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제정책기의 소비에뜨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꾸스따르 공엽의 활용에 대한 논의 

최 대 희. 

1. 머리말 

혁명전 러시아제국의 영토에는 모든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진행된 강력한 공업화 과정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유럽부분에서는 현대적 공업자본주의와 독점 및 은행자본 

이 형성되었지만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영토에서는 여전히 

농업생산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거대한 섬유공장 

곁에 지난 세기의 낡은 질서와 기술로 살아가고 있던 촌락이 함께 존재했고， 

극히 원시적인 기술에 바탕한 소규모 가내수공업도 거대한 공장주변에서 대 

규모 공장과 경쟁 혹은 상호보완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었다. 요컨대 일차 

세계대전전의 러시아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러시아는 농 

민이 전체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농업국가이지만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근대적인 공업이 형성된 나라， 이전 시대의 전산업적 신분제적 특성을 잃어 

버리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산업사회적인 특정을 띠어 가고 있는 사회를 가 

진 나라였다. 1910년경 500명 이상의 취업자를 가진 기업은 전체기업 (16인 이 

상의 취업자를 가진 기업)의 5%를 차지했지만 전취업노동자의 50%이상을 차 

지했다. 새로이 생성되고 있던 공업은 수백만에 이르는 생산자가 취업되어 있 

던 아주 작은 규모의 가내수공업적 생산형태를 축출하지 않았다. 새로이 형성 

되고 있던 노동자계층도 농촌과의 연계를 완전히 절단하지는 않았다. 농촌에 

일정한 토지지분을 갖고 있던 노동자는 언젠가 귀향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 

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이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토지를 보유하려고 했던 것 

이다. 또한 짜르정부가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구래로부터 전래된 

농촌공동체 (obshchina)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정책조차도 구래의 생산 

* 효성 가톨릭 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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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집하는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20세기 짜르러시아의 경제와 사회를 규정했던 핵심적 모순은 고도로 

집중된 자본주의적 대기업과 여전히 봉건적이고 자연경제적인 특징을 띠고 

있었던 낙후된 농업 및 가내수공업 적 생산간의 모순이 라고 할 수 있다. 혁 명 

후 소비에뜨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농업편제와 이것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공생하고 있던 가내수공업적인 생산형태의 근본적인 개조 

를 통해 공업과 농업， 근대적 공장제 공업과 구래의 가내수공업적 공업간의 

상이한 수준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볼셰비끼 지 

도자는 짜르러시아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소 

비에뜨경제를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어내고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의 물적 토 

대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부딪혔다. 우리에게 ‘공업화논쟁’1)이라 알 

려진， 20년대 중반에 볼셰비끼 정책입안가들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의는 바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는 논 

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며 192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가위형 위기’로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또한 소비에뜨경제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농 

촌과 도시라는 두 개의 상호 고립된 경제권으로 분리될 위험에 처하곤 했다. 

1920년대 말 스딸린주의의 대두는 소비에뜨경제가 처한 이와 같은 구조적 딜 

레마와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2) 그러나 이러한 스딸린주의의 대두의 ‘필 

연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배경은 연구자의 관심이 주로 쁘레오브라젠스끼 

(Preobrazhensky)와 부하린(Bukharin)같은 몇몇 주요한 볼셰비끼 정책입안자 

1) 가장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Erlich, A., Die Industrialisierungsdebatte in der Sowjet
union 1924-1928, Ffm., 1971을 들 수 있다. 

2) 이러한 설명방식에는 자본주의적인 ‘대해’에 둘러싸인 ‘섬’으로서의 소비에트국가는 
대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속한 공업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첨가되기도 한다. 소비에트지도부는 1920년대 말 신경제정책으로부터 벗어 

나기 시작할 때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당시 실제 대 

외정책적， 군사적 상황은 스탈린주의로의 전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소비 

에트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포에 질린 대중을 좀더 손쉽게 새로운 

노선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Boetticher, M., 
Außere Bedrohung als Grund für die Stalinsche lndus떠alizierungspolitik?， in: 
S따linismus. Probleme der SoψljetgesellschaJt zwischen Kollektivierung und 
Weltkrieg (Hg. von Erler, Süss), Ffm., 1982, S. 123-13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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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에만 주목해 온 탓이 크다. 이들은 주로 농업과 공업간의 관계에만 초 

점을 두고 논지를 폈던 관계로 소위 ‘꾸스따르공업’이라 명명되는 러시아의 

가내수공업적 생산형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다. 꾸스따르공업이 소훌 

히 취급된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29년 이래로 ‘술에 만취한 혼몽한 상 

태에서 작성한 계획안(bacchana1ian plan)’3)에 근거해 대규모 공장중심의 공업 

화가 진행되었고 농업이 강제집산화됨으로써 꾸스따르공업이 통계상으로 사 

라져 버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꾸스따르공업의 활용은 농촌 

과 도시의 ‘구조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꾸스따르공업은 주로 농촌에 위치해 있으면서 공산품을 생 

산해 내고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농업과 공업을， 농민과 노동자를 연계하는， 

그리하여 농촌과 도시의 구조적 이질성올 극복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떠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혁명후 소비에뜨경제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살펴보면서 이 

러한 위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경제계획기관에 종사하고 있 

던 실무 경제정책전문가가 제시한 꾸스따르공업의 활용방안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꾸스따르공업의 발달현황과 그 특성을 먼저 개관하는 것 

이 순서일 것이다. 

2. 1913년 에 서 1933년 η~^I 의 
소공업 및 꾸스따르(Kustar’)공엽 4)의 발달현황 

2. 1. 혁명전 꾸스따르공업의 발달과 그 전제조건 

꾸스따르공업이라는 것은 농촌에서의 소규모 가내공업을 일걷는데 18, 19세 

기초에 급속하게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꾸스 

3) ]asny, N., Soviet Industrialization 1928-1952, Chicago, 1968, pp. 73-80 
4) 필자는 소공업 및 꾸스따르공업을 소련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바와 같이 

기계적 동력장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16인 이하의 노동자를， 기계적 동력장치를 보 

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인 이하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모든 비조사대상공업을 지 

칭 하는 개 념 으로 이 해 한다. 이 에 대 해서 는 Carr, E. H., Foundation af a Planned 
Economy 1926-1927, Cambridge, 1969, Vol. 2, p. 934를 참조하라. 그리고 필자는 

이 논문에서 꾸스따르공업과 소공업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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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꾸스 

따르공업은 드물지만 몇 명의 종업원올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 생산품목 

은 섬유제품， 단순한 농기계， 목제품， 도자기 혹은 가죽제품과 같은 일상생활 

용품이었다. 꾸스따리는 자신들의 상품을 인근시장에 손수 내다 팔거나 경우 

에 따라서는 대부분 농민출신인 소상인들에게 위탁판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꾸스따르공업제품의 주요 수요자는 농민이었다. 이와 같이 쿠스타리는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농민， 동일하게 농민출신으로 구성 

된 소상인과 더불어 긴밀한 경제권을 형성했다. 

꾸스따르공업 즉， 소규모 가내공업이 혁명전 러시아의 농촌사회에 만연한 

이유와 관련하여 차야노프(Chayanov)는 자신의 농민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다 

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었다. 자연적 조건이나 경작지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농촌가계에게 이론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촌가계는 첫째로 단위면적당 투하되는 노동력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서 최소 

한의 생계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 둘째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 

이 자신의 노동력을 완전하게 소모할 만큼 크지 않는 농촌가계의 경우， 농민 

들은 자신의 노동력올 다른 돈벌이가능성에 투자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가계에서는 첫째 가능성은 실현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한계소득이 재빨리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농업에 특유한， 계 

절에 따른 실업은 두 번째 가능성에 유리한 토대를 제공한다. 차야노프에 따 

르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분한 경작지를 갖고 있지 않아 토지 집중적인 농 

업생산이 불가능한 러시아의 농촌가계는 노동집약적인 가내공업적 상품생산 

을 발달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특히 비흑토지역에서 농 

민들은 농업 외에 한편으로는 소규모 가내공업을 발달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는 인근 도시나 농촌으로 가 계절노동자화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지역적으로 러시아의 북서쪽과 중앙지역부근의 비 

흑토지역에 소규모공업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남부와 남동부에 위 

치한 대부분의 흑토지역은 농업생산에 의해 특정지워졌는데 이곳에 위치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화폐소득의 대부분을 바로 농업생산을 통해서 획득했고 

따라서 비농업활동은 매우 미약하게 발달되었다. 

