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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치면서 러시아 사회는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 사회는 이데올로기 

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중 사적 기 

업과 기업가 계층의 형성은 이 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업가의 형성에는 러시아 사회 변화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기업가의 형성 

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금했던 사적 소유의 허용을， 사회적 

으로는 새로운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변동을 정치적으로는 행정명령체제로부 

터 벗어나 독립경제체제에 따른 새로운 민주적 방식의 권력체제의 변화를， 경 

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경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가의 형성은 사회 변화의 총체적인 시각으로 고찰될 때만이 분석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업가의 형성은 러시아 사회 변화의 가장 돋보이는 결과물이자， 동시 

에 이 변화의 주요한 주체적 요인중의 하나이다. 기업가 계층의 등장은 경제 

자유화의 결과이자， 개혁의 가속화와 시장관계 발전의 보장이다. 기업가 계층 

은 순조로운 조건 속에서 자율적인 경제의 형성과 러시아에서 ‘열린 시민 사회’ 

의 형성을 강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의 위치 

와 역할의 규명은 곧 러시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다. 

본 고에서는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과정을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 

양하게 살펴보고， 기업가 계층의 연구에 대한 현재 러시아에서의 다양한 사회 

학적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기업가는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형성되었지만 그들의 성숙과 발전에는 많은 외적 내적인 제한들이 있음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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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가들을 개념적으로 유럽의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 

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러시아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의미의 ‘기업 

가’로 정의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이들올 서구 사회의 ‘자본가’와 같은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도 주요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에 처해있는 러시아 

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현재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90년대에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기업가 

들은 자신의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올 겪고 있다. 이것은 관리의 뇌물， 개인 경 

영자를 위한 임금 노동력으로서 둥장할 인구의 미준비， 수많은 범죄집단으로부 

터의 기업가들의 미보호， 그들의 경영 활동을 위한 경험 부족과 제반 미성숙한 

경제적 환경 둥둥 때문이다. 

러시아 기업가층의 형성단계에 대한 연구는 현대 러시아 경제학과 사회학 

문헌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사 

회계층으로서의 기업가의 발생과 형성단계를 기술하고 었다. 

즉， B. B. PallaeB는 기업가의 형성에서 4단계를 나눈다.0단계 - 1988년 이전 

까지， 1단계 - 1988-1989년 (협동조합에 대한 CCCP 법과 관련되어 있다)， 2단계 

- 1990-1991년까지 (산업조직의 영역에서 법적 묵인에 의해 나타난다)， 마지막 

으로 3단계 - 1992년부터 (대중적 인 사유화의 결과).1) 

기업가 형성의 기본 단계에 대해 H. M 5yHHH의 제안은 어느 정도 PallaeB의 

분류와 일치한다. 1989년까지의 첫 번째 물결은 개인사업에 대한 법률과 관련 

하여 시작되었고， 두 번째 물결은 1991년까지이며， 세 번째 물결은 1991년 8월 

이후 시작되었다 2) 

* 모스크바 국립대학 사회학 박사 
1) PallaeB B. B. PHCy31 npellnp뻐HMaTeJlbC뼈e CHJIY3TW // CTaHOBJleHHe HOBoro poccHAckor。

npellDpHHHMaTeJlbCTBa (CoUHOJlOrH'IeCkHA acnen) / nOll pell. B. B. PellaeB. - M., 1993. C. 

56-58. 
2) ByHHH 11. M. COUHaJIbH뻐 nopTpeT MeJlkOrO H cpellHero npellnpHHHMaTeJlbCTBa B Pocc뻐 // 

nOJll1c. - 1993. - No. 3. - C.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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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J\erreXHH은 기업가를 정부부문 출신자와 새로운 비즈네스맨으로 나누면 

서， 전자는 형성의 3단계로， 후자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3) 

10. A. POBeHCKHlI는 다음과 같이 기업가의 형성단계를 나눈다. 즉， 1단계 

(1985-1987) - 실험 단계， 2단계(1987-1988) - 협동조합운동 단계， 3단계 

(1989-199이 - 사적 기업의 법제화， 지하자본과 개인 산업활동의 합법화， 4단계 

(1991-1992) - 상업주의화와 크고 작은 비즈네스의 출현 단계 5단계 

(1993-1994) - 광범 위 한 사유화와 모든 종류의 기 업 의 발전 단계 ， 6단계 (1995 
부터) - 혁신과정의 시기 4) 

살펴본 위의 학자들 모두는 나름대로 타당한 점이 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은 상황평가의 다양한 척도 다양한 측면 그리고 다양한 강조점 

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러시아 기업가들 

의 발생과 발전에 있어서 모두 두 단계를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조건적으로 준비 단계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의 시점은 80년대 

중반부터 1991년까지이다. 그러한 구분의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80년 

대 중반부터 이 시기에 시장관계의 첫 번째 맹아， 무엇보다 협동조합활동이 나 

타나기 시작했고， 사적 기업을 법규정하는 최초의 법령이 채택된다. 

1991년에 보다 현실적인 기업가를 정의하는 주요 법률들의 토대가 마련되었 

다. 1992년부터 기업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대중적인 현상에 대한 것으로 

서 말할 수 있다. 이 때부터 러시아 기업가의 존재의 두 번째 단계 즉 형성단 

계가 시작된다. 그것은 소유자들의 출현 과정을 촉진시키는 사유화의 수행과 

법안의 채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단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기업가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다음 단계는 러 

시아 기업가층의 확립단계로 말할 수 있다. 시장관계가 러시아 경제에서 주도 

적인 우클라드 될 때，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 즉， 기업가의 일정한 

역할과 특질을 성격지우는 기업가의 확립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 

계의 구분을 이용해서 러시아 기업가 형성의 법규적，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서 그들의 사회적 초상을 기술해 보자. 

러시아 기업가들을 언급하는 최초의 법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제정되기 시작 

3) J1ellexHH B. A. 06m.eCTBeHHO-llOJIIITH'IeCKHe llpoueCCbI B cpe.ae llpe.arrpHHlIMaTeJIell. M., 1994. 
4) POBeHCKHII 10. A. 3BOJllOUH$I MaJIOrO llpe.allpHHHMaTeJIbCTBa B POCCHH // C。뻐aJIbHO -llOJIHTH'I 

eCKHII *ypHaJI. - 1996. - Nα 2. - C.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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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최초의 자영 국민의 형태， 즉 개 

인적 노동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법들에는 시장 경제로 

의 과도기의 첫 실현 단계에서 몇 가지 잠정적인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 

1986년 1월 KTICC 'l7차 총회 에 서 고르바초프는 시 장관계 특히 협 동조합활동 

의 발전을 향하여 진로를 잡았지만 바로 그해 5월에 생긴 무노동 수입에 대한 

법령은5) 사적부문에서의 합법적 비합법적 생산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많은 사 

람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1986년 11월에 채택된 <개인적 노동 활동〉에 대한 법(1987년 5월부터 실효 

되고 있는)은 사적 기업의 작업의 규칙을 정의했지만， 기업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6) 법은 사적 활동이 주된 직업이 될 수 없고 국영부문에서 

양자택일적인 일이 될 수 없다고 정의했으나 고용노동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 

았으며 또한 관계자에게 허가증을 받도록 강요했다. 이 허가증은 종종 받기가 

힘들었다. 그것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CCCP에서의 비국영 기 

업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2월에 채택된 <국민의 생활양 

식 봉사에 대한 협동조합의 창설에 대하여>라는 법령에서 7) 비슷한 방식으로 

협동조합들이 단지 지방행정 위원회와 국가 기업 혹은 조직체의 허용으로서만 

창설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1988년의 법은8) 많은 수준에서 비국영 기업의 이 

해에 응했지만 그것에는 사회주의적 기업과 자본주의간의 경계가 포함되어있 

었다. 다음에 오는 법안들은 특히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협동조합 창설의 가능 

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그리고 협동조합 생산의 최고 가격을 정의하고 

수입에 대한 특별세를 징수할 권력을 지방 조직에게 허용하면서 여러가지 방 

5) 0 MepaX no yCHAeHH~ 60pb6~ C HeTpynoB~H nOXOnaMH. nOCTaHOBneHHe UK KnCC OT 15 Ma 

~ 1986 r. // PemeHH~ napUHH H npaBHTenbCTBa no x03~AcTBeHH~ BonpocaM(1985-1986), 
4. 2. M., 1988. c. 280-잃5. 

6) 06 HHnHBHnyanbHoA TpynoBo꺼 ne~TenbHOCTH. nOcTaHoBneHHe BepxoBHoro COBeTa CCCP OT 

19 Ho~6p~ 1986 r. // PemeHH~ napUHH H npaBHTenbCTBa no x03~AcTBeHH~ BonpocaM 

(1985-1986). - M., 1988. - c. 489-499. 

