두 수도 서민들의 주거조건은 유럽에서 가장 열악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사회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상상히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모습까지 

띄었다. 20C에 들어와 유독 러시아에서 두번씩이나 혁명이 발발하고 대도시에서 

혁명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이러한 도시서민들의 주거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 

았올 것이다. 

93) 끼리야노프는 빼쩨르부르그와 모스끄바 노동자들의 주거조건이 점점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았듯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끼리야노 
프의 그릇된 결론은 이 논문 〈표 3>에서 축소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 
이한 시기의 노동자틀의 주거조건올 비교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그 

러한 주장을 펴기에 너무 규모가 작을 뿐더러， 동일한 노동자， 동일한 거주지역을 대 
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끼리야노프의 견해에 대해서는 Kir'ianov, 
Zhiznennyi, p. 24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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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ms im vorrevolutionaren Rußland: Moskau und St. 

Petersburg 

Kyoo-Sik Lee 

Diese Arbeit besch홉ftigte sich mit der Frage über die Wohnbedingungen 
der städtischen Armen. l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es kam es 

zum Ausdruck, daß sich in den Ba11ungszentren wie Moskau und St. 

Petersburg a1s Folge der bäuerlichen zuwanderung die städt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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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schicht ausdehnte und eine Massenelend um sich griff. Die 
Wohnverhältnisse in Moskau und St. Petersburg befanden sich in 
alarmierendem Zustand, wie es früher auch anderswo der Fall gewesen war. 
Die st낄dtischen Unterschichten fanden selten ein menschenwürdiges Obdach. 
1n der Regel mußten sie sich mit den Pritschen, den zimmerecken oder son
stigen Sohlafstellen in den äußerst übervölkerten, kalten und feuchten 
“Gemeinschaftswohnungen" abfinden. Femer fristete ein bedeutender Teil der 

Unterschichten in den Nachtasylen und Fabrikkasemen, in denen 며e 
wohnverh흠ltnisse häufig noch, schlinmer waren. 

D왜 relativ niedrige Einkommen das beitrug, steht außer Zweifel. Man 
sollte aber auch Merkmale der russisehen Unterschichten nicht aus den 
Augen verlieren. Die russischen Arbeiter, die um den lebenswichtigen 
Nebenerwerb zu erhalten in die Städte strömten, waren in nicht nur 

rechtlicher, sondem auch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Hinsicht mit den 
Heimatdörfem ziemlich eng verbunden. Zumeist lebten diese “Bauemarbeiter" 
allein in den Städten, blieben häufig nur provisorisch, und schließlich gingen 

nach ihren aktiven Jahren in die heimat zurück, wo sie noch familien, 
Häuser, und Acker hatten. Also hatten sie allen Grund dazu, môglichst 
wenig im st낄dtischen Leben zu investieren. 

Eine Verbesserung der Wohnbedingungen lag über die Kräfte der 
Armen. Diese waren angewiesen auf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die 
aber ihnen nicht zu Hilfe kamen. Auch die Stadtverwaltung, 
zusammengesetzt aus den wirtschaft1ichen und sozialen Eliten, kümmerte 
sich - wie erwartet - sehr lange wenig um das 1ρs der städtischen 

Unterschichten. Erst seit dem Ende des 19 Jahrhundertes setzte sich die 
Stadtverwaltung notgedrungen für die Verbesserung der Wohnverhältnisse. 
Allerdings kam es zu spät und nicht gen디gend. Kein Wunder, daß sich die 
Vohnverhältnisse in den beiden Hauptstädten mit der Zeit nicht 

verbesserten, sondem eher verschlechter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