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기 초반 러시아 협동조합운동의 이념 

김창진 

L 서론 

20세기 초반 러시아 사회사상사의 전개에서 협동조합(I<oOnepal.\Hjj)개념은 독 

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특히 1905-07년 혁명의 좌절 이후 협동조합운동 

(I<OOnepaTHBHoe ßBH*eHHe)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영 

역에서도 매우 비중 있는 요소로 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대 러시아의 연구자와 사회활동가들은 러시아의 역사에서 협동조합의 전 

통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근대적 형태와 비교했다.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에서 협동조합의 위상과 기능을 규정하려고 시도하면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한 

지향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특정을 드러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논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당시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사상적 스펙트럼을 반영하여 협 

동조합의 개념과 그 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차이가 

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1860년대 중반에 시작된 러시아의 

협동조합(운동)이 서유럽 협동조합(운동)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발생했다 

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0세기 초반 협동조합운동의 유력한 활동가였던 헤이신 (M. JI. XeRCHH)은 러시 

아에 서 모든 형 태 의 협 동조합의 씨 앗은 1862-65년 사이 에 뿌려 졌다고 추정 했 

다.1) 서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협동조합의 생성 초기에는 첫째로 

협동조합운동에서 당시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인텔리겐 

차의 적극적 참여가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거기에 더해 협동조합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한 국가(챔스트보와 국가은행을 통하여 지원한)의 원조 또한 커 

다란 뒷받침이 되었다. 

서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국민경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 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사 
1) M. J1. XeRCHH, ffCTOPHJ1 KOOnepaUHH 8 POCCHH, J1., 1926, c.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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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다시 말해 자연경제가 교환 및 화폐경제로 대체된 것이었다. 1861년 개 

혁 이후 러시아에서 협동조합의 발생 또한 바로 그같은 조건， 즉 화폐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농노제로부터 해방된 농민 그리고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급 

의 출현이 기본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각 

국마다 독특한 조건을 반영하는 특정을 갖게 마련이다. 

1860년대 중반에 발생한 러시아협동조합은 1870-80년대 초의 성장기를 거쳐 

1880년대 중반-1890년대 말까지 침체기를 겪었다. 그리고는 다시 1900년대 중 

반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이후 러시아의 경제체계에서(특히 농업부문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정치 및 문화영역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 

관찰자에 따므변 1902-12년 사이 십 년 동안 러시아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 

조합은 양적으로 열 배 이상 증가되었다.2) 그리하여 당시 ‘다른 어떤 사회운동 

도 그 대중성이나 위력에서 협동조합과 비교할 수 없었다’3)고 말하는 것이 과 

장된 것이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의 협동조합 조직은 특히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급성장 했다. 그것은 미증유의 사회적 파괴 양상에 대응 

하는 국가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와 극명히 대조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사회. 정 

치적 영향력을 현저하게 증대시켜 준 계기였다. 그리하여 1917년 2월 혁명 전 

야의 러시아협동조합운동은 전국적으로 거대한 대중(인구의 약 1/3-절반)4)을 

포팔하는， 광범위하게 발전된 조직체계를 갖춘 사회경제운동으로 성장해 있었 

다. 많은 논자들이 러시아협동조합이 양적으로(단위조합과 그 회원수) 세계 제 

일임을 자랑하였다. 협동조합은 그 규모와 역할로 볼 때 향후 러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 세력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라 

는 생각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같은 협동조합운동의 성장에 참여한 러시아 인텔리겐차는 커다란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의 좌절 이후 침체된 분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미래 

사회개혁의 실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수많은 문헌들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논설과 책자들은 협동조합에 

관한 개별적인 기술적 상업적 문제들을 다룬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계몽적이 

2) c. H. npOI<OnOBHt.f, KoonepaTHBHoe I1BJÐKeHHe B POCCHH, M., 1913, c. 111. 
3) B φ TOTOMHaHU, KOOnepallHJI B POCCHH, npar‘ a, 1922, c. 20. 
4) 이 에 대 해서 는 OraHOBC재꺼 A. n., ArpapH뼈 Bonpoc H KOOnepB1lHJI, M., 1917, c. 48-49; 

Mepl<ylloB A. B., HCTOpH'leCKHJt O'lepK nOTpe6HTeJ1bCKoJt KOonepallHH, M. , 1917, c. 102-
103; XellCHH M. J1., HCTOpH'leCKHJt O'lepK KoonepallHH B POCCHH, nr., 1918, c. 156-158 참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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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선전적 기능을 수행했다. 

1910년대가 되어서야 서유럽의 경험에 영향받으면서 러시아 협동조합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기초에 관한 비중 있는 저술들이 활발히 간행되었다. 이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첫째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농민의 

전통적인 관념， 둘째， 협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회주의 지향의 인텔 

리겐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문제를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적극 

적으로 끌어들인 당대 경제학자들의 노력이었다.5) 

11. 협동조합운동 이념의 셰 갈래 

전체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반 러시아협동조합운동 이념의 발전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향이 발견된다. 

첫째 경향은 동업조합(apTeJlb)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전통적 지향을 유지 

한 경우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 대표자들은 스스로를 ‘동업조합주의자들(apTeJlb

뻐KH)’로 불렀다. 두 번째는 이른바 ‘순수 협동조합주의('IHCTH뼈 KoonepaTH3M) ’ 

라고 불린 경향으로서 첫 번째의 경우와는 달리 동업조합 형태는 근대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낡은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 조류에 속한 논자들은 

러시아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무자비한 착취의 제거와 사회정의의 확립을 협동조합운동의 과제이자 목표로 

설정 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경 향(HanpaBJleHHe COUHaJlHCTH'IeCKOß OpHeHTa 

뻐H)’으로서， 협동조합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을 자 

본주의에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서로 다른 이같은 경향의 

대표자들의 토론과 논쟁 속에서 협동조합이 러시아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형성되었다. 이제 위에서 열거 

한 세 경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동업주의자들 

먼저 ‘통업조합주의자들’은 협동조합에 대해 ‘협소하고 경제적인’ 접근 대신 

광범위한 사회적 접근을 할 것을 주장했다. 체르늬웹스끼 (H. r. l!epHbIIlleBCK때)의 

5) lloM뻐KOB C. ll. , KOOllepaTHBH뻐 HlleaJ1 B POCCHH HaqaJ1a XX BeKa, B KH.: Kool1epaUHJI. 

CTpaHHUb{ HCTOpHH, M., 1994, 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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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흡수한 그들은 협동조합을 무엇보다도 생산관계 및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보았다. 이같은 경향은 이미 19세기의 

70-80년대에 두드러지게 발전되었던 바 보론쪼프(B. n. BOPOHl.\OB) , 쉐르비나(φ. 