7) 0 C03naH뻐 KoonepaTHBOB no 6~TOBOMY o6c~HBaHH~ HaceneHH~. nOCTaHOBneHHe COBeTa 

MHHHCTpOB cCCP ν Co6paHHe nOCTaHOBneHHA npaBHTenbCTBa cCCP (oTnen nepBμA) ， T. 

11. - M. , 1987. c. 227-232. 

8) 3aKOH “o KoonepaUHH B cccP". CT. 355 // BenOMOC깨 BepXOBHoro COBeTa CCCP. T. 22. -

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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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로 기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80년대 중반부터 91년까지의 기업가 형성에 대한 법규는 불완전 

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 

하고 러시아의 현대 기업가들의 맹아가 될 수 있는 집단들이 이 시기에 생겨 

나기 시작했다. 

1987-1989의 시기에 그 당시의 법규의 관점에서 비합법적으로 기본적 재정 

을 조성하였던 협동조합가들이 탄생되었으며， 많은 사적 회사의 관리자들은 불 

법적인 비즈네스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을 직장으로 끌어오기를 원했는데， 왜 

냐하면 이들은 아주 경험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도 

매와 소매 사업과 서비스가 활동의 주요 부문이 되었다. 러시아 사적 기업가 

들의 웅답자들중 거의 40%가 이전에 “지하 비즈네스” 기본적으로는 서구 국 

가로부터 불법적으로 들여온 물건의 투기를 하고 있었으며， 22.5%는 이전에 형 

사적 책임에 연루되었고， 25%는 형사범죄상의 세계와 관련된 친구들을 가졌 

다.9) 이 시기의 몇몇 러시아 사적 기업가들은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범 

주(근무자수와 거래량에 따른)에 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중 대부분은 

계속해서 소규모 비즈네스의 부문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합법적인 기업가중 최초의 전형적인 기업가는 젊지 않은 남자， 그 

리 높지 않은 교육수준과 미숙련의 그리고 때때로 범죄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다. 그들 활동의 주요 영역은 정부 상업망의 값싼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들여서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을 통해 야주 비싸게 되파는 상엽， 중개 등등이다. 

1989-1990년의 시기에는 주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었던 산업 자본을 자신의 

경험과 인간관계의 덕택으로 그 자본을 성공적으로 굴리게 된 국영산업기업체 

의 관리자와 지적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가들이 나타난다. 사적 기업가의 거의 

절반인 46%가 산업기업체와 웅용 과학 연구소로부터 이 분야로 왔으며， 15% 

는 이전에 정부와 관청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공산당 기구와 콤소몰의 2.4%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들에서 근무했다.10) 즉 1989년에서 1991년 중반까지 젊 

은 숙련가들이 무대로 등장한다. 활동의 기본적인 영역은 중간 지국과 컴퓨터， 

기획 상품， 복잡한 기계 상품의 상엽이다. 

기업가 계층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는 법규적 기초의 불충분함과 미약함이 

9) POCCH~ B 3epKane pe$opM / noa 0여. pea. M. K. rOpmKOBa. - M. , 1995. - c. 76. 
10) llYPKep n.φ. HOBOBeaeHH~ H npeanpHHHMaTenbCTBO // npo6neMW ynpaBneHH~ 3KOH。뻐Koll. 

B꾀n. 23. npeanpHHHMaTenbCTBO B npo뻐mneHHO pa3BHTbIX CTpaHax. - M. , 1992. - 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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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1년부터 입법가들로 하여금 깊이 있고 

근본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기초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1991년 입법 활 

동은 새로운 수준에서 러시아 기업의 발전을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었다. 

1991년 CCCP와 PCφCP의 최 고 소비 에트는 고르바초프 시 대 의 특정 이 었던 개 

인 창의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그리고 미약한 경제정책의 중지에 대한 확 

고한 법규를 숭인했다. 1월부터 7월까지 본질적으로 기업을 승인하는， 그리고 

정부 통제하의 다수 기업올 축출하는 제반 일련의 법들이 효력을 발생했다. 

기업가의 본격적인 형성올 가능하게 하는 법규적인 흐름은 1991년 1월 4일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가 〈기업체와 기업활동에 대하여〉라는 법을 채택한 이후 

에 나타났다. 이 법에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즉 기업가적인 활동(기업)은 이윤 

획득을 지향하는 시민과 그들의 연합의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된다 11) 기업가의 활동은 기업의 조직법적 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영역에서 자 

신의 위험과 재산상의 책임성 하에 실현된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도 

사적인 비즈네스를 할 수 있으며 사적인 소유를 할 수 있다. 법은 개별적인 시 

민도 그들의 연합도 - 집단적 기업(파트너) - 기업의 주체로 인정한다. 임금노 

동의 도입이 없는 기업가적인 활동은 개인적 노동 활동으로써 둥록될 수 있고， 

그것은 소유주로서도 소유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도 실현된다 12) 

사적인 기업의 길을 트는 러시아 법에 이어 4월에 CCCP 최고 소비에트에 의 

해 승인된 <CCCP에서의 시민의 기업 일반원리〉라는 법이l3) 뒤따랐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윤 혹은 개인적 수입의 획득을 지향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 

의 위험부담으로 법인 - 기업 - 이 책임올 지고 실현하는 시민들의 주도적이 

고 독자적인 활동을’ 숭인했다. 

그리고 나서 1991년 7월 1일 CCCP 최고 소비에트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기업 

을 끌어내는데 목적이 두어진 〈기업의 탈국가화와 사유화의 기본적 원리에 대 

하여〉라는 법을14) 승인했다. 4월과 7월에 채택된 이 법들은 사유화를 자극하 

11) 0 npe，llnp뼈깨~X H npennpHHHMaTenbCKOR ，lle~TenbHOCTH: 3aKOH PCφCP ν npe,llnpHHHMaTen 

bCKa~ ，lle~TenbHOCTb B POCCHH. C60pHHK 3aKOHO，llaTenbH퍼X H HOpMaTHBHbIX aKTOB. - M., 

1991. - c. 28. 
12) 0 npennpH~TH~X H npennpHHHMaTenbCKoR ，lle~TenbHOCTH: CT. 1-3// TaM *e 

13) 06 H3MeHeHI깨 H npH3HaH뻐 yTpaTHBmHX cHny pemeHHR npa뻐TenbCTBa CCCP B CB~3H C 3 

aKOHOM CCCP “0606뻐X HaqanaX npe，llnpHH뻐aTenbCTBa rpa*,llaH B CCCp" ν Co6paHHe n。

CTaHOBneH때 npaBHTenbCTBa CCCP (oT,llen nepB뼈). T. 24. CT. 91. - M., 1991. - c.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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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되었던 그 시기의 몇몇 법안 규정들 중의 하나이다. 뒤이어 러시아 

정부는 사유화 과정을 가속화했다. 1991년 8월부터 모든 일련의 다양한 부문에 

서 사유화에 대한 규범적 문건들이 채택되었고 12월 26일 러시아 의회는 사유 

화의 실현단계를 정의하는 강령을 채태했다. 경제의 재건에 대한 새로운 법들 

이 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다른 공화국에서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기업가들에게 기업가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기업가적인 환경 

은 기업 발전을 위한 순조로운 조건과 가능성을 명시하는 개념이다. 산업과 

교환의 분야에서 개인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의 법은 몇몇 근본적인 경제적 자 

유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 수단 소유자의 권한과， 복지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권한은 몇몇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권한과 자유와 관련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91년에 기업가 형성을 위한 일련의 법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유화가 실시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유화는 산업의 개편과 발전을 위한 자본 도입의 조건을 창출하지 

않았다. 이것의 최초의 원인은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현실적인 원칙들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탈국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사유화의 프로그램에 

분명한 목적의식적인 방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뿐 아니라 소유 

대상의 평가방식과 빠른 속도 그리고 사유화의 규모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들에 의해 보여지는 사유화의 경제적 비효율성의 사실은 

보다 심각하다 15) 

러시아에서 사유화 과정의 근본은 소유의 “탈국가화” 였다. 그것은 독자적인 

기업， 협회， 협동조합， 임대기업과 주식회사， 사적 회사로의 단일행정명령 체계 

의 붕괴를 반영했다. 그들 모두 중앙 정부 기구가 통제를 잃은 정부 재산을 자 

기화 했고， 사용했으며， 사고 팔았다. 1991년 10월에 8개의 소비에트 공화국들 

이 사유화와 시장경제의 길에 따라가도록 그들을 강요하는 경제적 협약에 서 

명을 한 이후 러시아 의회는 사유화에 대한 법규를 채택하면서 이 작업을 지 

도했으며， 이제 러시아에서 모든 종류의 기업이 괄목할만하게 형성되었다 그 

14) “06 OCHOBHμx HallaJlaX pa3rocYllapcTBJleHH.s! H rrpHB aTH3aI1HH rrpellrrpH.s! THl!" 3aKoH CCCP 

ν I13BecTH.s!. 1991. 8. aBrycTa. - C. 3 
15) CM.: Ka6aJ1HHa B. 11., KJlapK C. npHBaTH3aI1H.s! H KOHTpoJlb Hall rrpellrrpH.s! TH.s!MH B POCCHH ν 

MHpOBa.s! 3KOHOMHKa H Me*llyHapoIlH~e OTHomeH깨. - 1995.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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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개인적인 사적 소유를 위해서도 아니고 조합적인 사적 소유를 위해서도 

아닌 확립된 분명한 소유의 권한이 없었다. 