19세기 말엽부터 진행된 러시아공업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주도로 이 

5) Tschajanow, A., Die Lehre von der bäuerlichen WirtscJr.야， Berlin, 1923, p. 39와 

p.53. 



신경제정책기의 소비애뜨경제 191 

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유럽의 열강으로서의 지위유지를 우선시하는 짜르정부 

는 철도부설과 군비생산을 공업화의 근간으로 보았고 따라서 중공업은 성장 

속도면에서 경공업을 훨씬 앞질렀다.6) 산업화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공업에 

의한 소공업의 축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공업은 대규모공장이 기계화 및 

분업에 의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자리를 굳힐 수 있었 

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화된 공장과 소공업사이에 일종의 역할분 

담이 새롭게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와 소비에뜨시기의 소공업을 분석한 

바 있는 경제학자 뢰브니꼬프(Rybnikov)에 따르면 고도의 노동자질이 요구되 

고 엄청나게 싼 과잉노동력이 취업되어 있는 소공업 생산부분에 있어서는 대 

공업과의 경쟁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소공업과 대공업과의 경쟁이 

소공업의 생존력을 규정하는 유일무이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7) 그에 따 

르면 소공업이 발달하는데 유리한 토양을 제공하는 상황은 소비에뜨체제에서 

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소공업이 러시아에서 그리고 제반조건들이 러 

시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소비에뜨경제하에서 소공업이 계속 유지， 번창할 

수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1) 소공업은 무엇보다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촌의 과잉인구에서 자신 

의 존립근거를 찾는다. 

(2) 소공업의 생산품에 대해 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 농민과 도시빈민은 아 
주 낮은 구빼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품질이 다소간 좋지 않더라도 상대적 

으로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했다. 

(3) 러시아 인구의 80%가 좋지않는 도로망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농촌에서 살 

고 있었다. 구매자들이 분산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공업이 빌달하는데 극도의 방해요소가 되었지만 지방의 소공업이 발달 

6) 20세기 들어와 진행된 두 번째 산업화에서는 공업에 대한 투자액의 총 50%를 차 

지하는 외국자본의 영향으로 근대적 기술과 조직형태둥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이로서 혁명전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형태들이 병립하게 되었는데 고도 

로 발달된 자본주의적 형태와 더불어 소비재산업에서 두드러진 ‘전독점적’ 형태， 

그리고 소생산에서는 ‘초기- 및 전자본주의적’ 형태가 병립하게 되었다. Haumann, 
H., KIαpitalismus im zaristischen Staat 1906-1917, Königstein!Ts., 1980, p. 69를 
참조하라. 

7) Rybnikov, A. A., Osnovnye tendencii evoljucii fonn promyshlennosti voobshche 
i melkoi promyshlennosti v osobennosti, in: Ekonomicheskoe obozrenie(이 하 EO. 
로 표기) (1927년 8월)，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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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에는 좋은 토대를 형성 했다.8) 

대공업이 19세기말엽이래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소공업은 

적지않은 생산분야에서 자기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 

전될 수도 있었다. 적어도 소공업은 대공업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소공업생산업자는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민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민출신인 소상인과 더불어 밀접하게 연계된， 도시 혹은 

대공업과 어느정도 독립된 경제권을 형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규모공업생산이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00년에 

31%에서 1913년에 22%로 떨어졌지만 소규모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몫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13년경에 소규모공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은 총 공업인구의 50%정도였고 그중의 3/4는 농촌에 1/4는 도시 

에 거주했다.9) 

2.2. 소공업의 발달현황의 통계적 개관 (혁명이후부터 1933년까지) 

공엽 총생산 (단위: 백만루블) 

3,142 

* 이 통계에는 벌목엽과 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리， 수선업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출저 Kaufmann, Small-Srole IndustηI in the Soviet Unoin, pp. 66-83, 

도표 A-2 및 A-3. 

8) Rybnikov, A., EO. (19271년 7월 )， p. 13lf. 
9) 'Kaufmann, A., Small-srole industr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196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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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업은 1913년에 총 공업취업자수의 63%를 차지 했다. 물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10) 51%를 차지 했다. 생산량은 전체산업 총생 

산량의 34%를 차지했다. 혁명후 전시공산주의시기와 그에 잇따르는 신경제정 

책초기에는 대공업이 완전하게 파괴됨에 따라 그것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아 

졌다. 즉 소공업이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 

이다.11) 1926년/27년경이 되어서야 소공업취업자수는 다시 전전수준을 회복했 

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환산한 취업자수는 1913년과 비교해서 1926/27년에 

29%, 1927/28년에는 18%, 1928/29년에는 24% 정도 감소되었다. 1929/30년 강 

제집산화가 시작된 후에 소공업은 급속하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소공업에 취 

업된 자는 풀타임으로 환산하여 전체 공업취업자의 7%, 소공업생산량은 공업 

총생산량의 8%만을 생산할 뿐이었다. 순생산지표에 따르더라도 소공업생산은 

실제로 하락했고 1927/28년에도 전전수준올 회복하지 못했다. 소생산이 차지 

한 비율은 1913년에 공엽총생산의 31%를 차지했으나 1927/28년에 26%, 1933 

년에는 결국 7%를 차지 했다.12) 

1927년에서 1933년까지의 시기에 대공업에 취업된 노동자의 수는 풀타임으 

로 환산하여 대략 5.1백만 정도 증가한 반면 소공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대략 

1.8백만정도가 감소했다. 짧은 기간동안에 이렇게 급격한， 대공업쪽으로의 노 

동력의 이동은 이시기에 진행된 급진적인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말하자 

면 풀타임으로 환산하여 3.3백만에 이르는 노동력의 실제적인 상승이 있었다. 

이러한 양의 노동력은 정확히 소공업으로부터 빠져나간 노동력의 양과 일치 

한다，13)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은 순전히 통계적 성격을 지닐 

10) 풀타임 기 준치 (ful1-time equivalents)는 주당 44 노동시 간으로 적 용된다. 
11) 끄리츠만(Kricman)에 따르면 대공업은 1920년에 1913년에 비해 18%정도의 생산량 
을 유지했으나 소공업은 43%의 생산량올 유지했다. Krizman, Leo N., Die heroi
sche Periode der grossen russischen Revolution, Ffm. , 1971, p. 89. 

12) 순생산지표는 Warren Nutter에 의해 작성되었다. Warren Nutter, Growth af 
lndustrial Production in the Soviet Union, Princeton, 1962, p. 118ff. Nutter에 따 
르면 소공업생산은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시 축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Nutter, ibid , p. 192. 
13) 왜냐하면 소공업에서의 노동력은 대공업과 비교하여 불충분하게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6/27년에 평균노동시간은 대략 주당 24시간， 1927/28년에는 19시간， 

1928/29년에는 16시간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대공업에서의 평균주당노동시간 

은 44시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927/28년에는 대략 3.2백만의 부가적인 노동시간 

이 소공업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ufmann, ibid , p. 3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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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어업， 사냥， 밸감생산 및 벌목 둥과 같은 전통적으로 농업영역으로 분 

류되던 활동들이 이제는 공업으로 취급되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분야에서의 총생산가치는 대략 통상공업으로 정의되는 생산분야의 총생 

산가치의 11%에 이른다.14) 꾸스따르공업을 단지 서류상으로서만 협동조합화 

시킴으로서 소공업의 대공업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공업협동조합의 수가 

1928년 10월 1일에 865천만에서 1931년 1월 1일에 1 ，760천만으로 늘어났다.15) 

이들중에 대략 반 정도만이 1931년에 공동의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었 

다.16) 그렇지만 협동조합에 취업한 자의 수가 30명이 넘으면 이 사업체는 자 

동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 

대공업에서의 급격한 노동력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하락에 의해 동반되었 

다. 일인노동자당 생산성은 1913년에서 1927/28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대공 

업은 물론 소공업에서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1927/28년 이후의 5년동안에는 

반대방향으로의 발전이 있었다. 대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대략 46%하락한 

반면에 소공업에서의 그것은 5%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반대방향으로의 발전 

은 한편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인 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진 