A. DlepÕHHa), 이사예프(A. A. I1caeB) 그리고 니꼴라예프(A. A. HHKOJJaeB) 등이 대 

표했으며， 이후 20세기로 넘어와서는 마슬로프(C. C. MaCJJOB)에게로 계승되었 

다，6) 

‘동업조합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근로농민조합(TPYJlO

Ba51 3eMJJeJleJJb'leCKa51 apTeJJb)에서 ... 최고도로 구현된다’. 그들은 동업조합을 

근대자본주의의 점증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경제제도 및 사회관계의 

맹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7) 특기할 것은 그들이 다양한 협동조합 중에서도 

유독 농민의 생산협동조합에 지도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다른 조합형태들은 완 

전한 생산조합으로 발전되는 과정의 준비물들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 

에서 언급한 논자들의 저작에서는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둥의 종류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 이같은 입장은， 나중에 서술되겠지만， 다른 두 반대 

파들， 특히 뚜간-바라놈스끼 (M. 11. TyraH-5apaHOBcKHìl:)가 중심적 인물이었던 세 

번째 경향의 대표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된다. 

‘동업조합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을 구성한 것은 협동조합에서 정신 

적-도덕적 원칙의 우위에 대한 주장이었다. 달리 말해 그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동업조합 형태는 쇄도하는 자본제와의 싸움에서 ‘사회 교육적’ 의미 -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문화창조의 자극제로서 - 이외에 어떤 개혁적 의미도 갖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8) 요컨대 동업조합의 옹호자들은 생산조합(rrpOH3-

BOJlCTBeHHa51 apTeJJb)이야말로 경제관계에 ‘도덕적이고 이상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이해관계의 대립원리’로부터 ‘전혀 다른 원리 - 상호연 

대’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9) 이런 입장에서 슬로보좌닌(M. CJJoõo)i(a뻐H)의 다음 

과 같은 언급이 가능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요소를 제 

거해 보라， 그것은 즉시 더 이상 협동조합이 아니게 될 것이다 "10) 

6) MacnOB C. c., TpypoBble JewrepeJlb'leCKHe apreJlH: HX JHa 'leHH，티 HCrOpHJl, HX OpraHHJa

l!HJl H ycraB, RpocnaBnb, 1918. 
7) Dlep뻐Ha φ. A., O'lepKH 뼈HO-PYCCKHX apreJleR H 0띠HHHO-apreJlbHb.α rþOpM, O.aecca, 1881, 

c. 126, 128. 
8) 같은 책. 

9) Cnoõoll<a뻐H M., HOBble nocrpOeHHJI B Hl1eOJlOrHH H reopHH KooneparHJMa-apreJlbHOCrH, 
nr., 1919, 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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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동업조합주의자들’의 협동조합이념은 현실적-실천적이라기 보 

다는 도덕적-관념적인 것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것은 협동조합을 자본제 

하의 냉혹한 관계에서 경제적 실체로서의 측면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선 (il06po) ’ 

과 ‘사랑(JII060Bb) ’， ‘창조(TBOp1.J eCTBO)’를 생활원리로 만드는 도덕운동의 실천수 

단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선한 민중’과 ‘인텔리겐차의 

사회적 임무’를 전제로 삼았던 러시아 나로드니끼의 사상적 전통이 여기서 발 

견된다. 당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원리 모두를 거부한 ‘동업조합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을 ‘경제적 이익과 도덕적 이해를 결합시킴으로써 인간사회에서 연대 

(COJlliilapHOCTb)를 가능케 하는 독자적인 사회체계’11)로 보고자 했다: “동업협동 

조합은 어떤 다른 사회체계의 부속물이거나 사회건설에서의 개별적 현상이 아 

니라 독자적인 사회체계이며 따라서 그것에 관한 교의도 독자적인 사회개념이 

다 "12) 

@ 순수협동조합주의 

‘순수협동조합주의’ 경향을 대표했던 또또미안쓰(B. φ. TOTOMliaHU)의 개념은 

『러시아의 협동조합.!l(프라하， 1922)과 『협동조합의 원리.!l(베를린， 1923) 등의 저 
작에 잘 드러나 있다. 그와 ‘동업조합주의자들’과의 공통점은 우선 또또미안쓰 

가 협동조합의 발생을 자본주의시대에 고유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 

었다. 그는 고대나 중세의 농민공동체 (06띠IiHa)나 중세의 동업공장들(uexli)에 대 

해 그것들의 강제성 때문에 ‘협동조합성 (KoonepaTIiBHOCTb)’을 인정하지 않았으 

나 ‘고대러시아의 어부조합이나 수렵조합들 - 서유럽에서도 존재했던 - 은 

명 백 히 협 동조합적 조직 이 었다’l3)고 말했다. 또또미 안쪼가 뚜간-바라돕스끼 와 

는 달리 생산협동조합형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 

다 14) 

그러나 또또미안쪼는 동업조합 형태의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을 옹호하는 것 

보다는 당시 자본제 발전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발생한 근대적 협동조합들의 

성격과 과제를 해명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거기에서 또또미안쪼 개 

념의 출발점은 계급간 화해와 협력의 무기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었다. 그 

10) 같은 책 

11) CJl060llCaHHH M., YI<a3. CO'l., C. 29. 
12) TaM lICe., C. 66. 
13) TOT。뻐aHl{ B. φ. ， OCHOBbI KOOl1epa~HH， 5epJlHH, 1923, c. 7. 
14) TOTOMHaHl{ B. φ. ， Kool1epa~HJI B POCCHH, 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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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동조합은 개별적인 회원과 자본으로 구성되는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돈벌 

이가 아니라 경제상태의 개선올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와의 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삼지 않는 자영농들의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이같 

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심지어 자본주의적 이윤의 제거를 목 

적하는 소비조합마저도 자본주의적 기업의 수효를 매우 천천히 줄여갈 뿐이다’ 

고 덧붙였다 15) 

또또미안쓰에 따르면 사회발전은 계급투쟁이나 혁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협동조합 제도(KoonepaTHBH없 

CTpoR)’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어떠한 변화도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업은 보전되어야 하고 다만 중간상인은 구축(騙途)되어야 한다. 

러시아협동조합운동의 성격과 과제를 검토하면서 또또미안쪼는 ‘협동조합이 

란 다양한 계급들 사이의 연계이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호적인 협 

력을 위한 중립적 기반’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협동조합이야말로 ‘모든 민족 

의 연 대 에 기 반한 사회 운동’이 라고 주장한다 16) 

이처럼 또또미안쪼에게 있어 협동조합이란 사회의 모든 계급구성원들 사이 

의 연대라는 최고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수단이었다. 그가 러시아협 

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과 다양한 유형의 지도자들 

사이의 우호적 협력을 누차 캉조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17)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또또미안쓰는 다양한 협동조합 종류들 사이에 불 

가피한 견해와 이해관계의 차이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또미안쓰는 다시 

한 번 ‘협동조합주의’ 옹호자로서의 입장에 섰다.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차이 

점을 언급하면서 그는 두 가지의 계기를 지적한다: 첫째， 노조는 특정한 계급 

또는 직종에 속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계급조직인 반면， 협동조합은， 생 

산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계급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노조는 파업을 통 