1994년 6월 31일 바우처 사유화의 1단계가 끝났다. 사적 소유자들의 손에 러 

시아에서 펑균적으로 소규모 사유화 대상의 74%가 옮겨갔고， 약 4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주주가 되었으며 거의 백만 명이 동록된 소 기업체를 획득했으 

며， 9백만 이상의 사람들 혹은 약 근로자 총수의 약 15%가 현재 그곳에서 일 

하고 있다. 21 ，000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주식회사화 되었다. 농업 산업의 

총수는 1994년 상반기에 270.000에서 286애0개로 확대되었다.16) 통계적 지표의 

관점에서 수행된 바우처 사유화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사유화의 목적이었던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어떠한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 완수된 바우처 사유화의 결과는 이른바 실질적으로 책임성 있는 소유 

자들만을 위한 소유 권한의 재분배였다. 다시 말해， 대다수에게는 소유의 사용 

정지를 위한 전제가 만들어 졌고 소수에게는 집중을 위한 전제가 만들어졌다. 

기업체의 노동집단과 동일하게 사유화에 참가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던 선생， 

학자， 의사， 군무자 등등의 사회적 영역의 종사자들의 차별대우， 기업의 파산과 

정을 야기한 사유화의 범죄화 기업체의 주식에 따른 이익배당금의 크기에서 

대다수 주주들의 환멸은 자신의 ‘바우처적인’ 희망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낳게 했다.17) 그러한 종류의 시장으로의 도입은 현저하게 국민의 많은 집단의 

기업가적 수행을 떨어뜨렸다. 자신의 일을 조직하려고 자금을 모으고자 희망하 

는 용답자의 비율은 1992년 8월에서 1994년 5월까지 22%에서 11%로 떨어졌 

고，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은 18%에서 10%로 떨어졌다 18) 이러한 바우처에 의 

한 사유화에 뒤이어 현재는 자본의 매입에 의한 사유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역 

시 대부분의 소유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유화 과정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활동의 부흥， 

자신의 자연적인 귀결에 의한 산업의 새로운 형태의 출현과 확정은 그들에게 

고유하고 중요한 행위의 지향을 지닌 사람들의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키게 한 

다. 러시아 기업가의 개인성과 사회적 초상은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16) CM.: PelþopMHpoBaHHe POCCHH: M때bI H peaJlbHOCTb / PyK. r. B. OCHnOB. - M., 1994. - c. 
324. 

17) nOAPo6Hee CM.: PelþopMHpoBaHHe POCCHH: M빼bI H peaJlbHOCTb / PYK. r. B. OCHnOB. - M., 

1994. - c. 324-325 
18) CM.: KaK 뼈Bemb ， POCCH~? - 1992. aBrYCTa; 1994.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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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초상은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한다. 1992년이 되면서 러시아의 기업가의 존재의 다음 단계 즉 형성 단계 

를 위한 법적 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1991-1992년의 시기에는 우선 기본적인 자금을 찾아내면서 재정적 자원(그 

당시의 “지하경제”에서 축적되었던)을 활용할 수 있는 소매상업， 서비스， 교통， 

건축 분야의 사유화된 기업들의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실업가들이 기업을 형성 

했다. 그들은 지하 비즈네스에서 이미 승인된 자원과 수입원들을 합법화시켰 

다. 

1992년 중반부터 관망중이던 기업가 사이에서 다양한 성격의 잔재주에 치우 

친，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은 교육수준을 지닌 그리고 때때로 범죄적 과거와 

혹은 반범죄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새롭게 진출했다. 그들은 일년 전에 진 

출했던 이전의 젊고 교육받은 기업가들을 빨리 제쳤으며 오늘 날 “신 러시아 

인” 혹은 “신 부자”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계층의 대부분을 이룬다 19) 

1992년부터는 훨씬 다양한 기업가층이 출현한다. 여기에는 주로 국민적 물품 

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농민， 가내업자， 수공업자들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는 지적 서비스와 중개업무(법무인， 자문， 정보， 은행， 보험， 정보와 엔지니어링 

의 활동)를 수행하는 학문 예술 문화의 종사자들도 나타난다. 그들이 투자하 

는 (주로 소기업체를 창설하면서) 기본적인 자원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때때 

로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을 포함하여 경쟁력이 있는 노하우이다. 이러한 움직 

임은 새로운 기업가의 형태를 낳았다. 이들은 자신의 기술적 분야의 해결 능력 

과 자신의 지식에 기초하면서 비즈네스에 참가했던 사람， 즉 기능 기업가이다. 

동시에 사실상 무에서 시작하여， 충분한 인간관계와 물질적 재정적 자원의 도 

입을 위한 다른 가능성을 지니지 않은 채 그들은 소기업이 수반하고 있는 모 

든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위험을 방어해 내고 있다. 

또한 기업의 발전을 앞지르면서 금융 분야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기 

업가의 형태， 즉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인 금융 

가를 낳았다. 이러한 은행과 보험 활동의 분야에서 그리고 부동산둥 기업가적 

활동에서 비즈네스가 발전하였다. 즉 신용금융분야에서 러시아의 사적 비즈네 

스의 발전은 급속한 신장을 보여주며 오늘날 대규모의 현대적 금융매니저의 

19) 5aõaeBa 11. B., K03JJOB 11. A. Pe3HH lIeHKO 11. A., TapmHc E. ~. CyõbeKThI phlHOllHOl! 3KOHOMHK 

H POCCHH (J<faJJ뻐 ÕH3Hec) // COUHaJJbHa~ CTpyKTypa H CTpaT빼HKau~ B yCJJOBH~X ~OpMH 

pOBaHH~ rpa%llaHCKoro oõmeCTBa B POCCHH. KHH:t<Ka 1. - M., 1995. - C.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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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적 기업가의 합법화(지하 기업가도 포함하여) 이후 1991년 중반 

부터 러시아 비즈네스는 폭넓게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비즈네스맨들의 모 

든 연령층에서 노동자 출신들이 나타나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 자신의 

소유로 창출된 사적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일생을 일해왔던 사업의 전문 

적 지식으로 기업을 창설한 전문가들이 비즈네스에 참여한다. 사적인 산업 회 

사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그들의 전문성과 업무적 적극성이 주요한 역할올 띠 

게 된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20) 러시아 기업가의 평균 연령은 30-40살이며， 남자가 지 

도적 위치의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82.3%)이 고둥 교육올 마쳤으며， 

그들 중 기술 인텔리는 70.7%이며 경제학자는 15.4%이다. 법학자는 아주 적 

으며 (4.2%)， 그 밖의 인문학자는 6.2%이며， 의학 집단은 5.8%이다. 거의 1/10이 

다른 분야의 이차 교육을 받았다. 이전의 그들의 기본적인 활동 영역은 건축， 

산업， 과학과 교육， 도소매상， 공공 식료， 일상적 서비스， 건강 부문이다. “사회 

여론”폰드의 설문통계에 따르면 기업가의 3/4이 2세대의 인텔리이며 단지 일 

부가 노동자 출신이다.21) 기업가들의 주요 사회적 충원 집단은 크게 노멘클라 

뚜라， 암흑가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대중적 물결의 구성원들로 파악되고 있 
다 22) 

기업가 계층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형성되었다. 1992년에 러시아에서 사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경제인구 중에서 6-8%, 즉 420-많0만 명을 

차지했고，껑) 1993년 1월에는 22%인 1600만 명을 차지하였다.갱) 1995년에는 경 

제 분석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사적 부문 종사자들은 36%인 2600만 명에 달 

하게 되었다.정)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996년에 사적 부문의 종사자들 중 기 

업체의 소유주는 약 3%이며 개인적 노동활동가들은 약 4%를 구성하고 있 

20) PanaeB B. B. POCC뼈CKHe npennpHHHMaTenH - KTO OHH? // BeCTH싸( CTaTHCTHKH. - 1993. 
- No‘ 9. - c. 4-5. 