공업분야가 협동조합화를 통하여 소공업으로부터 대공업으로 변모되었던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실제로 진행된 생산성의 하락을 반영하는데 잉여 

노동력 혹은 미숙련노동력이 기존의 또는 새로 건설된 공장으로 물밀 듯이 

몰려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의 하락은 전생산영역에서 일인당 생산 

이 거의 28%나 하락했다는 사실속에서 잘 드러난다 17) 

꾸스따르공업은 대공업보다 혁명과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덜 받았다. 이러 

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농촌의 소공업이 농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대공 

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의 원자재나 밸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꾸스따리가 전쟁과 혁명시기동안에 좀 

더 손쉽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한 몫올 했다. 끄리츠만 

(Kricman)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대공업은 1920년에 1913년 생산량의 18%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소공업은 43%의 생산을 기록했다.18) 이로써 소공 

14) Gukhman, B., Dinamika proizvodstva, in: EO. (1929), p. 114. 
15) Kaufmann, ibid , p. 41. 
16) Tichomirow, W., Die Kleinindustrie in der UdSSR, Moskau, 1932, p. 31. 
17) Kaufmann, ibid , p. 53f. 표 18올 참조하라. 
18) Krizman, 나o N., Die heroische Periode der grossen russischen Revolution, Ffm., 

1971,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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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은 총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몫을 40%정도까지 높힐 수 있었다. 물 

론 총취업자수는 대략 60%정도 감소되었다. 물론 농촌보다 도시에서의 취업 

자수의 감소가 좀 더 두드러졌다(도시에서 75%, 농촌에서 55%정도).19) 

전시공산주의시기가 전개됨에 따라 소공업도 국유화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통계상으로는 거의 모든 소공업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유화조치가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2이 전 

시공산주의시기의 여타 다른 조치들이 그렇듯이 소공업에 대한 국유화조치도 

서류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신경제정책의 도입과 함께 공업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소공업에 취업된 자 

의 수는 처음에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했다. 그 

리하여 한 조사에 따르면 1922/23년에 이미 3백만에 이르는 수가 소공업에 

취업되었다. 이러한 수는 국가소유의 대공업에 취업된 수의 두배에 이르는 수 

였다.21) 1923/24년에 행해진 통계조사에 따르면 소공업생산은 주로 가공생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23/24년의 소공업에서의 취업자수 및 총생산액 

생산분야 취업자수 (%) 총생산액(원자재포함， %) 

추출생산분야 3.5 0.3 

가공생산분야 96.5 99.7 

금속생산 11.7 4.6 

목재생산 16.2 2.8 
식량생산 22.7 68.7 
가죽 및 피혁 19.0 13.3 
섬유생산 28.1 9.0 

출처 Vorob ’ev, Cast，띠;a melkaj (necenzovaja) 1 kustamoremeslennaja 
promyslenost' SSSR, p. 78. 

19) Vorob'ev, N., Chastnaya melkaya (necenzovaya) i kustarnoremeshlennaya promy
shlennost’ SSSR, in: Ginzburg, A. M. (Hg.) Clmtnyi kapital v narodnom 
khozyaistve SSSR, Moskva-Leningrad, 1927, p. 72. 

20) 1920년의 조사에 따르면 비조사대상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둥록된 총 기업의 

93%를 차지 했고 총취 업 자수의 45%를 차지 했다. Malle, S., The economic organi
sation 01 war communism 1918-1921, Cambridge, 1985, p. 64f. 도표를 참조하라. 

21) Gukhman, B., K voprosu 0 remeshlenno-kustarnoi promyshlennosti, in: EO. 
(1924년 7월)，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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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공생산분야에 총 소공업취업자의 96.5%에 해당하는 2.3백만이 취업되 

어 있었고 이것의 생산량은 총생산의 99.7%에 해당하는 3.0백만 루블(Cerv. 

RubeD에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추출산업에 종사한 인원은 농민들의 자가 

수요를 위한 활동을 제외하면 3.5%에 불과했고 이들이 생산한 총생산액도 소 

공업 총생산액의 0.3%에 불과했다. 

다른 한편 생산한 가치도 취업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수에 따르면 의류생산을 포함한 섬유생산분야에 가 

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했는데 소공업 총취업자수의 1/4이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렇지만 이 생산분야는 소공업 총생산액의 1/10에 못 미치는 양을 생산했다. 

이에 비해 식량생산분야는 소공업 총생산액의 거의 2/3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이는 식량생산분야는 주로 농촌의 수요를 충당하는 곡물과 식용기름생산을 

포함하고 있어 용역올 주는 사람의 원자재의 가치가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의 가치를 제외하면 이 생산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몫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즉 총 생산액의 2/3에서 1/2로 줄어 

든다. 용역을 받아 하는 작업량이 그렇게 대량적이지 않은 목재생산의 경우에 

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용역자가 제공하는 원자재의 가치 

를 같이 계산하지 않으면 이 생산분야는 소공업 총생산양의 2.8%가 아니 라 

5.7%를 차지한다. 또한 소유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용역을 주는 이의 

원자재의 가치가 사회화된 분야보다 사적 분야에서 좀더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22) 

개별적 소공업생산분야의 회복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무엇보 

다도 원자재 부족 문제와 관련되었다. 섬유공업의 발전은 원자재의 공급에 완 

벽하게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로 수선업 분야의 회복속도가 두드러 

졌다. 목재가공업도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 

작했다. 물론 일반서민들의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분야도 재 

빨리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섬유， 목재가공업분야뿐만 

아니라 가죽가공업을 비롯한 모든 생산분야에 적용되었다.23) 어쨌든 원자재의 

부족이 장기적으로 소공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큰 방해요인이었다. 또한 

소공업이 가공생산분야에 집중되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소공업이 

주로 개인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능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 

22) Vorob ’ev, ibid , p. 83. 
23) Vorob ’ev, ibid , p. 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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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23/24년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총 소공업생산의 86.2%가 개인적 소비 

재생산의 범주에 해당되었다.24)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소공업이 신경 

제정책의 초기에 일반대중들의 일상적 생활용품을 공급하는데 가졌던 중요성 

을 새삼 알 수 있다. 

2.3. 소공업과 대공업의 상호관계 

전체적으로 보아 소공업은 대공업의 보조자로서이거나 아니면 대공업의 경 

쟁자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일단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소공업을 세 가지 범 

주로 나누어 이들이 맺고 있는 대공업과의 관계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1. 집단: 대공업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생산분야. 

2. 집단: 대공업에 완벽히 종속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산분야. 
3. 집단: 대공업과 경쟁관계하에 있는 생산분야. 

소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몫 ---- 총생산 순생산 (단위: 백만 루블) 

1 집단 2,237 397 

2. 집단 145 74 

3. 집단 713 280 

총합 3,094 750 

출처 : Vorob ’ev, ibid , p. 94. 

24) 생산대상의 범주에 따라 나누어본 개별 소공업생산분야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23/24) 

생산대상 총소공업에서의 비율 이중 사적분야의 비윷 
사적분야가 총소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소비재 86.2% 85.6% 86.9% 

원자재 8.8 9.0 89.6 

웰감 0.6 0.7 97.9 

생산도구 4.4 4.6 92.7 

출처 : Vorob’ev, ibid ,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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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지배적인 생산분야는 식량가공업， 목재가공업 및 추 

출공업이다. 그렇지만 이 집단에 속하는 공업의 발전도 상황에 따라서는 대공 

업이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 

컨대 질그릇이나 벽돌과 같은 대공업 제품의 가격이 상숭하거나 혹은 대공업 

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에 소공업은 좀더 강력하게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집단의 생산은 총생산과 순생산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대 

부분 자가수요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생산은 독 

자적으로 대공업과는 무관하게 발전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집단 

의 생산은 소공업 총생산의 7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순생산은 총생산의 

30.3%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공업분야로는 금속가공업 합성수지공업 및 변화가 

공업을 들 수 있다. 이 집단에서의 생산은 대공업발전에 완전히 종속되어 이 

루어진다. 대규모 금속공업은 원자재 및 보조물품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집단에는 섬유공업과 가죽 및 피혁가공업이 폰재한다. 이 생산분야 

에서는 무엇보다도 소공업과 대공업간의 경쟁관계가 특징적이다. 판매시장에 

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원자재확보를 둘러싼 소공업과 대공업간의 경쟁이 더 

욱 문제시되었다. 모직 면직 및 가죽신발과 같은 대공업생산품의 가격이 상 

승하거나 혹은 공급이 부족해서 농촌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을 때 이것은 농 

민들로 하여금 가죽， 목화， 마와 같은 대공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농업원자재 

의 공급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민들은 

자신들의 원자재를 지역의 꾸스따리에게 가공하도록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년대 중반에 벌어진 발전전략올 둘러싼 

논쟁에서 좌파적 성향의 경제정책가들이든 우파적 성향의 경제전문가들이든 

간에 충분히 인식되었던 사실이다. 이미 신경제정책기 초기에 원자재시장에서 

의 경쟁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었다. 이 원자재시장에서 꾸스따르공업은 신 

디케이트로 조직된 국유공업의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 

시장에서 꾸스따리는 어쨌든 국유공업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 

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공업과 비교하여 자신들에 불리한 강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의 자본의 회전속도는 굉장히 빨랐기 때 

문이다.껑) 따라서 대공업생산품의 가격하락을 통해서만 농민들은 자신들의 원 

25) 이에 대해서는 Meyer, G. , Studien 2Ur s02ialökonomischen Entwicklung Sow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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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대공업에 공급할 것이었다. 