해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절대로 그같은 방식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이윤과 착취의 제거를 목 

15) TOTOlolHaHU B. φ. ， OCHOBbI KoonepallHH, C. 30. 
16) TOTOlolHaHU B. 41., KoonepallHJI B POCCHH, c. 21. 
17) 또또미안쪽는 러시아협동조합운동 주도자들의 대부분이 유산자 또는 특권충 출신임 
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러시아 협동조합에 대해 ‘계급적 민족적 이해를 뛰어 

넘는 특징올 남겼다’고 주장한다 TOTOlolHaHU B. φ. ， KoonepallHJI B POCCHH,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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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지만 자본주의적 기업으로부터 좋은 것， 유익한 것 모두를 취한다는 것 

이다 18)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와 협동조합의 차이 또한 또또미안쪼가 주목한 문제 

였다. 그에 따르면 협동조합과 전자의 차이는 사회개조의 수단으로서 국가를 

보는 관점의 상이함에 있었다. 또또미안쪼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 

를 가장 유력한 국가개조의 무기로 간주’하지만 협동조합운동가들(KoonepaTOpbI) 

은 그같은 국가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서 개혁은 사회 

진보의 핵심요소인 개개인들로부터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주의는 

계급투쟁을 진보의 추동력으로서 간주하는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역사에서 창조적인 인간의 가치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19) 

다음으로 무정부주의에 대한 협동조합의 관계를 보자. 두 사회운동의 이상 

(理想)이 비슷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에 

도 불구하고， 또또미 안쪼에 따르면， 후자는 전자의 믿음인 ‘인류의 파국적 격 변 

의 가능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운동)은 또한 경제제도의 급진적 개혁 

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무정부주의자들에 비해 대중의 교육과 조직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인다. 나아가 정부가 없는， 자유로운 결사체로 구성되는 

사회를 그 이상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를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협동조 

합운동가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몇몇 분야에서 국가의 유 

용한 활동을 인정한다'.20) 

이처럼 또또미안쓰는 여타 사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불일치점을 지적하면 

서도 그러나 사회가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 이 라고 덧붙였다.21) 

1920년대 초 프라하에서 출판된 『러시아의 협동조합』에서 또또미안쪼는 소 

비에트권력의 협동조합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의 러시아 협동조합 

사에 대한 해석이 극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보고 있다: 첫 

번째 시기 - 1917년까지， 두 번째 시기 - 1918-20년 그리고 세 번째 시기 

18) TOT얘J.laHU B. φ. ， OCHOBbI KoonepaaHH, c. 49 
19) TOTOMJ.laHU B. φ. ， c. 52-53. 
20) TOTOMJ.laHU B φ. ， c. 56. 
21) TOTOMJ.laHU B. φ. ， c. 54. 



242 러시아연구 채8권 제 1 호 

- 1921년 이후. 

첫 번째 시기는 ‘평화적인， 그러나 동시에 화려한 시대’로 명명된 바， 초기에 

서부터 10월 혁명기까지의 협동조합발전의 시기였다. 이 시기 협동조합의 지도 

부는 ‘경제적으로나 지적(知的)으로 상층계급들’의 대표자들이었으며 그것이 러 

시아협동조합에 ‘대중성과 위력’을 가져다주었다.22) 또또미안쓰는 두 번째 시기 

를 협동조합의 쇠퇴기 즉 ‘예속화’와 ‘박해’로 특정짓는다. ‘전시공산주의’시기 

소비에트권력의 조치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제거하려는 볼셰비끼의 투쟁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또또미안쪼 

는 볼셰비끼가 협동조합분야에 계급투쟁을 유입하고 소비조합중앙연 P~ (UeHT

paJJbHhI꺼 COID3 rroTpe6HTeJJbCKHX 06meCTB)의 다수 하부 생 산지 부를 폐 쇄 했으며 , 

이익배당금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23) 

또또미안쓰에게 있어 1921년은 ‘러시아 협동조합의 해방’의 원년이었다. 소비 

에트정권에 의한 당해 협동조합령을 평가하면서 그는 볼셰비끼가 자신들의 ‘오 

류’와 ‘후퇴’를 자인한 것으로 다시 말해 ‘볼셰비끼의 국가사회주의 또는 공산 

주의로부터 협동조합주의로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표지전 

환파적 정 향(CMeHOBeXOBCKHe HaCTpOeHH~)’을 드러 냈다.24) 

또또미안쪼와 동시대인이었던 경제학자 쁘로꼬뽀비치 (C. H. ITpoKorrOBHlJ) 또한 

1917년 이전과 이후의 협동조합정책을 특정지으면서 ‘협동조합주의’ 개념을 고 

수했다. 그는 1918년에 재 출간된 『러시아의 협동조합운동』이라는 저작에서 볼 

셰비끼 권력의 협동조합정책에 대해 공공연히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에 

따르면 1917년 2월 혁명은 과거에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던 ‘모든 행정 

적-법적 족쇄’를 제거했다. 그러나 ‘10월 쿠데타는 협동조합활동을 도처에서 방 

해하고 심지어는 많은 곳에서 완전히 중단시켜 버렸다.’정) 

1917년 이후 러시아 협동조합운동의 운명에 대한 두 이론가의 관점이 일치 

한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협동조합운동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한 두 사람의 

일치된 견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또또미안쪼처럼 쁘로꼬뽀비치도 협동조합 

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수단으로서 보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로꼬뽀비치는 근대적 형태의 협동조합의 핵심 과제 

22) TOTOMHaHU B. φ. ， KOOnepal!HJI B POCCHH, c. 157. 
23) 같은 책， c. 150, 160-161. 
24) 이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naHHJIOB B. n., PyKonHcb, 1964, C. 10-11 참조. 
25) npOKOnOBH'I C. H., KoonepaTHBHoe ,llBH:KeHHe B POCCHH, Ero TeOpHJI H npaKTHKa, 113Jl. 2-e, 

M., 1918, c. 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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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폐자본， 상엽자본， 생산자본의 근로대중 착취에 대한 투쟁’26)에 있다고 보 

았다. 

이같은 관점은 또또미안쪼에게는 전혀 공리(公理)가 아니었던， ‘경제관계에 

대한 협동조합 형태의 종속성’이라는 쁘로꼬뽀비치의 독창적인 이론과 직접 연 

관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양자의 관점은 달라진다. 쁘로꼬뽀비치에 따르면 

경제관계의 차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낳고 협동조합 형태의 차이도 

가져온다. 따라서 모든 경제형태에는 그에 상응한 특수한 협동조합 형태가 존 

재한다. 이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쇄도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가능 할 수 없다. 