21) EiyHHH H. M. COllHaJlbHhll! nopTpeT MeJlKOrO H cpenHero 6H3HeCMeH / / HOBoe BpeM51. -

1994. - No. 19. - c. 14. 
22) CM : φypCOB B. COllHaJIbH버e HCTOQHHKH nOnOnHeHH~ rpynnhl npennpHHHMaTeJlel! // Py6e*. 

- NO.8-9. 
23) OCHOBhI npennpHHHMaTeJlbCKOrO neJla. - M., 1992. - c. 29. 
24) CM.: 3KOH。뻐Ka H *H3Hb. 1993. - No. 7. 
25) H3BeCTH~. 1995. 20. OKH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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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이리하여 기업가는 사회 심리적 공통성(최근 다양한 기업가 연합의 창설， 대 

회개최， 비즈네스맨 지원 폰드의 조직 둥둥이 보여주는)이 있는， 그리고 고유한 

힘의 기초에 근거한， 그리고 전망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특정 

한 사회 집단으로서 형성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가적 활동은 개인과 직업 

상의 자기현실에 만족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 

업가의 대부분(2/3)이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확신하고 있다.27) 

그리하여 시장경제의 주체 계층의 형성은 충분히 멀리 진척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언론에서도 그리고 학문적 문헌에서도 충분히 언급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했다. 즉 과거였다면 놀란 만한 그리고 분명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 사회적 계급의 분화， 국민들 다수의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 

락， 충분한 자격과 도덕적 책임성을 지니지 못한 소유주들로의 소유의 이전 등 

등의 결과를 야기했다. 기업 소유자 계층의 양적인 성장은 때때로 그것의 질적 

인 악화를 수반한다. 

긍정적인 결과로는 특히 생산 부문에서 일하는 고둥학력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만족， 새로운 조건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적 적용， 물질적 복지 

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개선과 노동 강도의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명화된 기업가 계층의 형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 개혁 

에 적응하는 사회적 집단이 발생하고 시장경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합치하 

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이 대중적 형태로 형성된다. ‘시장경제의 주 

체’로서 사회적으로 결속된 계층의 형성은 아직 개혁의 주요한 달성 중의 하나 

로 남아있다. 

러시아 기업가에 대한 방법론 연구 

현재 러시아 학자들은 사유화의 진행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주체들에 대해 

26) 3KOHO뻐맨CKHe H COUHaRbHNe nepeMeHN: MOHHTopHHr oõ~eCTBeHHoro μHeHH.lI.- 1996.-
No. 5.- c. 34. 

27) rpHmeHKO lI<. M. , HOBHKOBa J1. r., J1an~a H. H. COUHaRbH뻐 nopTpeT npennpH배MaTeR.ll / / co 
UHC.- 1992.- No. 10.- c.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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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와는 달리 ‘자본가’라는 개념이 아닌 ‘기업가’라는 개념을 엄격히 구분 

하여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에 있어서 ‘자본가’는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뿔 달린 도깨비’로 묘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묘사된다. 학문적 

개념， 혹은 사실적인 의미 이전에 ‘자본가’라는 개념은 이미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낙인찍혀진 단어이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 

전시키기 위해 개혁과 개방 그리고 사유화와 시장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주체들은 ‘기업가’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이들은 자본가와 같은 임금노동의 

착취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 추구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함과 동시 

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매김 된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가들의 새로운 현상에 대한 논 

의에는 “기업가 와 “기업가적인 기능”이라는 이론적 범주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개념들은 본래 서구 경제사상사의 일정한 전통으로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라는 개념부터 현대 러시아 사회의 ‘기업가’ 

의 의미를 고찰하게 된다. 

기업가 이론은 본래 서구 경제학에서 보편적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이 개념 

은 경제적 진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구 경제학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들의 경제사상사에서 ‘기업가’라는 개념은 ‘자본 

가’， ‘공장주’， ‘기능 자본가’， ‘상인’， ‘관리자’ 등등의 개념과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다. 

기업가의 개념을 경제이론으로 도입한 최초의 사람은 P. KaHTHJlbOH 

(1680-1734) 이다 KaHTHJlbOH에 따르면， 기업가는 위험한 조건에서 행동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상인， 농민， 수공업자， 도적， 거지 그리 

고 그 밖의 소소유자 동등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정한 가격으로 타인의 물품 

(생산재와 소비재)을 사서 위험한 조건에서 행동하면서 다른 더 높은 가격으 

로 물품을 판다. KaHTHJlbOH은 기업가의 모든 형태의 특징 속에서 미정의 수입 

에 최상의 의미를 계속 둔다. 따라서 위험은 그러한 기업가의 아주 중요한 특 

징이다. 위험에 대한 대비라는 본질적인 성격이 기업가를 구별케 한다. 그의 

기본적인 경제적 기능은 다양한 상품시장에서 수요에 일치하는 공급의 도입에 

있다 28) 

게다가 KaHTHJlbOH에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교환의 모든 과정들 

은 기업가들의 손에 의해 실현된다. “자본가 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인 

28) Hebert K., Link A. The Entrepreneur.- N. Y., 1982.-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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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공업자는 KaTHJIbOH에게 있어서 기업가의 인성들 중의 단지 한 인성이지 

만， 고용된 종사자로서의 “관리자”는 기업가가 될 수 없다. 기업가들은 반드시 

기능 자본의 소유주는 아니다. 그리하여 KaTHJIbOH은 생산영역에서의 자본가의 

기능과 기업가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기업가는 표준적이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서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결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능력을 지 

니는 시장 관계의 주체로서 KaTHJIbOH 의해 본질적으로 정의되었다.영) 

“정치경제학론"(1803)이라는 )((. -0. C3R의 저명한 저작은 기업가 이론 발전에 

서의 다음 단계이다. C3R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그리고 어떤 생산품을 제 

조하기 위해 일에 착수하는 사람으로서 기업가를 정의했다.때) C3R에 따르면 기 

업가는 생산의 요소들을 조합하며 낮은 생산성과 이윤성의 분야에서 높은 수 

익성과 생산성의 영역으로 경제적인 원천들을 보다 확실하게 이동시키는 경제 

적인 대리인이다. 기업가의 기능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결합， 정보수집과 

필요한 경험의 축적， 결정권한과 생산과정의 조직이다. 게다가 생산 요인들의 

결합을 위한 매니저로서의 기업가의 의미가 정의되었다. 

분명히 C3R는 생산요소의 관리자와 조정자로서의 기업가의 정의에 열중했다 

는 점에서 KaHTHJIbOH과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본가와 매니저로부터 

기업가가 구별되는 특정한 기능의 분리가 또한 연구된다. 즉， 기업가 활동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이고， 위험적인 성격과 생산관리에 대한 구습을 고집하는 일 

상의 작업과의 차이에 대해 C3때는 특히 중요성을 둔다. 여기에서 기업가와 

“단순 관리자”의 기능의 차이점이 분명히 보여진다.31) 

한편 C3R는 기 업 가의 이 윤은 두 부분 즉， 산업 으로부터 의 이 윤과 자본으로 

부터의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기업가는 또한 자본소유주와 차이가 

난다고 강조한다. 그뿐 아니라 기업가는 C3R에 따르면 생산경영 과정의 다른 

참가자들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자신은 아는 한에 있어서 중개로부터도 이 

윤을 얻는다 32) 이것은 기업가를 공장주와 구분하며 상인과 기업가를 가깝게 

한다. 

)((. -0. C3찌의 “정치경제학론”에는 이후에 발전된 기업가 이론의 대부분의 방 

향성의 맹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P. KaHTHJIbOH의 전통에서 기업가적인 기능 

29) CM.: ASTOHOMOS B. C. AKTya.nbHble npo6J1e뻐 nOJlHTH'leCKol! 3KOHOMHKH KanHTaJlH3Ma.- M. , 
1990. 

30) C3l! lI< .-B. TpaKTaT nOJlHTH'leCKol! 3KOHOM뻐: nep. C aHrJl. M., 1986.- C. 17. 
31 ASTOHOMOS B. C. l!eJlOSeK S 3epKa.ne 3KOHOMH'leCKTl! TeopHH.- M., 1993.- C. 138. 
32 C3l! lI<.-B. TpaKTaT nOJlHTH'leCKol! 3KOHOM배: nep. C aHrJl. M. , 1986.- C.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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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과 불가피한 그리고 보험에 속하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수입의 원천 

올 발견한 H. TIOHeH과 X. MaHrOJlbllT 같은 독일 경제학자 역시 기업가 현상에 중 

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P. KaHTHJlbOH과 1I<. -0. C3ß가 기업가 이론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대비하여 K. MapKC의 ‘기업가’에 대한 견해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MapKC에게 있어서는 ‘기업가’ 혹은 ‘기업가적인 기능’이라는 개념은 독자적으 

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개념은 그의 ‘자본가’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내포 

되어 있다. 그런데 MapKC 이전까지는 기업가 활동에 대해서 경제 기능적인 측 

면에 비중이 두어졌다면， 마르크스주의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정치·이데올 

로기 동동 전반적인 분야로 연구를 확장시켰다. 