다른 한편 세 번째 집단에 속하는 소공업생산은 대공업에 특정한 의미에서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공업이 소비하는 대공업생산품은 소공업의 총 

공업재 소비의 2/3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대공업과 소공업간의 특 

정한 연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대공엽은 소공업을 위한 도구 

와 설비시설의 공급자로 소공업은 대공업의 소비자로 둥장했다.26) 

2.4. 소공업의 지역적 분포와 사회적 구성 

소공업은 주로 농촌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또 그것의 구성원들이 농민이 

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는 소공업의 지역적 분포와 소 

공업 노동자의 사회적 구성을 살펴보자. 

1929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략 4.2백만이 소공업에 취업해 있었고 그럼으 

로써 전 공업취업자수의 58%를 차지했다.잉) 그러나 소공업의 생산양은 총 생 

산양의 13.6%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그리고 소공업에 취업된 총 노동자중의 

21.2%가 도시에 거주했고 나머지 78.8%는 농촌에 거주했다. 20년대 말에도 

소공업은 여전히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혁명전이나 혁명이 

후에나 꾸스따리가 여전히 농민이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 

공업의 원자재를 농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고 또 대부분의 소공업제품이 

농촌시장에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1.2%에 이르는 도시소공업노 

동자가 소공업 총 작업단위중 17.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시의 작 

업단위가 농촌의 그것보다 규모 면에서 좀더 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의 

작업량도 좀 더 많아서 총 주당 노동시간의 37.6%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소공 

업 총매출의 반 이상을 생산했다쩌 

ruß[，ψlds 1921-1923, Köln, 1974, p. 432를 참조하라. 
26) Vorob ’ev, ibid , p. 97과 p.99. 
2J)Mel.뼈la promyslúennost' SSSR po dannym vsesoyuznoi perepisi 1929 goda, 

Moskva, 1932-33, Vol. 1, p. 11. 
28) 전체소공업에서 도시소공업이 차지하는 비율 

작업단위 | 노동자 l 주당노동시간 | 판매량 
17.4% 21.2% 윈 6시간 50.9% 

출처 : Melkaja promyslennost' SSSR po 따nnym vsesojuz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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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자본주의적 형태를 띤 생산도 농촌보다 도시에 훨씬 더 보급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24/25년에 총 소공업 

에서는 8.3%였지만 도시소공업에서는 15.8%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꾸 

스따르공업은 기술설비의 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극도의 낮은 수준상태에 머 

물러 있었고 꾸스따리의 60%는 작업전용공간은 물론 기계동력장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29) 

소공업이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소공업의 한 특징적인 성 

격을 보여준다. 

전체 거주지역 306 

이 중 가내수공업적 작업단위를 가진 거주지역 182 

전체 거주 마을 수 18,769 

이 중 소공업작업단위를 가진 수 1,430 

거 T1미il 4- 95,259 

작업장 및 가내수공업적 기업수 1,308 

여기에 취업된 인원 1,699 

출처 : Volob ’ev, ibid., p. 110 
여기에 제시된 수치(단위: 천)는 1925년 소련통계청에서 행한 연구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은 소연방의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한다. 

이 도표에서 우리는 1.7백만의 소공업에 취업된 인원이 1.3백만에 이르는 

기업에 취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기업단위에 1.3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또 18만 2천에 이르는 작업단위가 30십만 

6천에 이르는 전체 거주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100개의 

거주지역마다 대략 40개 정도의 거주지역에는 아예 아무런 가내수공업적 작 

업단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거주지 

역에는 평균 4.3작업단위가 존재했고 5.6명의 노동자가 취업해 있었다는 사실 

을 가리킨다. 이러한 몇 가지 수치를 통하여 우리는 소공업이 아주 작은 규모 

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erepisi 1929 go따， Moskoa 1932-33, Vol 1, p. 14. 
29) Kuperman, 0., Social'no-ekonomicheskie formy promyshlennosti SSSR, Moskva

Leningrad, 1929, p. 1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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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24/25년의 통계조사로부터 꾸스따리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좀 더 

많은 정 보를 알아낼 수 있다. 소공업 에 취 업 된 노동자중의 80%가 혼자서 일 

하는 꾸스따리였고 2명 이상의 노동자를 가진 작업장은 14.5%, 3-5명의 노동 
자를 가진 작업 장은 4.7%, 마지 막으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가진 작업 장은 
0.8%에 불과했다. 꾸스따리의 대다수는 농촌의 중 하위층올 형성했다. 꾸스 

따리의 70%는 4.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했고 이중 많은 이들은 아예 파종지 

를 갖고 있지 않았다.30) 이렇게 근소한 파종지를 갖고 있는 꾸스따리중의 대 

부분은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을 농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지 않 

았다. 이들은 오히려 도시에 폰재하는 평균적으로 중농보다 높은 소득을 가 

진 ‘비프롤레따리아적인 노동인구층’31)에 좀더 근접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좀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1927년 농촌가계의 생계토 

대를 조사한 한 연구32)에 따르면 생산수단(여기서는 무엇보다 보유토지면적) 

의 가치에 따라 하층으로 구분되는 농촌의 사회집단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상 

농민가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요 소득원을 비농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 

들인다는 것이다. 즉 하층에 속하는 사회적 집단은 비농업적 활동에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에 반해 가내공업적 활동을 통해서 벌이 들이는 

추가 화폐소득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집단은 무엇보다도 중농 

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잉여노동력의 존재가 첫째로 중농의 문제였다는 사 

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농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농촌의 ‘비프롤레 

따리아적인 노동인구’는 농업에 미약하게 결부되어 있는 관계로 자신들의 비 

농엽적 생산활동을 중간에 멈추어야할 이유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공 

업에서의 평균적 노동시간이 대공업보다 현저히 짧았다는 사실은 소공업이 

농업과 특정한 관련 속에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1929년 말에서 1930년 초 

에 걸쳐 시행된 통계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는 ‘Narodnoe Khozyaistvo SSSR 

1932’에서 제시된 수치는 바로 이런 관련성올 보여준다. 농촌에 거주하는 소 

공업노통자의 89%는 농업과 여전히 연계되어 있었고 총 농촌 소공업노동자 

30) Kuperman, ibid , p. 105. 
31) 여기서 ‘비프롤레타리아적인 노동인구충’이라 함은 임금노동자를 취업시키지 않은 
수공업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중농의 평균적 소득보다 42%나 더 높은 소득을 올리 

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Merl, S., Differenzierungsprozesse des sowjetischen 
Dorfes im Vorfeld der Kollektivierung, in: Bergmann, Th. (Hg.), Sozialistische 
Agrarpolitik, Köln, 1984, p. 122, 표 6을 참조하라. 

32) Merl, Differenzierung, p. 120, 표 5를 참조하라. 