이러저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의 성장은 그것이 기반 하는 경제관계의 발전의 

결과이지 그같은 발전의 원인이 아니다 ... 협동조합은 생산의 계기 - 경제관 

계에 완전히 종속적이다.긴) 

바로 이같은 접근법에 이 인용문의 저자와 다른 협동조합운동이론가들 사이 

의 견해의 차이점이 놓여있다. 또또미안쪼와 달리 쁘로꼬뽀비치는 ‘동업조합 

(apTeJm)은 기술적으로 생산적 노동만이 가격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자본주의적 교환관계를 전제로 한다’갱)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생산자조합(rrpo뻐C JlOBble TOBapHmeCTBa)에서는 이미 노동원칙이 지배적인 것으 

로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쁘로꼬뽀비치는 ‘동업조합주의자들’의 이데올로 

기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 동업조합은 근대적 조합들에 비해 어떤 장점도 갖 

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어떤 새로운 경제원칙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 

다.잃) 동업조합형태의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쁘로 

꼬뽀비 치 와 또또미 안쪼는 협 동조합의 발생 이 자본제 에 고유한 현상이 라고 본 

뚜간-바라돕스끼의 관점을 비판하는 데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이론가 

모두 협동조합의 기원이 기존 사회-경제 제도를 개조하려는 사람들의 구상의 

‘인위적’ 결과라는 견해30)를 반박했다. 쁘로꼬뽀비치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협 

동조합운동은， 그 중 소수만이 현실적으로 생존력을 갖고 성장하게 된 수많은 

26) 같은 책， c. 30-31. 
27) 같은 책， c. 29-30. 
28) npOKorrOBHt.( C. H. , JfCTOpHJl KOOlTepaUHH B POCCHH, M., 1903, c. 214. 

29) npOKonOBHt.( C. H‘’ KOOlTepaTHBHoe lIBH:#(eHHe B POCCHH, 1913, c. 30-31. 
30) TyraH-EapaHOBCKHR M. H., COUHaπbHble OCHOBbI KOOlTepaUHH, H311. 3-e, M. , 1919,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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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시도들의 결과였다.31) 

협동조합형태의 역사적 기원은 쁘로꼬뽀비치에게 협동조합의 정의 및 분류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였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그 회원들의 경제 

적 이해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저러한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원인， 그것들의 발생 및 교체는 바로 그같은 이해관계 및 그것을 낳는 경제관 

계에서 찾아져야만 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쁘로꼬뽀비치는 협동조합(I<oorrepa

THBHoe TOBap때eCTBo)의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무제한적인 인원의 자발적 결합으로 구 

성되는 특수한 집단적 경제활동형태로서 노동생산성 및 수입의 증가와 가계 

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경영상의 순수익은 회원들이 공통의 활동에 참여한 만큼에 

상웅하게 분배된다.32) 쁘로꼬뽀비치의 정의에 따르면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 

서 볼 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과 전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 

제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목적과 과제가 상이하다. 협동조합이 순수익 

을 그 회원들에게 돌리면서 근로대중의 이해에 봉사하고 그들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보호한다면 자본주의 기업은 그 이윤을 그 주인에게 돌림으로써 

자본가들의 이해에 봉사한다.33) 오직 시장경제의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근대적 협동조합들과 자본주의적 기업들의 사회적 본질의 상호관계를 특징지 

으면서 쁘로꼬뽀비치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제활동 형태 - 인용 

자)을 차용하더라도 그것이 전자의 경제적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34) 

고 주장한다. 

쁘로꼬뽀비치의 협동조합론 가운데 논쟁적인 상황은 그가 협동조합에서 ‘자 

본이 기업의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생산력으로 전화’하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적 생산의 기반 위에서 ‘사회적 평등’이 달성된다는 점을 주장할 때35) 발생한 

다. 그는 협동조합의 활동과정에 작용하는 강력한 자본의 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자본의 성격이 변화하는가?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 

31) npOKon。뻐'1 C. H. , KoonepaTHBHble TOBapHl1leCTBa H HX KJIaCC때IHKal(HJI， M., 1919, c. 26. 
32) 같은 책， c. 12-13; npOKonOB때 C. H. , KoonepaTHBHoe IlBH:KeHHe B POCCHH, c. 16-17. 
33) npOKOnOBH'I C. H., KoonepaTHBHble TOBapHl1leCTBa H HX KJIaCCHφ'HKal(HJI， C. 7-8. 
34) 같은 책. 
35) npO I<OnOBH'I C. H. , Koonepa THBHoe IlB없'eHHe B POCCHH, M., 1913, c.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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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협동조합의 목표와 그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 

를 확고히 정립하면 충분한가? 그 자신이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적 내용은 전 

자가 그 기반 위에서 발전하는 경제관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고 말하지 않았 

는가? 

쁘로꼬뽀비치의 개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계기는 협동조합에서 주도적 역할 

에 관한 그의 관점이다. 러시아의 대부-저축조합 및 버터 제조조합(CCYllO

c6epraTeJJbHble H MaCJJOlleJJbHble TOBapHIIleCTBa) 회원구성문제와 소비조합에서 일 

반화된 회원들에 대한 신용융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는 ‘극빈 층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건전한 협동조합 활동에 기여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견실한 계층만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영향력 있고 좀더 부유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핵심을 이루고 그 주도자가 된 

다’.36) 이 런 맥 락에 서 단순거 래 형 태 의 농업 협 동조합(ceJJbCKOX03~ßCTBeHHa~ KO

Onepal.\H~)은 ‘중간’농민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농민에게 그것(농협) 

은 소규모 경영과 대규모 경영사이의 대립을 제거하고 대규모 경영의 이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37) 

@ 사회주의 경향 

이제 ‘사회주의 경향’의 대표자들로 넘어가 보자. 러시아 협동조합 사상의 발 

전사에서 권위 있는 러시아경제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뚜간-바라놈스끼의 개 

념은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뚜간-바라돕스끼는 협동조합운동을 사회적 이상 

(o6I1leCTBeHHbIß HlleaJJ) 및 사회주의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명 

료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 했다. 특히 1919년에 제 3판이 발간된 『협동조합의 사 

회적 기초JJ(초판은 1916년)에서 그는 협동조합운동의 일반이론화 작업 및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초 및 발전경향의 해명을 진지하게 시도했다. 협 

동조합론의 체계화에서 뚜간-바라돕스끼의 출발점은 당대 협동조합활동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협동조합운동의 ‘초계급성 (BHeKJJaCCOB뼈 xapaKTep)’론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반대 테제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었다.잃) 그의 주장에 따 

36) 같은 책， c. 11, 137. 
37) npO I<OrrOBII'I C. H., KoonepaTHBHoe DBH:tæHHe B POCCHH, H3 Ll. 2-e, c. 22, 98-105, 121-

122. 
38) TyraH-5apaHoBcKII꺼 M. H., npeLlIIC .IIOBlle 1< rrepBoMy 11 3 LlaHll10 , B I< H.: C01.(HaJ1bHble OCHOBbI 

KoonepaUHκ H3Ll. 3-e, M. , 1919, c. IV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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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협동조합은 결코 사회적 평화(COQHalJbHblÌi MHp)가 아닌 사회적 투쟁 (COQH

alJbHa$l 60pb6a) 이며， 협동조합운동은 당시 다른 사회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계 

급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39) 

협동조합에 대한 그같은 관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개념과 접합되는 것 

이었다.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뚜간-바라놈스끼의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충 

동했던 계기 중의 하나는， 그에게는 인민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보였던 

‘동엽조합주의자들’과 ‘순수협동조합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바 

램이었다. 