기업가(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자본가)의 경제적 기능 분석에 대한 MapKC의 

방법론은 영국 고전학파의 전통에 일관되었다. “자본론”의 1권과 2권에서 자본 

가는 자기증식로의 자본의 객관적인 추구를 구현하지만 3권에서는 소유자본가 

와 기능자본가 사이의 분할과 관련하여 감독과 관리에 따른 노동을 실현하고 

이 뱃가로 “기업가적인 수입”을 얻는 자본가에 대한 것으로 나아간다. 

추상의 첫 번째 수준은 1권 4장에서 제시되었다 (“자본으로의 화폐의 순환"). 

여기에서 “인격화되고 타고난 의지의 형태로 그리고 자본의 의식에 의해 "33) 자 

본가의 형상이 최초로 무대에 나타난다. 이 분석의 수준에서 자본은 아직도 극 

단적인 추상적인 형태에서 나타난다. 즉 불특정한 형태로 자기증식하는 가치 

이다. 자본가의 개념도 여기에서 추상이다. “추상적 부의 증대하는 수탈이 그 

것의 수행의 동력의 유일한 동기인 만큼 그것은 자본가로서 기능한다 "34) 그러 

한 추상은 경제적 행위의 동기 즉 자본가의 주체적인 특정과 연관되었기 때문 

에 그러한 자본가의 특수한 목적올 위한 기능과 기업가를 대비할 수 있다. 

절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의 비밀올 밝힌 추상의 두 번째 수준은 “자본론" 1권 

의 3절에 있다. 자본가는 여기에서 다른 계급적 개인 - 임금노동자 - 과 대립 

하는 임금노동의 착취자이며 계급적 개인이다. 

자본가 형태의 다른 경계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련된 4절에서 그려 

진다. 여기에서 자본가의 기능은 노동의 사회적 분화와 그것의 생산성의 확대 

와 상호관련되어 있다. 협동조합-매뉴팩처-공장， 즉，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33) Mapl<c K. KanHTaJl. T. 1. / / Mapl<c K., 3HreJlbC φ. CO'l., T. 23. C. 164. 
34) TaM lI<e, C.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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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국면의 각각에는 또한 노동력과 기술적 과정에 

대한 관리의 증대하는 의미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관리， 감독， 조화”는 이 

러한 생산의 방식 속에서 자본의 기능이며 또한 즉 자본가의 기능이다. 자본의 

특수한 기 능으로써 관리 는 자신 속에 또한 “사회 화된 노동과정 의 착취 의 기 능” 

을 내포하고 있다 35) 

3권에서 MapI<c는 소유주와 기능자본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자본가 사이의 차이이다 물론 이중 단지 두 번째 즉 기 

능 자본가(산업가와 상인)와 기업가를 대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수입을 MapI< c가 “기업가적”이라고 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한 절에서와 처럼) 자본가의 기능은 감독과 관리에 따른 

노동으로 귀결된다 MapI<c는 자본가가 여기에서 “단순 관리자”이며 금융 자본 

가와의 관계에 따른 “종사자이며 게다가 임금 노동자”로서 등장한다고 쓰고 있 

다 36) 

MapI<c는 자본축적 과 잉 여 가치 의 획 득의 가장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로써 혁 

신에 관심올 가졌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이 경제 활동의 주체 

로부터 그들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요구하며 그러한 것이 없이 경제적인 시합 

에서 숭리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진보를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끝까지 고 

려하지 않았다 MapI< c는 산업영역에서의 활동하는 자본가와 기업가의 기능을 

동일시했다. 

이컷의 주요한 원인은 자본주의적 경제의 볍칙과 카테고리의 MapI< c에 의한 

연구의 균형의 성격에서 주로 기인한다. 균형 방법론 이것은 물론 과학적 분 

석의 전적으로 정당화된 방식이며 그의 틀에서는 창시자로서의 기업가의 문제 

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MapI< c는 불변적인 생산의 기술적 수준의 전제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일관적인 전제로부터 공정하게 나온다 37) 이뿐 

아니라 자본론에서 그려지는 시장들 이것은 동일하고 자유롭게 재생산되는 생 

산물의 시장들이다 

그러한 전제의 틀에서 기업가는 공간이 없다. 이와 같이 MapI< c는 기업가와 

자본가를 동일시했으며 그것 안에서 단지 생산과정의 투자자이며 임금노동자 

의 착취자이며 단순 관리자라는 것만을 보았다. 

35) TaM lI<e, C. 342. 
36) MapI<c K. KamlTaJI. T. 3. ν Map I<c K. , 3HreJlbC φ. CO 'l., T. 25 C. 420 
37) KoraH A.M. B TBOp'lec I<oA J1a60paTopHH KapJla Map I<ca.-- M. , 1983. C. 68-84. 



312 러시아연구 제7권 

당연히 영국 고전학파의 반대자로 알려진 독일 역사학파의 기업가 현상에 

대한 방법론은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완전히 대립되었다. 정신적， 도덕적， 경 

제활동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역사 학파의 대표자들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정신 

적 측면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기 업가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M. Be6ep, B. 30M6 

apT, }]. BpeHTaHO, r. lIlMoJlJ1ep 동의 독일역사 학파는 과거의 안정적인 구조를 파 

괴하는 용감한 혁신자로서 이해되어지는 기업가의 이론에 현저한 공헌을 가지 

고 왔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 기초와 기업가의 

주체적인 특성에 많은 주의가 기울어 졌다. 

전반적으로 바로 독일역사학파의 방법론은 기업가 이론에 새로운 계기를 가 

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모든 경제체계의 동력을 부여하는 기업가의 혁 

신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에 대한 중시이다. 이러한 기업가 이론은 찌. myMneTep의 

“경제발전이론”의 저서에서 보다 완전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 

myMneTep는 기업가를 경제발전의 기본적 현상과 주요한 원동력이라고 부른 

다. 기업은 생산 혹은 순환에서 새로운 조합의 실현 혹은 다양한 새로운 체제 

의 도입을 기능으로 하는 산업의 주체이다. 그는 조성된 균형의 상태를 깨는 

혁신가로서 기업가를 제시한다. myMneTep에게 있어서 기업가의 사업은 경제의 

균형 잡힌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각각의 발전의 기초이다. 이 

사업은 “새로운 조합”의 실현이라는데 있다. 즉， 

1)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복지의 제조， 

2) 새로운 생산방식(기술)의 개발과 이미 존재한 복지의 상업적 이용， 
3) 판로의 새로운 시장의 이용， 

4) 원료의 새로운 수원의 이용， 

5) 영역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자신의 영역의 창조· 혹은 타인의 영역 독점 

의 파괴 등둥이다.38) 

myMneTep에게 있어서 기업가란 적극적인 기업가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 

고 그가 사업을 하는 그 순간에만 기업가로 불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산업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조합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기업가적 사업에 대 

해 실제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보통의 산업과정이 전 

통적인 사업적 형태로부터 새로운 조합의 밟아 다져지지 않은 길로 방향을 바 

꾼 그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IDyMneTep에 따르면 기업가의 혁신 

은 모든 운동의 원천이고 그것은 기업가적 사업의 주요한 특징이다. 

38) ffiyMneTep H. TeopH~ 3KOHOMHQeCKOrO pa3BH깨~: nep. C HeM.- M., 1982.- C.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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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그는 소유주가 아 

니고39) 위험을 무릅쓴 자본가들이 위임하는 신용으로 그에게 필요한 생산의 

요소들을 사기 때문에 40) 그 점에서 mYMneTep적인 기업가는 다른 학자들과 구 

분된다. mYMneTep는 소유자의 지위가 정해진 그리고 필수적인 기업가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기업을 모든 사회경제형태의 보면적이고 경 

제 일반적인 기능으로 여겼다. mYMneTep에게 있어서 기업가의 경제적 기능은 

그 개인성의 특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업가가 되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기업 

가는 특정한 형태를 구성한다. 그가 더 많은 복지를 얻을 수록， 그것들을 더 

얻으려고 한다. 획득으로부터의 만족의 감정(기분)과는 관련 없는 무엇으로도 

한정되지 않는 복지의 획득， 바로 이것이 myMl1eTep에 따르면 기업가의 목적이 

다. 기업가의 활동은 이것을 위해 완전히 충분한 물질적인 조건을 창출한 인물 

에게 평정을 즐기게 하지 않는다. 기업가에 의한 복지의 획득은 첫째로， 지배， 

권력， 영향력에서의 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둘째로， 승리로의 의지， 즉 성공자 

체로의 의도에 더하여 투쟁의 희망이 기업가를 동요시킨다. 마침내 세 번째， m 

YMneTep적인 기업가는 주로 자신의 창작적인 작업으로부터 단지 기쁨만을 맛 

보며， 그는 좋아하는 일(새로운 조합의 혁신)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 

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기한 mYMneTep의 정의들은 기업가를 이상적인 형태로 몰고 간다. 이 형태 

는 순수한 모습으로 산업적 실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가의 대부분은 

동시에 자본가이며 관리자다. mYMneTep는 모든 기업가를 단일한 계급으로 여기 

지 않고 기업활동을 직업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는 특수한 기업가 

적인 기능을 갈라주게 하고(그리고 그것의 소지자로서의 기업가를) 이론적 분 

석에서 그것을 이용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mYMneTep는 새로운 체제와 그것에 관련된 경제적 성장을 보 

장하는 창조적인 기업가의 형태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가는 경제 활동의 기본 

적인 요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다 완결된 논리구성을 이룬 mYMneTep 

의 기 업 가 이 론은 φ. Hall:T, 신 오스트리 아 학파의 지. MH3eC , φ. Xall:K, 11. KHpl.\Hep 

로 이어간다. 