202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의 24.1%만이 일년에 26주 이상 공업에 취업되어 있었던 것이다.잃) 

2.5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 

특정한 소공업생산분야는 이미 짜르시대의 러시아에서 몇몇 지역에 집중적 

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정한 품목 하나를 전문적으로 생산했고 자 

신들의 생산품을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전러시아에 판매했다. ‘연계망이 형성’ 

된 소공업이라 함은 바로 이런 소공업생산분야를 지칭한다.잃) 이러한 특정지 

역에서 발달한 소공업은 숙련노동력의 보관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은 여타 소공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과 대공업간에 

분업이 형성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풀라(T띠lar)와 빠블로프(Pavlov)지방 

에서 이미 짜르러시아때부터 특정적으로 발달한 금속생산품은 1920년대에 들 

어와서도 계속 생산되고 있었는데 대공업은 꾸스따리에게 반제품을 공급했고 

꾸스따리가 완제품을 생산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의 소공업은 대공업과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그럼으로써 여타 소공업생산분야보다 훨씬 더 나은 기 

술설비를 갖출 수 있었다，35) 

이렇게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은 1929년 통계조사36)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33) 이에 반해 도시에 거주하는 소공업노동자의 15%만이 농업과 연계되어 있었고 도 
시 소공업노동자의 62%는 26주 이상 공업에 취업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arr, Foundation of a Planned Economy 1926-1927, Cambrige, Vol. 9, p. 390을 
참조하라. 

34)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은 ‘Naroc\noe Khozyaistvo 1932’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Carr, V 0 1. 9, p. 39Of. 각주 6에서 재인용하면， “A "cluster" was defined as 
(a) in the countryside, as an inhabited point or group of adjacent settlements 
where at least 50 units were engaged in production of the same kine or in a 
group of production processes interconnected by division of labour; (b) in 
towns, rather more vaguely, as a concentration of sma11 producers in a definite 
paπ of the town. 

35) Kaufman, ibid. , p. 32. 
36) 1929년 통계조사는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것을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했다.50개 이상의 작업단위를 가진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 

은 조사대상으로， 50개 미만의 작업단위를 가진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은 비조사대 

상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 통계조사가 당시 현안의 문제로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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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해서 소공업에 종사하는 총 취업자의 19%를 차지하고 전체공업노동자수 

의 8%를 차지했다. 여기서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이 소공업에서 차지하고 있 

는 몫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을 대공업과 분 

리해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과 대공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서로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계망이 형성’된 소공업과 이와 연계되어 있는 대공업 

은 전체적으로 13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공업과 

대공업을 연계시키고 있던 대부분의 ‘연계망’은 지역적으로 봐서 러시아연방 

의 유럽지역에서 서쪽과 남쪽에 분포되어 있었다.37) 이것은 소연방의 이런 지 

역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통 

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이 지역에는 인구밀집도가 높았고， 둘째로 인근 

지역에 거대한 도시가 발달해 있었으며， 셋째로 인근지역에 원자재의 공급원 

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전지역의 평균적 ‘연계망형성’율이 1/4정도였던 데에 

반해 예를 들어 모스크바지역에는 전체 소공업의 절반이상이 ‘연계망이 형성’ 

되었던 것이다.38)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은 다양한 생산분야에 존재했다. 취업자 수에 의거한 

구분에 따르면 의복생산이 1위를 점하는데 2십 5만 2천명의 취업자를 보유했 

고 이로써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에 종사하는 총 취업자수의 21.4%를 차지했 

다. 이런 생산분야에 대규모 섬유공장이 원자재를 공급했다. 변화생산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 생산분야에는 총 취업자의 21%가 종사했다. ‘연 

계망이 형성’된 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거의 1/4는 자신의 생산활동에 있 

어 농촌의 원자재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때 목재가공업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 

다.39) 

랐던 농업집산화정책과 밀접한 관련하에 소공업을 대공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 

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Kaufman, ibid , 
pp. 13-17와 pp. 31-33을 참조하라. 

37)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은 개별공화국에 따라 불균둥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연계 
망이 형생’된 공업에 취업된 노동자 총 수의 거의 80%가 러시아연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인데 8.5%에 해당하는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에 취업된 노동자가 존재했다. Melkaya promyshlennost' SSSR po 뼈mym 
vsesoyuznoi perepisi 19.껑 goda, Moskva 1932-33, Vol. 2, p. XII. 

38) Ibid , p. XVIf. 
39) Ibid , p. X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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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화논쟁과 꾸스따르공업의 활용에 대한 논의 

3. 1. 꾸스따르공업과 꾸스따리에 대한 볼셰비끼의 견해 

농촌의 꾸스따르공업의 운명에 대한 논의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인민주의자 

사이에서 벌어진 ‘자본주의적’ 혹은 ‘비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가능성을 둘러싼 

포팔적 논의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었다. 인민주의자들은 꾸스따르공업이 대규 

모공장에 대항하여 별 숭산없는 싸움올 하는 가운데 몰락하고 있음을 ‘민족적 

불행’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내수시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된 비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꾸스따르공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협동조합형태로 조직함 

으로써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때) 

한편 당시 러시아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로의 발전경향이 지배적이 

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꾸스따르공업이 자본주의 

적 생산양식의 발흥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은 인정했지만 자신들의 미래 

의 전망과 관련하여 꾸스따르공업에 그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레닌은 근대산업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들이 이미 러시아에서 발 

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자신의 저서에서 꾸스따르공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레닌에 따르면 이 개념은 가내수공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임노동을 고용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메뉴팩춰에 이르기까지의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41) 

그는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 즉 꾸스따르공업적인 생산형 

태을 자본주의적인 생산형태와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전자에서 ‘비 

자본주의적인’ 발전가능성을 보는 입장에 반대했다. 레닌의 확신에 따르면 꾸 

스따리는 예외없이 상품생산자이고 그들 중의 대다수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품생산 

40) Walicki, A., The Controversy over Capitalism, Oxford, 1969, p. 109f. 
41) Lenin, W. 1., Die Entwicklung des Kapitalismus in Rußland. Der Prozeß der 

Bildung des inneren Marktes für die Großindustrie, in: Lenin Werke , Vol. 3, 
Berlin, 1973, p.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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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품속’으로부터는 오로지 자본주의적 대기업만이 자라나올 뿐이라는 것이 

다.쟁) 그러나 이런 레닌식의 생각은 자본주의적 복고의 중요한 위험성이 소상 

품생산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혁명이후에 볼셰비끼가 공유한 염려로 연결되었 

다. 즉， 혁명이후 이 레닌식 사고에 근거를 두고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끼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매우 상이한 경제적 제조건 속에서 동장하는 ‘단순 상품 

생산자’(수공업자와 농민)라는 형상에서 일종의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본가’를 보았던 것이다.경) 

다른 한편 볼셰비끼는 일반적으로 현대적 대규모공장의 산업노동자를 노동 

자의 ‘견고한 핵심’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들에게서 미래사회의 사회적 토대를 

보았다. 따라서 볼셰비끼가 대공업의 발전을 노동자계급의 잠재적 ‘전위’의 증 

가로 보았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노동자는 혁명전 러시 

아에서는 명백히 소수였다. 양대 도시 - 빼뜨로그라드와 모스크바 - 에서 

이들의 수는 이 두 도시의 소공업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의 수와 거의 비슷했 

다. 소공업의 노동자들이 볼셰비끼가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 타입이 아니었음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규모공업에 취업해 있는 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농 

번기철이 되면 농촌으로 돌아가는 계절노동자였던 것이다. 

볼셰비끼는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국토의 급속한 공업화를 이들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았다. 그들은 공업화의 토대 위에서야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당의 원래적인 사회적 토대로 

간주되었던 노동계급을 수적으로나마 인구의 가장 큰 부분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고려도 함께 작용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제자로서 볼셰비 

끼는 생산수단부분을 우선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자신들이 희망하는 경제구조 

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별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그 

리하여 전시공산주의시기인 1920년에 개최된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통합경 

42) 물론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초기에 농민들이 자본가로 발전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Kulischer, ]., Die kapitalistischen Untemehmer in 
Rußland in den Anfangsstadien des Kapitalismus, in: Arc/u’'v für 50zialwissen
schaften und 50zialpolitik 65 (1931), pp. 잃5-338.을 참조하라. 