그러나 그의 협동조합관은 특히 협동조합과 사회적 이상의 관계에 대한 관 

점은 사회적 이상 및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관념 자체가 바핍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후일의 저명한 경 

제학자 몬드라찌예프(H. n. KOH~paTbeB)에 따르면， 뚜간-바라놈스끼는 처음에 

협동조합을 단지 중앙 집중적 집산주의 (QeHTpalJHCTHQeCI이깨 KOlJlJeKTHBß3M)라는 

의미의 사회주의에로 이르는 길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결국 그 

는 그같은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협동조합은 그저 사회주의에로 이르는 

길일뿐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최고유형 

의 사회주의， 즉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의 기초를 놓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협동조합 조직은 중앙 집중적 집산주의 조직 유형보다 훨씬 상위의 가 

치가 있다는 것이다.때) 

이제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뚜간-바라놈스끼의 관점의 진화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로 하자. 뚜간-바라놈스끼는 서구국가들에서 독점자본주의가 전성 

기를 구가할 때인 1890년대에 경제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학문적이고 이 

념적인 측변에서 그의 기본적인 관심영역은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융성 

이라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의 신 

봉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최초의 역저였던 『주기적인 산업적 위기 

(flepe04HtfeCKHe npOMUWßeHHUe KpH3HcM)~(1894)에서 자본주의 제도의 가장 홍미 

롭고 독특한 현상인 시장과 위기의 문제 (npo61Je뻐 pblHKa H KPH3ßCOB)가 다루어 

졌던 것이다. 이어 1898년에는 특별히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연구결과 

를 담은 역사적 저작인 『러시아 공장의 어제와 오늘(PyCCKli.J1 φ'li. 6PHKli. B npOIDßOM 

H Hli. CTOJllDeM)~ 이 간행되었다.41> 

39) 같은 책， c. 63, 75. 
40) KOHllpaTbes H. ll., MHXlI.HJ1 HBlI.HOBHtf Tyrll.H- [jll.p lI.HOBCKHIl, nr., 1923, 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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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수행된 뚜간-바라놈스 

끼의 연구는 러시아 인민주의와의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본주의 및 

자본주의 일반의 발전 경로를 해명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42) 그 

것은 이미 당시에 서구와 러시아에서 그의 작업에 쏠린 숱한 관심사가 분명히 

말해 주었다.43) 

그러나 1900년대 중반부터 뚜간 바라농스끼는 이제껏 그가 겪어 온 길과는 

방향을 달리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자로 남아있었으나 유물 

론의 철학적 입장을 버리고 점점 더 관념론적 세계관의 체계에 기울어져 갔다. 

이 시기 칸트철학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영향을 갚이 받은 뚜간-바라놈스 

끼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심화해 갔던 바， 특히 『마르크스주의 

의 이론적 기초~ (1905)와 『근대사회주의의 역사적 발전~(1906)에서 그같은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는 그가 마르크 

스주의 학설에 기반 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 

었지만 다른 많은 점에서는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 그것에 반하면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했다.얘) 

1905-07년 혁명의 좌절 이후 뚜간-바라놈스끼는 자신의 순수한 이론적 관점 

을 발전시켜 가는 한편 사회주의적 성향의 다른 많은 지식인들처럼 협동조합 

운동에 심취하게 되었다. 이유고 1909년에는 『협동조합 통보(BeCTHHK Koonepa. 

I.JHH)~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같은 류의 잡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되었다. 조금 후에 뚜간-바라놈스끼 

의 연구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K JlyqmeMy 6y，ay.띠eMy)~ (1912) ， r새로운 세 

계의 모색 (B nOHCKa.x HOBoro MHpa. )~0913) ，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초』 

(916) 등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뚜간 바라돕스끼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지출된 자본에 대한 최대이 

41) 같은 책， c. 35-40. 
42) 5yJlO"lHHKOBa JJ. A. , CopBHHa r. H. , CyõõoTHHa T. n., TyraH-5apaHoBcKHA M. 11. H ero KHH

ra “COUHaJlbHble OCHOBbI KoonepaUHH", B KH.: TyraH-5apaHoBcKH꺼 M. 11., COl(H8JlbHble oc

HOBbl KOOnep8l(HH, M., 1989, c. 9. 
43) 예컨대 레닌 (B.I1.JJeHHH)은 뚜간-바라놈스끼의 책에서 인민주의자들의 논거에 대한 결 

정적인 반박의 근거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썼다: “러시아 공장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연구에서 뚜간-바라놈스끼는 상업자본이 대공업 형성의 필수적인 역사적 조건임을 

증명 했다 JJeHHH B. 11., nOJlH. coðp. CO 'l., T. 3, c. 339. 
44) KOHllpaTbeB H. n., 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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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획득이 아니라 공동의 경영을 통해 그 회원들의 노동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결합한 약간 명이 조직한 경제적 기 

업 이 다’쩌) 협 동조합을 정 의 하면서 뚜간-바라놈스끼 는 ‘협 동조합이 란 예 나 지 금 

이나 근로계급의 조직이(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란 불리한 자 

본주의 경제의 조건에서 근로계급의 자기보호 형태의 하나이므로 협동조합 운 

동은 단지 근로계급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프 

롤레타리아와 농민， 그리고 소부르주아지의 중간계급들에서 분포한다쩌) 여기 

에서 뚜간-바라놈스끼가 협동조합의 사회적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같은 입장에서 그는 ‘협동조합운동의 초계급성론 전파자’들 

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들의 판단을 순전히 ‘허구적’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뚜간-바라돕스끼의 전체적인 평가이다. 그가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을 

구분한 척도는 법률적 형태나 심지어 가장 명백한 경제적 표식(주식자본의 존 

재， 고용노동 여부)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성격이었다. 그는 현실의 

협동조합이 형태상 자본주의적인 것으로서 미래의 사회주의적 협동조합과 다 

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목적의 지향에서) 그것(협동조합)은 

최대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자본주의적 기업과는 다르다고 말했 

다.47) 

협동조합의 비자본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뚜간-바라놈스 

끼는 그것들이 스스로의 내부적인 구조상 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근로계급의 

이해에 봉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얘)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신의 과제 - 협동 

조합에 가입한 근로대중의 이해 보호 - 를 수행하면서 다른 모든 자본주의적 

기업들이 의거하는 수단， 즉 경쟁이라는 방식을 채용하여 싸우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하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격을 특징지으면서 뚜간-바라놈스 

끼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근로대중의 이해를 보호하고 그것에 

봉사한다고 주장한 쁘로꼬뽀비치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두 경제학자 

는 협동조합의 발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뚜간-바라놈 

스끼는， 쁘로꼬뽀비치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출현이란 순전히 자본주의 제도에 