39) TaM lI<e. c. 176. 
40) TaM lI<e‘ c. 286. 
41) TaM lI<e. c.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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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하여 기업가에 대한 고전적 이론들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 강조점의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적 진보와 사회 

적 조건들과 관련한 기업가의 핵심올 규명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의 고전적 기업가 이론올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 

다. 

기업가의 일차적인 핵심은 혁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H. mYMneTep는 조성 

된 균형의 상황을 깨는 혁신가로서 기업가를 제시한다. 반면 H. KHpl.\Hep는 기 

업가는 불균형적인 상황올 이용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적 균형의 회복을 촉진시 

킨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두개의 기능의 실제에 있어 서로서로 보족적 

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공급의 입장에 있는 균형의 파괴이든지， 수요 

의 입장에 있는 균형으로의 운동이든지 이것은 정체된 경제의 상태를 깨고 진 

보를 이룬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윤획득 또한 기업가의 핵심이 된다. P. KaHTHJIbOH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역시 독일 경제학자인 낀. TIOHeH과 x. MeHrOJIbllT로부터 나오는 전통의 보다 결정 

적인 형태를 증강한 φ. HaRT는 기업가적 기능을 이윤의 획득과 연관시켰다. 고 

전적인 기업가의 이론들에서 이윤획득은 단지 이윤획득의 의미만올 가지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이윤획득은 새로운 경제의 조합 둥과 관련된 이윤획득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획득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혁신과 진보를 

이루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기업가적인 이윤은 구닥다리의 굳어진 재생산의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기업가의 핵심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기업가의 지위 문제이다. 고전적인 

기업가의 이론들에 따르면， 기업가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업가는 반 

드시 소유주일 필요도 없으며， 고용 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단지， 그들이 기업 

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만이 그틀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즉 P. KaHTHJIbOH 

에게 있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비하는 JI(. -0. C3R - 생산요소의 관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H. mYMfieTep - 새로운 조합의 실현하는， φ. HaRT -

불확실성의 하중을 메고 가는 H. KHpl.\Hep - 중재적 거래를 위한 가능성을 포 

착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단순 소유주와 단순 관리자는 기업가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업가에게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가 부재한 만큼 그들에게는 특 

수한 개인성과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H. myMneTep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 

나듯이 기업가는 강력한 의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첫째로 자신의 

사고의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로 의지는 기업가에게 주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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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극복하게 해준다. φ. XaRK가 강조하는 인간의 자유는 산업주체에게 산업 

적인 적극성의 종류， 형태， 영역， 그것의 실현 방법의 탐색과 선택，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물과 수입의 이용에 대한 자치적이고 자생적인 결 

정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일정한 총체가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기업가 고전 이론은 90년대 초부터 러시아 학자들에게 새로운 현 

상과 연구의 소재로써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처한 시장경제로 

의 이행의 필요성의 자각과 관련되어 었다. 

이 시기 까지 러시아 학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파의 이론에 근거하 

면서 연구의 대상으로서 기업을 달리 연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학문에서는 

기업가에서 단지 자본가만이 보였기 때문에 기업 그 자체의 펼요성이 없었다. 

다음과 같이 쓰여진 소 소비에트 백과사전의 출판이 예이다. 즉， “기업가는 기 

업을 주도하는 자본가이다".42) 여기에서 기업가란 한편으로 그가 착취하는 노 

동자와 대립되며， 다른 한편으로 기업을 주도하지 않지만， 자본을 대부하는 화 

페자본가， 금리생활자와 대립된다. 

다른 예를 들 수 있다. 50년대에 출판된 노어 해석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즉， “기업가는 산업， 상업 등의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이다. 종종 자본가 

는 또한 이윤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 기업은 

기업가의 활동이자， 유리한 기업의 설립， 투기로의 경향이다" 43) 

이와 같이 사회주의 학문에서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동일시되었다. 

게 다가 사회 주의 적 교리 에 따르면 CCCP의 시 기 에 기 업 가(자본가)는 사회 구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에트 사회는 두 계급(노동자와 

집단농장농민)과 하나의 계층(인텔리겐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뼈) 이러한 교리 

에 따라 분명 사회주의시기에 소비에트 학자들에 의해 기업의 문제는 중요시 

되지 않았고 당연히 연구되지 않았다. 

단지 90년대부터 러시아의 학자들은 새로운 현상과 연구의 대상으로서 기업 

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경제로의 이전의 필요성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업의 문제는 경제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심리학 

42) MaJlaj! COBeTCKaj! 3HUH I<J10nelIHj!.- M., 1930.- c. 830. 
43) CJlOBapb pycCI<oro j! 3b1I< a. T. 3.- M., 1955.- c. 506. 
44) 이 러한 교리는 30년대 중반 스탈린에 의해 만들어졌다. PblB I<HHa P.B. COUHaJlbHaj! CTpy 

I< Typa 06meCTBa I<aI< peryJlj!TOp pa3BHTHj! 3I<OHOMHI<H // 3I<OHOMHQeC I<aj! COUHOJlOrHj! H n 

epeCTpoAI<a.- M. , 1989.- 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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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학자， 법학자 동둥의 관심을 끈다. 실제와 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에 대 

한 관심은 크며， 그것은 특수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CHf' 나라 

에서 기업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기업가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주 많은 다양 

한 정의들이 주어진다. 현대 러시아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계층의 발생과 관련 

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 ‘기업가’ 개념 자체에 대한 다양성은 자주 언급되고 있 

다. 일련의 러시아 출판물에서 기업의 본질， 기업가의 특징은 이윤의 획득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가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임의의 기업을 조직하는 사람 

이다."45) 그런데 한편으론 몇몇 미국 저자들은 기업의 다른 본질적 특징을 강 

조하고 있다. “기업가는'" 새로운 조직의 창출 속에서 혹은 새로운 사상， 생산 

품 혹은 서비스의 도입 속에서 모험에 처한 사람이다뼈) 그들은 기업의 목적 

으로서 이윤에 대해 쓰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 기업가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M. O. mKapaTaH 

에 따르면 러시아 사회에 준한 ‘기업가’ 개념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은 넓게는 

이 용어의 복잡성과 개념적 수준에서 경험적 수준으로의 옮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험적 수준에서 기업가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가’ 개념의 다의는 기업의 다양한 용어적 의미의 존재에서가 아니 

라 기업가 활동의 불특정한 형태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는 바로 기업가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과도기적’ 사회적 상황이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47) 

기업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통일된 보편적인 정의는 직간접적으로 H. my 

MrreTep의 기업가 이론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의 1/3 이 

상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합’으로 직접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조직화된 쇄신을 

중시하는 이 고전적 개념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갱) B. B. PellaeB에 따르면 기업 

은 산업조직적 혁신이라는 특정한 기능의 현실화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정의된다.왜) 그러나 여기에서도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혁신’ 혹은 ‘사업의 혁신 

45) CnoBapb-CrrpaBOqHHK rro PNHOqHOß 3KOHO뻐Ke / ABTOP-COCT. π n. llamKoB.- M. , 1992.

c. 23. 
46) MeCKOHa M. x., Anb l5epTa M., XelloypH φ. OCHOBN MeHellll<MeHTa.- M. , 1992.- c. 691. 
47) mKapaTaH M. O. φeHOMeH rrpellrrpHHHMaTe~: HHTeprrpeTau뼈 rrOH5ITHß.- M., 1993.- c. 