43) Gey, P., Die The야ie der “einfachen Warenproduktion" und ihre agrarpolitische 
Bedeutung, in: Bergmann, T. u.a. (Hg.), 50z따listische Agrarpolitik, Köln, 1984. 
특히 p. 105를 참조하라. Gey의 판단에 따르면 이 방변에 있어서 레닌의 선조라 

불릴 수 있는 Engels와 Kautsky는 단순 상품생산이라는 사회상과 함께 애당초 

Marx의 가치이론이 비판의 목표로 삼았던 견해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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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획’얘)의 기본노선을 보면 소비재생산을 경제건설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되 

었던 것이다. 불과 몇몇 되지 않은 정치， 경제정책입안가들이 국민들의 부담 

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 농업과 소비재산업을 우선적으로 공업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견해는 다수의 전문가에 의해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 자들은 일정한 시기의 ‘본래적 축 

적’기간을 거친 다음에 생산재생산으로 조속하게 진입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 

로소 소비재생산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할 때 

이들은 농민들이 일종의 ‘비둥가적 교환’을 감내할 것이라는 사실올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가 농민의 반대에 부딪혀 정치적， 경제적으로 좌 

초했을 때 이들은 신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신경 

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공업의 재건은 농업의 번영을 기반으로 한 시장을 

매개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미 공업화전략의 대안문제가 대두 

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20년대 중반에 

벌어진 소위 ‘공업화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3.2. 전시공산주의시기의 전력화계획안과 꾸스따르공업 

국가는 혁명전에는 소공업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편도 갖고 있지 않 

았다. 일차세계대전중에 소공업을 동원하여 군비생산을 늘이려는 시도가 있긴 

하였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뼈) 소비에뜨정부가 1918년 6월 28일의 칙 

령으로 대공업의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소공업은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시공산주의시기에 소공업의 상대적 몫이 계속해서 높아지 

자 정부는 점차 이 소공업영역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전시공산주의시기에 

중앙집중화의 원칙이 중요성을 획득했지만 소단위생산이 광범위하게 산재되 

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중앙은 소공업에 대해 그 어떤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시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스따르공업의 ‘단일한 경제권’으로의 

통합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꾸스따르공업의 전력화안과 

44) 이 계 획 에 대 해 서 는 Haumann, H., Die russische Revolution und ihre ersten 
Versuche sozialistischer Wirtschaftspolitik, in: Das Argument 82, 1973 (9/10) , p 
773을 참조하라. 

45) Haumann, H. , Kapitalismus im zaristischen Staat, pp. 93-101. 전시산업위원회와 
챔스트보연맹에 의해 동원된 소공업은 전체 전시공급중 5%만올 충당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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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전시공산주의시기에 입안된 전력화계획은 원래 

‘시장 없는 경제’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였다. 

1920년에 작성된 이 계획안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토 

대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간주되었다. 이러한 계획안의 실현 

을 통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물질적 곤궁의 해소를 목표했을 뿐만 아니라 농 

촌의 전력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해소도 추구되었다.뼈) 

전력화 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두 가지 기본방향이 대두되었다. 한편으로 정 

치가들은 전력화를 주로 대공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했고 이때 

대규모 단위의 발전소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레닌은 기계화된 대공 

업과 이것의 농업으로의 이전이 사회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바로 이것이 전 

력화사업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깎) 다른 한편 소규모의 발전 

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 

면 작은 발전소를 농촌에 건설하면 전력화의 장점을 농민들에게 직접 확인시 

켜줄 수 있으므로 작은 발전소의 건설이 절대로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었다. 꾸스따르공업과 관련하여 빼렐레신(Perelesin)은 1920년 초에 꾸 

스따르공업의 전력화를 위한 중요한 초안을 제시했다.얘) 뒤에 살펴보겠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이 신경제정책기에 꾸스따르공업의 활용을 주창했을 때 이 

빼렐레신의 초안을 고려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빼렐레신에 따르면 꾸스따르 

공업의 기계화는 꾸스따리를 협동조합으로 통합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합목 

적적인 설비를 제공함으로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계적 에너 

지의 공급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꾸스따르공업을 3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1) 침이나 바늘을 생산하는 작업장과 같이 매우 섬세한 수작업이 특징적인 

꾸스따르공업은 기계화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생산분야에 취업된 노동자수 

는 1백 9십 7만명으로 추산되는 총노동자중에서 4십 2만명 정도로 계산된 

46) ‘전력의 수송은 ... 사막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고， 인간의 온갖 가지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단일한 전체로 묶어 내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근 

로인민의 집단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Meyer, 
Studien zur sozialökonomischen Entwicklung, p. 51. 

47) 레닌의 전력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Haumann, H., Beginn der Planwirtsch따， 
Düsseldorf, 1974, p. 188. 

48) Trudy gosudarstvennoe kommissii po elektr띠kacii Rossii - GOELO -, 
Moskva, 1960, p. 13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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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두 번째 집단은 안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것의 장래발전 전망은 그 

렇게 밝지 않은 공업분야와 관련된다. 이 집단에 속해 있는 노동자는 대략 

5십 3만명으로 평가된다. 

(3) 생산품에 대한 기존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계속된 발전가능성이 높은 

꾸스따르공업을 세 번째 집단으로 들 수 있다. 이 집단에는 대략 나머지 1 
백 1만 8천명의 노동자가 취업되어 있다. 

빼렐레신이 전력화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던 집단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이었다. 그는 특히 주민이 예외 없이 혹은 거의 대부분이 꾸스따 

르공업에 취업해 있는， 연계망이 형성된 전형적인 꾸스따르공업지역인 빠블로 

프지방과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값싼 전기에너지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꾸스따르공업이 기 

계화되고 전력화되면 꾸스따리의 생산성은 8-10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 

았다. 그러나 그는 꾸스따르공업이 합리화되더라도 이로부터 꾸스따리의 실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기계화로 인해 해당분야 

의 노동력의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새로운 종류의 생산분야가 성립하고 발전 

하기 때문에 대략 2백만으로 추산되는 전체 꾸스따리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쩌) 

빼렐만(Perel ’man)은 1920년 말에 꾸스따르공업의 전력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서를 출간했다.50) 그는 이 연구서에서 무엇보다도 ‘연계망이 형성’된 공업 

에 주목하면서 전력화가 수반하는 모든 장점들을 꾸스따르공업의 발전을 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꾸스따르공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 

관들에게 꾸스따르공업이 이미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아직 대규모발전 

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특수하게 꾸스따르공업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역적 전기발전소’를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빼렐만은 이를 

위해 꾸스따르공업의 전력화를 위한 특별분과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에 따 

르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생산분야들이 전력화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1) 견직생산업， (2) 면화， 모직 및 아마포생산업， (3) 가죽관련업， (4) 대장간， 

(5) 가구생산을 비롯한 목재가공업 (6) 신발생산업 (7) 풀라지방의 사모바르 

49) Trudy (GOLELO) , p. 134. 
50) Perel ’man, Elektrijikaciya kustamoi promyshlennosti, Moskva,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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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 .51) 

3.3. 1920년대 소비에뜨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발전전략 

1920/21년 해가 바뀔 무렵 ‘노동전선’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도 소비에뜨권 

력하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났다. 경제의 에너지와 기술적 토대를 혁신하기 위한 장기 

적 프로그램을 의미했던 전력화계획은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직접적인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경제 및 사회질서로의 직접적 이행을 꾀하는 

환상적인 안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그리하여 1921년 봄에 개최 

된 10차 당대회에서 농민틀에게 자유거래가 허용되었고 세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조치들이 처음부터 이전 정책들로부터의 근본적인 전환올 의 

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뜨정부의 계속된 양보조치는 결국 ‘신경제정 

책’이란 형태로 분명한 모습올 띠게 된다. 이 신경제정책은 레닌의 표현을 따 

르면 

‘새로운 경제정책은 모든 잉여생산물에 대한 수탈을 포기하면서 농민경제 

와 더불어 소비자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중， 소규모의 공업도 활성화시 

킨다. 또한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극은 더 높은 생산단계에도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 상품판매를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다. 우리는 생 

산을 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숨돌릴 틈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쁘띠부 
르조아지를 강화시키지만 한충 강한 정도로 대공업과 프롤레따리아뜨를 강 

화시킬 것이다. 앞의 것은 뒤의 것과 연계되어 있다.’잃) 

레닌은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합법적 경제권’올 합법화시켰다. 그는 

이럼으로써 단지 농민올 만족시키려고 했올 뿐만 아니라 ‘반사적 구매력 효 

과’잃)를 통하여 대공업과 농업의 경제적 스의츠까를 달성하려 했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다시 농업과 소공업에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었다. 신경제정책하 

의 소비에뜨경제는 급속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1923년에 분명한 모습을 보 

51) Perel’man, p. 67f. 
52) Meyer, ibid , p. 128에서 재인용. 
53) ‘반사적 구매력 효과(real야ive Kaufkraft-Effekte)’에 대해서는 Hofmann, W., Die 

Arbeitsverfassung der Sowjetunion, Berlin, 1956, p. 9. 