45) TyraH-BapaHOBCI이깨 M. 11., COlJHaJIbHble OCHOBbl KOOnepal(HH, 11311. 3-e, M. , 1919, c. 61. 
46) 같은 책， c. 75. 
47) 같은 책， c. 64. 
48) 같은 책， c.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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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것이라고 여긴다. 곧 협동조합이란 상업자본주의 사회의 내부에서 싹렀 

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 

니라 일부 선구자들이 협동조합을 기존 사회-경제 제도의 개조 수단으로 생각 

해 낸 ‘창조적 구상의 산물’， 곧 ‘인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 이상’의 구현을 염원했던 ‘정신적인 지도자들’ 

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 사회주의적 이상이 자본주의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결 

과 탄생했다는 것이다.49) 이렇게 볼 때 뚜간 바라놈스끼의 협동조합 개념은 그 

의 자본주의관과 불가분의 것임이 드러나지만 다른 한편 그의 사회주의적 이 

상에 대한 개념과의 대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또한 명백하다.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기초한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제도는 

후진적 경제형태에 비해서 분명 진보적이다. 그러나 뚜간-바라돕스끼에 따르 

면， 자본주의는 사회발전의 종착점도， 도덕적， 사회. 경제적 완성태도 결코 아니 

다. 거꾸로 근대 사회경제체제의 중심부로서의 자본주의에는 사적소유와 경제 

적 무정부성， 그리고 착취의 원리에 기반한 이 체제의 모든 결함이 축적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 모순의 깊은 유기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으며 때문 

에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증대는 불가피하고 미래의， 사회적 이상에 대한 

지향 또한 날로 커갈 수밖에 없다. 그같은 시도 그같은 열망의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운동이라는 것이다.50) 결국 이같은 논리로부터 ‘협동조합을 낳은 것은 

자본주의지만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사회주의적 이상이다’51)라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 

이처럽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운동과 직접적인 연관하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뚜간-바라놈스끼는 양자가 그 동기상 차이 

가 난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호소함으 

로써 사회적 열정이나 개인적 이해의 희생에 호소하는 사회주의 운동과는 다 

르다는 것이다.52) 

협동조합운동의 사회주의적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뚜간-바라놈스끼는 

농민협동조합이나 소부르주아 협동조합 유형을 배제하고 단지 프롤레타리아 

협동조합만이 (사회주의 정당 및 노조와 더불어) 노동자계급 해방운동의 세 부 

49) 같은 책， C 2. 
50) TyraH-5apaHoBcKH꺼 M. 11. , TeopeTH<æcKHe OCHOBbI MapKCH3Ma , 113n. 3-e, cn !S., 1906, c. 

115-116, 121, 226-229. 
51) TyraH-5apaHoBcKHR M. 11., COUHaπbHble OCHOBbI KoonepaUHH, C. 29. 
52) 같은 책， 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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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의 하나라고 특징지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가장 생활 

력 있고 주요한 형태는 소비조합(noTpe6HTenbHhle 06meCTBa) 이다. 또한 그는 협 

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다른 조직들보다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한 

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훨씬 결정적인 투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 

지만，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자본주의 제도를 개조하는 유일한 

또는 핵심적인 무기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닮) 

자본주의 제도 내의 별종(別種)인 협동조합 기업은 농민들을 사회주의에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와는 다른 ‘농민 

사회주의’에 대해 뚜간-바라돕스끼는 사회화된 경제， 공공적 생산으로의 이행 

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협동조합은 농민을 사회주의에로 준비시키지만 ‘결코 

그들을 땅돼기로부터 떼어놓지 못한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사적소유자로서의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간 바라돕스끼는 러 

시아에서 협동조합은 농촌의 진보적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 

다. 즉 협동조합적 의식 (KoonepaTHBHble C03HaHHe)이 점점 더 깊숙이 러시아 농 

민대중 속에 침투하여 현저하게 그들의 사회-심리적 성격을 바꿔 놓았다는 것 

이다.닮) 

러시아 협동조합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뚜간-바라놈스끼의 평가는 

매우 흥미롭다. 그는 러시아 신용조합 발전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협동조합운 

동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한없이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협동조합운동은 국가가 협동조합의 도웅 없이는 불가능한 인민대 

중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할 불가피성 때문에 장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협동 

조합운동은 정상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다소간 불구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 

도록 일정한 범위 내로 구속된다.56) 이와 관련하여 뚜간-바라놈스끼는 러시아 

에서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해 전자의 ‘공개성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자유로운 사회적 발의에 대한 불신 의식’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자유로운’ 협동조합과 ‘후견적인’ 또는 ‘강제적인’ 협동조합을 대치시키면서 

뚜간-바라놈스끼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협동조합에의 참여야말로 그것(협동조 

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용조합은 그것의 

53) 같은 책， c. 63‘ 

54) 같은 책， c. 467. 
55) 같은 책， c. 323 
56) TyraH-5apaHoBcKI깨 M. 11. , K πy'lDleM}' 6YIIYDJ.eM}', C.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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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던 국가의 ‘전방위 적 후견’ 정 책 의 결과 결국 본질 

적으로는 ‘국가은행’의 하부조직들에 불과한， 순전히 형식적인， ‘상당히 부자유 

스런 협 동조합(noAYcBo6onHa~ KOOnepaUH~)’이 되 었다는 것 이 다.57) 

러시아협동조합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본 

질적으로는 뚜간 바라놈스끼의 국가 그 자체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나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w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1906)에서 어느 한 계급의 이 

해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의 ‘정치 적 자율성’을 주장했던58) 그는 10년 후의 저 

작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견지에서 국가의 사회적 

성격에 접근하여 국가는 ‘생산수단 소유자의 계급적 지배의 표현’59)이라고 강 

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와의 결정적인 투쟁’과 ‘새로운 사회 

제도의 평화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과 대척점에 서게 된다. 비 

록 뚜간-바라돕스끼는 ‘경제의 계획적 조직화에서’ 국가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국가의 특질로서 강제성을 지적하면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경제의 ‘생래적인 국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60) 바로 이 

같은 입장에서 그는 1917년의 2월 혁명을 완전히 자유로운 협동조합의 탄생과 

새로운 길로의 가능성으로서 환영해 마지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격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뚜간-바라놈스끼의 관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사회주의에 이를 만큼 성 

숙하지 못했으며 단지 ‘위대한 농민민주주의 나라(CTpaHa BenHKOR KpeCTb~HCKOR 

neMOKpaTHH)’가 임박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의 사회적 전망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는 특히 두 가지 조건을 지 적 했던 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과 해당 사회계급의 높은 의식 및 의지가 그것들이었다. 이와 관련 

하여 그는 공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현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농업분야에 

서는 농민의식의 후진성 때문에 그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61) 

이같은 배경에서 뚜간-바라놈스끼는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상호관계를 해 

명하고자 시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1917년 가을까지는 사회주의제도 내 

에 협동조합 기업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란 사 

57) 같은 책， c. 134-135. 