1-10. 
48) PallaeB B.B. HOBoe poCCHßCKoe rrpellrrpHHHMaTenbCTBO B oueHKax 3KcrrepTOB ν MHP Pocc 

HH.- 1994.- No. l.-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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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3. H. φeTHCOB와 11. r. ~KOBJJeB에 따르면 기업가는 경제에서의 혁명가이며 전 

통을 지키지 않고 남보다 빨리 숭진하는 전형적인 사람이고， 정신적인 해방성， 

힘과 에너지의 거대한 저장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몰두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게 하며 정보와 시간의 부족은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정한 센스와 직관에 의해 메꿔진다 50) B . llaJJb을 인용하면서 B. r. c 

MOJJKOB는 기업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기업가는 어떤 새로운 일을 고안하 

고 진행을 결정하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의 완성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기업심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착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기업 

과 새로운 일에 재능이 있는 예를 들면 기업심이 있는 상인이다. 그리고 기업 

가는 큰 변환력이 있는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일에 과감하다. 기업심은 

자신의 주도와 고안， 자력， 재치， 비표준적 결정， 끝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와 결 

과에 대한 책임으로 산업과 사회 혹은 다른 사회영역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 

적을 달성하게 하는 개인의 특징중의 하나이다.51) 

이러한 학자들은 이 기업가의 특징을 행위의 혁신적 형태， 즉 기술적 그리고 

산업조직적 신체제의 도입， 비표준적 결정， 문제에 대한 창조적 방법， 발명의 

재능， 재치 등등과 동일시한다. 그러한 방법론의 경우 기업가와 나머지 사람들 

과의 경계는 사업의 해당영역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도 개인의 혁신적 형태에 의해 정의된다.52) 

사회의 사회(계급)구조의 특정한 요소로서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혁신의 해석을 선호한다. A. W. 4enypeHKo에 따르면， 사회경제체계 개 

혁의 조건에서 사업의 체계개조적이고 사회혁신적 성격은 기업의 결정적인 척 

도이다. 그래서 현재의 연구에서 러시아 경제의 시장전환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사업의 형태로서 기업의 주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 방식， 궁극적인 목적 

49) PanaeB B.B. RBneHHe npennpHHHMaTenbCTBa H rpynn되 npennpHHHMaTeneß // Kyna Hn용T P 

。CCHJI?. AnbTepHa THBμ OÕllleCTBeHHoro pa3BHTHJI. 2 / non pen. T. H. 3aCnaBCKaJl.- M., 
1995.- C. 175. 

5이 φeTHCOB 3. H., RKoBneB H. r. 0 COUHanbH~ acneKTax npennpHHHMaTenbcTBa (KoHuenTyan 

bHoe BBeneHHe B npoõneMY) // CO따iC.- 1993.- No. 1.- C. 26-27. 

51) CMOnbI<OB B. r. npennpHHHMaTenbCTBo KaK OCOÕLlß BHll neJlTenbHOCTH // COl.\Hc.-1994.-

No‘ 2.- C. 16. 

52) 3aCnaBC I<aJl T. H. BH3Hec-cnoß poCCHßCKoro OÕllleCTBa: CYIIIHOCTb, CTpyI<Typa, CTaTyC // 

OÕllleCTBeHHLle HayKH H COBpeMeHHOCTb.- 1995.- No. 1.-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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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관없이 - 기업의 광의의 해석이 적용된다 53) 그러한 방법론은 개인의 

형태와 행위의 선돼된 형태와 상관없이 시장관계의 형성， 기능， 발전의 모든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혁신자로 여기게 한다.없) 

위에서 살펴본 방법론들은 myMTIeTep를 비롯한 고전적인 기업가 이론을 바탕 

으로 둔 러시아 학자들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고 

전적인 방법론이 그대로 러시아에 적용하기는 힘들끼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다. T. H. 3aCJIaBCKa.51는 비즈네스 계층55)이 

라는 개념올 설정한다. 기업가라는 용어는 이 계층의 모든 조성된 특정을 지니 

는 집단으로서 이 계층의 핵심의 표지를 위해 남겨져 있으며， 자신들에게 속한 

기업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어디에도 고용되어 일하지 않는 사적 소유자이다. 

그러나 기업을 그들에게 한정시키지 않는다. 기업의 임의의 형태로 종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사업의 내용에 의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보 

다 많은 주변집단들을 포함하면서 모든 기업가 계층의 표지를 위해 그녀는 비 

즈네스 계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도입한다. 이 용어는 대공장， 은행 그리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위험과 모험 속에서 자유시간에 

돈벌이를 시도하는 고용노동자로 끝나는 비즈네스에 이러저러한 참여를 하는 

모든 러시아인을 묶는 일반 개념을 의미한다. 비즈네스 계층은 자발적인 결정 

의 기초에서 자신의 책임성 하에 이윤획득의 목적을 실현하는 산업， 상업， 금 

융 활동 주체의 총화이다.56) 

이리하여 고전적 의미의 기업은 기업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즈네스 계층의 

틀 속에서 파악된다. 3aCJIaBCKa.51는 기업을 일정 사회계층의 발생과 발전의 기 

초인 사업으로 간주하며 이 사업 형태의 특정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a)이윤획득의 목적지향 õ)경제적 결정 채택의 자유와 자치 B) 자신의 모험 

53) 4enypeHKo A. ~. npe~pHHHMaTeJIbCKHR KJIaCC B B03po~a~~eRc~ Pocc싸I / / MHP POCCHH. 

- 1993.- No. 1.- C. 78. 
54) 3aCJIaBC Ka~ T. H. DH3HeC-cJIoR poccHRcKoro o6~ecTBa: Cy~HOCTb ， CTpyKTypa, cTaTyc. 06 

~eCT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1995.- No,‘ 1.- C. 19, 

55) 3aCJIaBCKa~는 비즈네스 계층의 구성 집단을 기업가， 자영업자， 비즈네스맨·매니저， 반 

기업가， 매니저-공유자， 고전적 매니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C 

M,: 3aCJIaBCKa~ T. H. DH3HeC-cJIoR poccHRcKoro 06~eCTBa: Cy~OCTb ， CTpyKTypa, cTaTyc 

ν co뻐C.- 1995.- No, 3. 
56) 3aCJIaBCKa~ T. H. DH3HeC-cJIoR pOCCHRcKoro 06~eCTBa: Cy~HOCTb ， CTpyKTypa, cTaTyc. 06 

~eCT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1995.- No. 1.- 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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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의 책임성에서 나타나는 독립성 .57) 여기에서 고전적 기업가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혁신의 특징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히 사회구조적 방향의 작업에서 기업가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회의 

형성에서 곧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계층으로서 여겨진다. 이 계층의 사 

회적 기원， 그것의 내부 구조， 권력과 소유의 체계에서의 지위， 사회적 지위의 

동력은 여기에서 개인의 창조적 혁신적 형태보다 더 본질적이다. 그래서 해당 

방향의 툴에서 기업은 위의 특정들로 조성된 사회적 계층으로 이해된다 58) 

이와 같이 몇몇 러시아 학자들의 기업가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각 방법론들은 기업가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각각 자기 자신의 

정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를 어떠한 계층(혹은 계급)으로 볼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론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기업가의 특징을 “행위의 혁신적 형태”와 동일시하면서， 기업가와 나머지 

사람들과의 경계는 활동의 해당영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인의 

혁신적 형태”에 의해 정의하는 방법론 (3. H. φeTHCOB 풍등) 

2) “사회경제체계 개혁의 조건”에서 활동의 “체계개조적이고” “사회혁신적 

성격”을 기업의 결정적인 척도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시장전환을 촉 

진시키는 사회적 활동의 형태”로서 기업의 광의의 해석을 적용하고， 따라서 시 

장관계의 형성， 기능， 발전의 모든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혁신자로 여기는 방법 

론 (A. 애. 4enypeHKo 등등) 

3) 고전적 의미의 기업을 기업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즈네스 계층(비즈네 
스에 이러저러한 참여를 하는 모든 러시아인을 묶는 일반 개념)의 틀 속에서” 

파악하며， “사회구조적 방향의 작업에서” 기업가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회의 

형성에서 곧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계층으로 여기는 방법론 (T. H. 3acJI 

aBCKa.ll 등등) 

1)의 방법론의 경우는 가장 고전적 기업가 이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이 러시아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 

다. 즉 현재 러시아 기업가들의 출현은 자신의 속성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 

라，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그리고 이 전환기 

57) 3aCJ\aBCKa.ll T. 11. BH3HeC-CJ\ol! poccHl!cKoro OÕlI(eCTBa: Cyll(HOCTb, CTpyKTypa, cTaTyc / / 

COUI1C.- 1995.- No. 3.- C. 3 

58) 3aCJ\aBCKa.ll T. 11. BH3HeC-CJ\ol! pOCCHl!CKOro OÔll(eCTBa: Cyll(HOCTb, CTpyKTypa, cTaTyc / / 

OÔlI(eCTBeHHble HayKH H COBpeMeHHOCTb.- No. 1.- C.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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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기업가를 해석하지 

않는 한， 현재의 70년만의 기업가의 다량의 출현을 설명할 수가 없다. 