210 러시아연구 제8권 제2호 

이면서 드러나 ‘가위형 위기’는 소비에뜨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한눈에 드러 

냈다. 농업제품의 급속한 가격하락과 더불어 공업제품의 가격 등귀는 농민들 

로 하여금 농산물에 대한 자가소비를 늘리게 했고 더욱 강한 정도로 꾸스따 

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대공업제품은 일반적으로 농촌소비지로부터 멀 

리 떨어져 생산되었고 또 농촌에까지 원활하게 보급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공업제품의 판매조직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도시노동자의 구매력이 농민의 그것보다 더 컸다는 사실 

로부터 기인했다. 따라서 소비에뜨러시아의 총인구중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촌주민은 도시주민에 비해 공업소비재를 훨씬 적은 양으로 소비했던 

것이다. 그로만의 계산에 따르면 192/23년에 도시주민은 일인당 45루블 정도 

로 공업소비재를 소비했다면， 농촌주민은 이에 반해 6루블 정도의 소비에 그 

쳤던 것이다. 얼마 되지 않은 농촌에로의 상품공급은 주로 사적 자본에 의해 

담당되었는데 이러한 상품은 그나마 긴 수송거리로 말미암아 가격이 상승되 

었다. 그로만의 계산에 따르면 공업생산품의 70%이상이 도시에서 소비되었던 

반면 30%에 못 미치는 농촌에서 소비되었다. 그리고 대공업 제품의 1/5정도 

만이 농촌주민들에 의해 소비되었고 공업제품에 대한 농촌수요의 4/5정도는 

소공업제품에 의해 충족되었다. 그로만은 결국 도시는 공업제품을 자신이 소 

비하는 것보다 450백만 루블 정도 더 생산했다면， 농촌은 농업제품을 자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1000백만 루블 정도 더 생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마디 

로 표현하면 농촌은 도시에 대해 일방적인 관계를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닮)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공엽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양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열거될 수 있다. 

(1) 소공업은 지역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2) 국유기업이 가격을 농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소공업제품은 다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3) 철도가 아직 공업중심지와 원거리 농업지역간의 정규적인 상품교환과 러 

시아전역을 단일한 시장으로 조직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긴급하게 펼요한 공업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경향을 장려했다. 

(4) 전시공산주의시기에 농촌으로 도망간 많은 공업노동자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적 작업장을 개설했다. 

54) Groman, V. G., Klwzyaistvennoe polozhenie SSSR , Moskva, 192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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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21년 이후 채산성이 맞지 않는 국유기업의 폐쇄는 소공업이 이로 인해 

생겨난 시장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때 발생한 실업 

노동자는 꾸스따르공업으로 이전했다.닮) 

이와 같이 20년대 소비에뜨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른바 ‘가위형 위기’를 

통해서 그 분명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물품품귀현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교환 

의 교란은 화폐개혁 둥과 같은 정부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 

었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물품품귀현상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했다. 첫째로 자본재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혁명으로 인해서 자 

발적인 저축과 강제된 저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소 

비의 몫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을 요약해보면 다 

음과 같다. 물품품귀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메우기 위 

해서는 산업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숭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생산능력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 즉 생산재생산분야를 평 

균적 비율을 넘어서는 비율로 증가시켜야만 한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전시에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신경제초기에 고정자본을 ‘매 

각’56)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생산재산업에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절박성을 강조했다. 물론 그는 이런 주장을 할 때도 대규모로 투자가 되 

는 생산재산업은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산에 투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57) 그러나 그는 이러한 투자와 생산의 시간적 간극에 

서 오는 부담은 비공업계층이 젊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노동자 

국가’는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그가 논쟁에 ‘사회주의적 본래적 축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의미 

한 바는 바로 이것이었다. 다르게 표현해서 특히 부농이 좀더 가중한 세금부 

담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한계도 신경제정책의 툴 안 

에 존재해야만 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단일정책에 의해 규정된 가격에 의 

55) Meyer, ibid , p. 426 
56) 신경제정책 초기 국가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기계 및 여타 설비를 사적자본에 매각했다. 

57) Preobrazhenski, E. A., Ekonomicheskie zametki n, in: Bo/'shevík 6 (1926년 3월 
31 일 ), Preobrazhensky, E. A., The Crísís of Sovíet Industríalízatíon, p. 47에 서 

인용 이에 대해서는 Erlich, íbid , p. 63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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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세가 공업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하게 적용가 

능한 수단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가 가격조절을 통한 정책을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그 정책은 조세를 거두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조달기 

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 한푼의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 정책이 담보해내는 정치적 합목적성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직접적 조세라는 수단은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 

은 농민과의 단절로 귀결되기 때문이다.’않) 물론 그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국 

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가격결정의 주체이다. 가격결정은 

한편으로는 생산비를 충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유효수요의 한계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때 가격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은 

물론이다).’59) 

실제로 1920년대의 소비에뜨경제에서는 농촌으로부터 공업으로의 자본이전 

이 강제되었다.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공업재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은 

전전의 그것과 비교하여 월둥히 불리했다，60)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면 

실제 경제정책은 1924/25년이라는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쁘레오브라 

젠스끼가 제시한 정책 안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58) Erlich, ibid , p. 57f. 이런 의미에서 쁘레오브라젠스끼의 논의와 스탈린의 실제적 
공업화정책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경제적 의미에서나 

정치적인 의미에서나 신경제정책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입안했다. 따라서 

스탈린이 쁘레오브라젠스끼의 이론올 실제에 적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 

다. 

59) Preobrazenskij, E. A., Die Neue Ökonomie, Berlin, 1971, p. 215. 
6이 공업화를 위한 농촌의 부담 (Tribut) (단위: 백만 루블) 

총자본유출 

농촌으로의 자본유입 

유입과 유출의 차 

1925/26 1926.객7 

1381 

839 

542 

1836 

1051 

785 

사료: Merl, S., Der Agrarmarkt und die Neue Ökonomische 

Politik, München, 1981, p. 307. 
생산재적 의미를 지닌 물품과 소비재적 물품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전수준과 

비교하여 생산재적 의미를 지닌 물품은 소비재적 물품에 비해서 가격면에서 좀 

더 약한 정도로 상숭했다. 그리하여 소비재가격은 1926/27년 전반기에 전전과 비 

교해서 평균적으로 2.4-2.6배 정도로 높았다. 이에 대해서 Merl, ibid , p. 93을 참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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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농업으로부터 좀더 많은 자본을 빼내와야 한다는 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1920년대의 후반기에는 국가가 농업에 좀더 

불리한 교환관계를 강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 의해 전혀 통제되지 않은 농업생산물의 판매시장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업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농업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재빠르게 늘어났다. 물론 도시에서의 수요가 이러한 경향을 주도 

했다.61) 농민들은 공업제품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 때문 

에 자신들의 원자재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꾸스따리에게 제공했다. 따라서 소 

비에뜨의 국민경제가 두 개의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분할되고 말 것이라는 

위험이 드물지 않게 지적되었던 것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의 확신에 따르더라 

도 농업원자재의 가내수공업적 가공은 국가생산품의 가격하락을 통해서만 극 

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62) 

쁘레오브라젠스끼의 논의가 ‘좌파’의 중심논의라면 ‘우파’는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신들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즉 농민들은 교환관계가 농 

업에 유리하게 변할 때에만 자신의 생산품을 좀 더 확대된 규모로 시장에 내 

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파’는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직접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심지어 몇몇 ‘우파’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제 

안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투자는 ‘생산단위에 대한 비교할 

수 없올 정도로 작은 자본지출’올 요구하고 그럽으로써 공업보다 ‘훨씬 더 빠 

른 속도로’ 제품올 시장에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집약적 

인 ‘중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홉수하고 주로 농업원료를 가공하 

는 ‘경공업’을 좀 더 강력하게 장려해야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무엇 

보다도 중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재원을 장 

기간에 걸쳐 묶어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품귀현상올， 즉 ‘억제된 인플레이 

션’올 초래하고 말 것임을 염려했다.없) 

‘우파’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공업생산은 방치된 생산시설들을 재가동시킴으 

로서 장기적 발전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파’들의 논의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1921년 신경 

제정책이 도입될 시기의 레닌의 견해를 반복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레닌 

은 소공업과 농민경제사이의 교환을 통하여 경제를 재건하려 했다. 쁘레오브 

61) Merl, íbíd , pp. 떼9-312. 