58) TyraH-BapaHoBcKHlí M. H., TeopeTH'leCKHe OCHOBbI MapKCH3Ma, C. 109 

59) TyraH-BapaHoBcKHlí M. H., COl.(Ha.nbHble OCHOBbI κOOl1epal.(HH， c. 62. 

60) TyraH-BapaHOBC재꺼 M. H., COl.(Ha.nH3M KaK l1o.nO)f<HTe.nbHoe y 'leHHe, C. 82. 

61) TyraH-BapaHoBcKHß M. H., PyCCK9.!I peBO째'l.(HJI H COl.(HaßH3M, c.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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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유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그 회원들의 개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독특한 경제조직’62)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좀 더 후에 그는 ‘협동조합의 이상 

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하기를 그것은 자본주의에 ‘직접적으 

로 대립하는 체계’로서 거기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인격이 지배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협동조합은 강압에 기반한 근대사회의 중심부에서 자유 

로운 사회적 연합의 전형올 보여준다’63)고 썼다. 따라서， 당연히， 사회주의사회 

에서도 자유로운 협동조합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64) 

이처럼 뚜간-바라돕스끼는 결국 협동조합과 근대 사회주의의 완전한 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초계급적인 이상-사회적 착취를 모르는 

사회’를 공통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계급적 적대’와 

‘계급적 연대’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보다 더욱 이상주의적이다. ‘집산주의적 

원리에 따른 인간의 훈육’이야말로 협동조합의 과제라는 점에서 그것의 관념성 

이 두드러진다.65) 

또 한 사람의 저명한 협동조합운동 이론가였던 뽀셰 (B. A. nocce)는 대체로 

뚜간-바라놈스끼와 관점을 같이했다. 뽀셰에 따르면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이란 

자유， 우애 및 평퉁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운동이라야 

했다，66) W협동조합운동의 기초.!I (1916)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사회적 이상은 파국적 사태나 무지몽매한 노예들의 봉기에 의해서가 아니 

라 자조， 상호부조 및 사회적 효용에 기반한， 근로대중 및 교양 있는 시민들 

의 자유로운 연합의， 그리고 생산을 조직화하고 모든 이의 물리적， 정신적 요 

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목적 

을 가진 연합들의 발전과 운동에 따라 실현된다，67) 

뽀셰의 입장은 ‘자본주의 경제가 협동조합 경제로 대체’68)되어야 한다는 주 

장에서 확연해진다. 이로부터 출발해 그는， 마치 앞에서 본 ‘통업조합주의자들’ 

62) 같은 책， c. 21. 
63) TyraH-BapaHOBCKJ깨 M. 11., COllHaπ'bHble OCHOBbI KoonepallHH, C. 486, 495. 
64) 같은 책， c. 504. 
65) 같은 책， c. 486, 490-491. 
66) nocce B. A. , OCHOBbI KoonepaTHBHoro J1BlCf{eHHJI, nr., 1916, c. 34-35. 
67) 같은 책. 
68) 같은 책， 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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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협동조합의 ‘사회 교육적 의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협동조합원들에게 

는 사적 소유의 관념 대신 집단적 소유의 관념이 배양된다’69)고 강조했다. 

뽀셰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이상은 무산자 및 근로계급의 이해와 부합한다. 

‘협동조합운동은 계급운동’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계급적 모순과 적대， 그 

리고 계급투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협동조합과 국가권력의 상호관 

계에 대해 뽀셰는 ‘인간생활의 모든 부변을 포괄하는’ 전자는 국가활동의 범위 

밖에 제쳐 놓일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협동조합운동 - 인용자)은 불가피하게 국가기관들 및 지역자치조직들 

의 활동과 접촉하게 된다. 매우 먼 미래에는 협동조합 기관들과 지역자치 조 

직 및 개조된 국가와의 통합을 보게 될 것이다.70)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 그같은 협동조합의 이상에 걸맞은 

것일까? 뽀셰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제도의 맹아를 품고있는 ... 소비-생산 조 

합(nOTpeÓHTenbHo-npOH3BonHTenbHa~ KOOnepaUH~)이 다른 모든 종류(신용조합， 

동업조합， 구매조합 등)의 협동조합을 흡수 또는 구축할 것’71)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뽀셰의 입장은 레닌의 ‘생산-소비 꼼윤(npOH3BonCTBeHHo-nOTpeóHTenbHwe 

KOMMYHW)’론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전시공산주의’시기 소비에트지도자의 그같 

은 구상의 실천과 화해할 수는 없었다.72) 

뚜간-바라놈스끼나 뽀셰 이외에 빠쥐뜨노프(K. A. na째THOB) 또한 협동조합운 

동을 ‘반(反) 자본주의 운동’으로 규정 한 이 론가였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착취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노동을 보다 자유 

롭고 독립적으로 할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빠쥐뜨노프는 또또미안쓰 뿐만 

아니라 뚜간-바라돕스끼도 동시에 비판하면서 협동조합은 아직 사회주의가 아 

니며 단지 ‘거기에로 이르는 이행단계와 다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 

도기 단계를 빠쥐뜨노프는 ‘협동조합주의 (KoonepaTH3M)’라고 불렀던 바 ‘왜냐하 

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노동은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미래의 사회주의 제도에 이르는 펼수 불가결한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73) 

69) nocce B. A. , lfJ1eaJ1bl KoonepaUHH, nr., 1918, c. 11. 
70) 같은 책. 
71) 같은 책， c. 37. 
72) 이에 대해서는 nocce B. A., KoonepaUHJI H KO찌i}'HH3κ nr., 19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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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다른 이론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의 본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협소한 

경제활동의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에 특별히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자본주 

의 제도에 대해 ‘파괴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 내에서 그것 

대신에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려는 ‘창조적인’ 활동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았 

다.74) 그리하여 그는 심지어 노조를 협동조합 조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 

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빠쥐뜨노프는 이같은 ‘반자본주의적 정신’이야말로 생산 

조합이나 신용조합， 소비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을 막론하고 ‘모든 대(大) 협동조 

합 가족을 단결시키는 핵심적인 접착제’라고 주장했다.75) 그의 작업에서는 그 

러나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운동이 단일한 ‘협동조합주의’의 체계로 통합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1. 요약과 결론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협동조합운동은 근대적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의 서유럽에 그 기원을 두었던 이 운동은 러 

시아에서 인텔리겐차가 주도한 한 사회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그것이 경험을 

차용했던 서유럽에서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시기 러시아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지향의 협동조합론들은 실용적이기보다는 이념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 

다. 20세기 초반， 특히 1905-07년 혁명의 좌절 이후 상당수의 러시아 인텔리겐 

차와 사회활동가들은 번성해 가는 협동조합운동에서 사회정의와 평등의 이념 

을 실현할 중대한 수단을 발견하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거기에 투신했다. 그러 