2)의 방법론은 러시아 경제의 시장전환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활동의 형태로 

서 기업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러시아의 사회적 배경과 기업가를 결부 

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적 기업가 이론의 러시아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의 문제”에 보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시장경제 참가자들 

사이에서 개인의 형태와 행위의 선택된 형태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서 혁신자 

로서의 기업가 자체에 대한 개념이 희석될 수 있다. 

3)의 방법론은 위의 두 방법론의 장점올 결합한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의 개념을 보존하면서 이러한 기업가를 비즈네스 계 

층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비즈네스 계층은 비즈네스에 참여하는 모든 다 

양한 집단들을 묶는 틀이다. 이들은 비즈네스외 종사자들과 대비되며 이들은 

국가 부문이 아닌 사적 부문에 종사하며 당연히 시장경제의 전화를 주도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즈네스 계층 개념의 설정은 동시에 고전적 의 

미의 기업가의 개념을 보존하면서 또한 동시에 러시아 사회의 시장경제로의 

전화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즈네스 계층 

의 개념은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와 러시아 시장경제의 종사자들을 결합시키는 

고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네스 계층은 현재의 러시아가 처한 사회， 경제적， 역사적 상태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혁신(고전적 기업가 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요 

인)자들로 이루어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시장경제가 발 

전하여 시장경제가 국가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고 모든 다른 경제부문을 주 

도해 가는 시점이 되면 비즈네스 계층이라는 틀의 의미는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시점에서 비즈네스 계층 자체는 더 이상 혁신자들의 계층이 아니 

며 혁신의 요소를 잃게 된다. 그 시점에서는 보다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들만이 

혁신자로서 남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네스 계층의 한 부분인 반기업가들 

혹은 단순관리자들은 혁신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시장경제원리 

의 성숙에 따라 경제와 법 외적인 집단(예를 들어 마피아나 특권층)들의 세력 

이 상실되어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비즈네스 종사자와 비종사간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지며 사회에 대한 역동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이 아닌 이분법적 분 

석의 오류를 낳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지 현재의 시점에서만 러시아 기업가들은 고전적 방법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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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자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전을 수행하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주체들이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만 이들 

기업가들의 위치와 정의가 올바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본 고에서는 현대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과정과 이들 기업가 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살펴보았다.8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러시아 기업가 계층은 91년 기업활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법규 제정과 사유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92년부터 대중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체와 기업활동을 정의하는 법안을 넘 

어서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의 미비， 사유화의 불평등한 수행은 현재의 러시아 기업가의 

형성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기업가들은 정체된 러시아의 경제 상태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주요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기업가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장래의 경 

제 상태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전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열쇠이다. 러시아 학 

자들이 기업가들의 초기 형성 단계에서 이들을 혁신자(HOBaTOp)인 유럽의 고전 

적 의미의 기업가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곧 이들 시장경제의 주체들이 정체 

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바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기업가를 ‘비즈네스 계층’이라는 틀 속에서 파악 

하고자 했던 T. H. 3aCJIaBC I< aJl의 방법론적 시도는 러시아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 

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네스 종사자’와 ‘비즈네스 비종사자’의 

이분법적인 구도는 한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장경제가 보다 완성된 

단계에 이르고 경제의 주도적인 부문으로 자리 잡힐 때 단순히 ‘비즈네스 종사 

자’라는 틀은 하나의 계층으로 성립되기에는 약한 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재의 러시아 상황에서 즉 70년간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성 속에서 단지 국가와 

근로자만이 존재하였던 경직된 사회계급·계층 구조 속에서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사회에서 ‘혁신자’인 ‘기업가 계층’과 ‘비즈네스 계층’은 상대적 

인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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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ye 

npoQecc CTaHOBneHH~ 

COBpeueHHoro pOCCHAcKOI’ o npennpHHHUaTenbCTBa 

H H3yQeHHe UeTOnOnOrHQeCKHX nonxOnOB 

K HCCnenOBaHHm npennpHHHUaTenbCKOrO cno~ 

qOH Y HIC 

C HaqaRa nepeCTpOÜKH 3a KOpOTKHÜ nepHOn POCCHÜCKOe 06meCTBO npeTepneRO 

CHRbH~e H3MeHeHH~ ， aHaROra KOTOp~ He 6~0 HHrne B MHpe. POCαIÜCKoe 

06meCTBO H3MeHHROCb BO BCeX 06RaCT~X: H B HneOROrHqeCKOÜ, H B COUHaRbHOÜ, 
H B nORHTHqeCKOÜ, H B 3KOHOMHqeCKOÜ. MOlI<HO C yBepeHHOCTblO CKa3aTb, qTO 

$opMHpOBaHHe npennpHHHMaTeRbCTBa -- CaMa~ Ba뻐a~ OTRHqHTeRbHa~ qepTa 

3Toro npOuecca H3MeHeHH~. npH 3TOM CTaHOBReHHe npennpHHHMaTeRbCTBa 

~B~eTC~ H ca~ OqeBHßH~ pe3yRbTaToM H3MeHeHH~ pOCCH꺼CKoro 06meCTBa, H 

onHOBpeMeHHO OßHOÜ qaCTblO Ba)j(H~ cy6beKTHBH없 $aKTOpOB 3TOrO H3MeHeHH~. 

nO~BReHHe CRO~ npennpHHHMaTeReÜ 3TO H pe3yRbTaT RH6epaRH3aUHH 

3KOHOMHKH, H rapaHTH~ naRbHeÜmerO yrRY6ReHH~ petþOpM, pa3BHTH~ P~OqH~ 

OTHomeHHÜ. Û)l(HnaeTC~ ， qTO npH 6RarOnpH~THhlX yCROBH~X npennpHHHMaTeRbCTBO 

CMO)j(eT aKTHBHO cnOC06CTBOBaTb RH6epaRbHO-neMOKpaTHqeCKOMY npe06pa30BaH싸O 

3KOHOMHKH, tþOpMHpOBaHHIO B POCCHH OTKp퍼Toro 06meCTBa. HCCRenOBaHHe n03HUHH 

npennpHHHMaTeReü H HX pORH B COUHaRbHOÜ CTpyKType -- 3TO KRlOq K 

nporH03HpOBaH싸o 6ynymero POCC짜1. 

B naHHOÜ CTaTbe paCCMaTpHBaeTC~ npOuecc CTaHOBReHH~ pOCCH때CKoro 

npennpHHHMaTeRbCTBa B 3aKOHOnaTeRbHOM, 3KOHOMHqeCKOM H COUHaRbHOM aCneKTe 

H pa3Hμe COUHOROrHqeCKHe nonxOnμ K HCCRenOBaHHIO npennpHHHMaTeRbCKOrO CRO~ 

COBpeMeHHOÜ POCCHH. npouecc CTaHOBReHH~ pOCCHÜCKOrO npennpHHHMaTeRbCTBa 

3a KOpOTKOe BpeM~ CTaR He06paTHM~， HO MHOrHe COBpeMeHHble pOCCμÜCKHe 

HCCRenOBaTeRH CqHTaIOT, qTO Bcë emë CymecTByeT MHOrO BHemHHX H BHyTpeHH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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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perr~TCTBHß an~ aOCTH*eHH~ 3penOCTH pOCCHßCKoro rrpearrpHHHMaTenbCTBa. 

rnaBHoß MeTOaOnOrHqeCKOα 3aaaqeR ~Bn~eTC~ pemeHHe HayqHOR rrpo6neMhl 

onpeaeneH”g bbo@c야따C다H깨Rc다Kωo야ro rr매Iψp야earr매lp따H’”쩌H바뻐u써H싸u뼈l 

rr매Iψpea마arr매Iψp마‘K짜u뻐H바u‘HMaTeneR ‘rrpearrpHHHMaTe~MH’ B KnaCCHqeCKOM eBporreRcKOM CMhlcne, 
HnH ‘rrpearrpHHHMaTen~MH ’ B HOBOM CMhlcne, KOTOphlR aaeKBaTeH COBpeMeHHoR 

pOCCHßCKOR cHTyaQHH, HnH ‘KarrHTanHCTaMH’ COBpeMeHHoro 3arraaHOro 06meCTBa. 

TaKHe 3aaaqH ceRqac CTO~T rrepea HccneaOBaTe~MH poccHRcKoro 06meCTBa, 
KOTopoe rrepe*HBaeT rrepexoaHhlR rrepHoa B CBoëM pa3BHTHH H aBH*eHHH K 

PhlHOqHOR 3KOHOMH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