나 그 운동의 목표에 대한 일정한 공통의 관념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양한 분 

파의 지식인들은 협동조합 그 자체의 경제적 기반 및 사회적 성격에 대해 서 

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동업조합주의자’ 이론가들은 기존의 러시아 동업조합의 발전전망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그와는 다른 경향의 대표자들은 이같은 입장을 이미 진부해진 

73) na)j(IITHOB K. A., OCHOBbl KoonepaTH3Ma , H3 Jl. 2-e, M., 1917, c. 171. 
74) 같은 책， c. 135. 
75) 같은 책， c.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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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노동 형태 옹호자들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동업조합주의자들’은 근 

대 경제의 기반에 대한 상세한 탐구를 하지 않은 채 동업조합에서 모든 회원 

들의 평등이 지배하는 그러한 집단주의 형태의 원형을 발견했으며， 그에 따라 

동업조합이야말로 미래의 보편적인 평등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反)동업조합주의자’ 이론가들은 거꾸로 협동조합의 경제적 기반을 변밀하 

게 탐구하면서， 그들 내부의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근대사회 

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생성 및 발전의 합법칙성을 찾고자 했다. ‘동업조합주의 

자들’의 접근법이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에서 무정형성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그 반대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서도 사회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의 개 

념이 명료한 이론적 표현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경향의 신봉자들과는 달리 뚜간-바라돕스끼는 협동조 

합의 사회 적 기 반의 중요성 을 인 정 하고 당시 ‘사회 운동’으로서 의 협 동조합운동 

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의 학설은 당대인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 

해의 정립과정에 한결같지만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혁명이전 러시아에 

서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정부하의 1920년대에도 적극적 활동을 펼쳤던 당대 

최고의 협동조합운동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차야노프(A. B. 4a$lHOB)는 농업협 

동조합의 발전전망(농민들을 사회주의에로 유인할 수 없다는)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 협동조합의 단일한 조직형태(협동조합의 형태와 종 

류를 불문하고 전국적인 단일조직을 결성하는 것)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는 동의했다. 반대로 레닌은 전국적 수준에서 ‘단일한 협동조합’ 체계를 형성해 

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서， 사회주의 이상으로서의 뚜간-바라돕스끼의 ‘협동조 

합 이상’을 이해했다. 

뽀셰와 빠쥐뜨노프는 전체적으로는 뚜간-바라놈스끼와 ‘협동조합 이상’을 공 

유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비록 이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계급성을 힘주어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동업주의자들’처럼 ‘협동 

조합적 공동체 (KoonepaTHBH뼈 MHp)’의 꿈을 품고 있었던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이처럼 다양한 입장의 향후 운명은 그들 사이의 논쟁이나 러시 

아 협동조합운동 그 자체의 발전보다 1917년 혁명 이후 내전 시기의 전시공산 

주의， 신경제정책， 그리고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스탈린에 의한 강제적인 

농업집단화라는 냉엄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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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Русская кооперативная NblСЛЬ в начале ХХ в. 

Кик ЧаН ЧжИН 

Коопера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в начале хх века в России приняло форму НОВОГО н 

аправленн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Это движение, уходившее 

своими корнями на Запад, в России стало реализацией одной из «ин,.елли

гентских» инициатив. Разл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учения о кооперации здесь но

сили скорее идейнЬiЙ, нежели прагматический, как то было на Западе, характер. 

3наЧИ1"ельная часть рус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 начале 

ХХ В.,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ревоJUOЦИИ 1905-1907 ГГ., делала ставку на 

расmирявmееся l<оопера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рассматривая его как главное сред

ств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де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венства. Но, несмотря на относи,ель

ную общно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цели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дви*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его различных течений по-своему подходили к определению эконоынческой базы 

и социальной природы самой кооперации. 

В развитии русской кооперативной мысли в начале ХХ века, как отмечают 

современные историки, наБJDOдаются тр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Теоре1ики-«артельщикн» пнтали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уже существовавших русских ар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

вергали критике их позицию как идеологню защитников отжившей формы коллек

тивизма труда. «АртельЩИКИ», не вникая в подробности анализа соврем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азы, усматривалн в артели прототип той формы коллепивизма, 

где царнт равенство всех ее членов,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иходили к выводу, 

что именно артель есть исток всеобщего равенства в будущ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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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peTHKH-<<aHTHapTenbl따iKH>>， Hao6opOT , T삐aTenbHO H3yqanH 3KOHOMHqeCKHe 

OCHOBbI KOOrrepaUHH , I1bITa~Cb TeM CaMbIM HaHTH , HeCMOTp~ Ha BCe pa3HOrnaCH~ ， 

rrOnTBep*neHHe 3aKOHOMepHOCTH CTaHOBneHH~ H pa3BHTH~ KOOrrepaTHBHOrO nBH*e

HH~ B COBpeMeHHOM 06llleCTBe. ECnH rro ‘nXOn <<apTenblllHKOB>> XapaKTepH30BanC~ 

aMop~HOCTb~ KOHuerrUH“ B3aHMOCB~3H rocynapcTBa H 06llleCTBa, TO HX OrrrrOHeHTbI 

qeTKO Bbwen~nH 06llleCTBeHHbI꺼 xapaKTep KOOrrepaTHBHOrO nBH*eHH~. OnHaKO KOH

uerrUH~ KOOrrepaUHH KaK 06llleCTBeHHOrO nBH*eHHJI He rronyqHna y HHX cyry6。

TeOpeTHqeCKOrO Bblpa*eHH~. 

B OTnHqHe OT anerrTOB yrro뼈HyTbIX TeqeHHH, M. 11. TyraH-5apaHOBCKHH rrpH3Ha 

Ban Ba*HOCTb COUHanbHbIX OCHOB KOOrrepaUHH H BblnBl’Hyn KOHuerrUH~ KOOrrepaTHB

Horo nBH*eHHJI KaK <<06llleCTBeHHOrO nBH*eHHJI>> TOrO BpeMeHH. YqeHHe TyraH-

5apaHOBCKoro OKa3anO HeOnH03HaqHOe BnHJlHHe Ha 3BOn~UH~ B3rnJlnOB ero CO 

BpeMeHHHKOB Ha KOOrrepaUH~. HarrpHMep , A. B. 4aJlHOB , He pa3nenJlJl ero MHeHHJI 0 

rrepcrreKTHBax CenbCKOX03 J1찌CTBeHHOH KOOrrepaUHH , rrpHH~n rrOnO*eHHe TyraH-5apa 

HOBCKoro 0 HenorrycTHMoCTH enHHOH ~OpMhl OpraHH3aUHH KOOrrepaUHH. A B. 11. fle

HHH , rrpHnep*HBaJl Cb rr03HUHH <<enHHO때 KoorrepaUHH>> B 06llleHaUHOHanbHOM MaCillTa6e , 

BOCrrpHHJln <<KOOrrepaTHBHbI다 Hnean>> TyraH-5apaHOBCKOrO KaK Hnean COUHanH3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