62) Preobrazenskij, Neue 않onomíe， p. 223을 참조하라. 
63) Erlich, íbíd , p. 3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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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젠스끼가 단호하게 반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투자정책의 우선순위였다. 

이런 발전전략으로는 교란된 국민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없다는 것 

이 그의 반론의 주된 요지였다. 만약 생산능력이 수요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 

는다면 소위 ‘가위형 위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품품귀현상은 과 

거에 소홀히 취급된 자본축적이 현재의 상품부족을 낳을 수밖에 없었듯이 바 

로 몇 년 안에 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쁘레오브라젠스 

끼는 바로 이 사실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불만의 뿌리를 보았다. 

농업을 공업보다 더 급속하게 발전시킨다는 ‘우파’의 계획안은 쁘레오브라 

젠스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계획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던 전 볼셰비끼 경제 

전문가인 바자로프(Bazarov)에 의해서도 단호하게 거부되었다. 바자로프는 

‘우파’에 의해 선호되는 농업중심의 투자우선순위를 ‘자기파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농업발전은 비농업분야의 발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이다. 바자로프가 행한 ‘우파’의 농업우선정책의 비판은 위에 언급한 사실 외 

에 다음과 같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있다. 만약 공업재생산 

이 증가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것의 가격이 농업생산물의 가격과 비교하여 

하락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공업재에 대한 소비를 필요한 수 

준이상으로 결코 늘리지 않을 것이며 그와 맞물려 자신의 농업생산물을 시장 

에 필요이상으로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64) 그는 무엇보다도 소비에 

뜨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불비율은 사회적 생산이 사회적 수요에 항구적으 

로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와 같 

은 그의 진단이 쁘레오브라젠스끼 의 분석 에 근접 해 있음이 틀림 없다. 두 분석 

가 모두 이런 불균형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건설을 위한 거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본투자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자로프의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무엇 

보다도 바자로프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정자본의 엄청난 증가가 

요구되는 생산영역에서 고도의 건설속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65) 쁘레오브라젠스끼가 공업의 급속한 팽창의 절박성을 근거로 해서 

국민경제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바자로프는 이 

64) Bazarov, Itogi istekshego goda i zloba tekushchego dnya, EO. (1925 1년 12월)， S. 
40. 

65) Bazarov, V. A., Princψ'y postroen때 perspektivnykh planov , Planovoe 
Khozyaistvo (이하 PKh.로 표기) (1928년 2월)，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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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1928년 초 5개년 계획안의 초안의 

기초가 되었던， ‘소련에서 생산력의 증가속도는 자본주의의 그것보다 높아야 

만 한다. 생산재의 생산은 광범위한 소비재의 생산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해야 

만 한다. 공업생산은 농업생산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해야만 한다’는 이른바 

‘명령적 불균형’이란 개념을 의문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불균형이 서로 

간에 그리고 전망적 계획안을 작성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어떤 정도로 

합일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66) 이와 

같은 주장에는 ‘경제적 균형과 조화에 바탕을 둔 성장’이라는 바자로프의 기 

본적 사고가 깔려있다. 그의 이와 같은 사고는 ‘동태적 경제균형’에 토대를 두 

고 있는 ‘우파’의 핵심논자인 부하린의 발전전략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 

다.윈) 

그러나 부하린은 20년대 중반에 쁘레오브라젠스끼와 바자로프와는 달리 ‘가 

위형 위기’의 원인을 공업생산품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농민수요의 부족에서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린은 무엇보다도 농민의 수요를 강화하고 그럼으 

로써 강화된 농민수요가 시장을 매개로 해서 공업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농업에 유리하게 교환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부하린의 

정책은 실제로는 소비재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과잉구매력을 한층 더 강화시 

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공업화정책의 시행으로 도시노동자의 임금재원은 

초과비율적으로 급속하게 상숭되었고 노동자 수요의 증가는 곧 바로 시장에 

서 구매력의 과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68) 부하린은 농민들이 농업에 유리 

한 교환관계에 의거해 확보한 구매력올 우선적으로 생산재에 대한 소비를 증 

가시키는데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69) 농민들은 실제로 소비에 대한 수요 

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66) Bazarov, ibid , p. 63. 
67) 르윈은 경제균형과 조화를 이룬 성장은 바자로프와 부하린의 사고의 가장 핵심적 

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르윈은 계획경제학에 있어서 이 두 경제정책업안가는 동일 

한 학파에 속한다고 보면서 바자로프가 지적으로 부하린의 많은 사상의 원천을 이 

룬다고 주장한다. 바자로프와 부하련의 근친생에 대해서는 Lewin, M. , Politia:ú 
Untercurrents in Soviet Economic Debates, Princeton, 1974, p. 47f.를 참조하라 

68) 게다가 이미 1914년 이전에 도시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미만올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도시주민은 공업제품의 반올 소비하고 있었다. Merl, S., Entwicklungs
probleme des Agrarsektors in der Sowjetunion, in: Bergmann, Th. (Hg.), 
Liebling der Partei, Hamburg, 1989, p. 273. 

69) Bukharin, Selected Writings , p. 1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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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가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부하린이 만약 ‘가위형 

위기’의 원인을 ‘좌파’와 같이 공급부족에서 찾았다면 그는 그 극복방향을 자 

신의 농촌우선정책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소공업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부하린의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소공업의 발전이 가져오는 효과를 열거 

해 보자. 우선 소공업은 농민들에게 부가적인 취업기회와 따라서 농업 외의 

소득원을 제공한다. 농민들의 수입증가는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세 

금조달원천의 확대를 의미한다. 게다가 소공업은 농민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소해 주는 소비재를 생산한다. 따라서 소공업은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공업 

소비재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로는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으로는 소공업의 발전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단순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 

역으로 유입되어야만 하는 국가의 재정수단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달리 말하면 소공업을 위에 열거한 이유로 합목적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업화과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위협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완 

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소공업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기는 하 

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었다. 그는 20년 

대 중반에 소공업은 대공업을 부식시킬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농 

과 더불어 축적을 위해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그는 소 

공업의 활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공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방금 필자가 지적한 농업우선정책과 

소공업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사고한 경제전문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고레프와 골츠만이 바로 이들이다. 

3.4. 고레 프(Gorev)와 골츠만(Gol’cman)의 소공업 활용방안7이 

이 두 논자는 소비에뜨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프롤레따리아뜨와 농민간의 

경제적인 스의츠까는 국유공업생산의 확대와 농민의 지불력을 갖춘 수요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올 자신들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농민의 

시장생산의 확대가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공업소 

비재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당시 발전전략에 대한 

70) Gol ’cman A. Z. and Gorev A. A., Plan elektrificacii i krest’yanskoe khozyaistvo, 

in: EO. (19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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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참가한 대다수의 ‘우파’측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시장생산의 확 

대와 농민에 대한 공업소비재공급의 연관올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농민 

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업소비재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의 의 

견이 갈렸다. 고레프와 골츠만의 입장은 ‘우파’일각에서 제시된 바 있는 국유 

공업에 의한 소비재생산의 확대방안은 넉넉지 않은 투자재원으로 인해 그 실 

현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우 

파’의 또 다른 일각에서 제시된 외국으로부터 상품수입을 하자는 방안을 일 

시적인 조치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인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야할 사안임 

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결국 꾸스따르공업의 발달에서 공업제품의 증대와 농 

촌과 도시사이의 상품교환의 정확한 조합의 최적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들이 

제시한 소공업의 집중적인 활용이 가져오는 중요한 장점들을 정리해보면， 

(1) 공업생산의 확대가 많은 경우 좀더 신속하게 그리고 초기에 얼마되지 않 

은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1) 농민의 자유노동시간의 생산적 활용은 국민경제의 순소득을 창조한다. 

0 .2) 소공업의 개선과 발전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초기 자본투자는 많은 경 

우 대공업에서 보다 더 적다. 왜냐하면 생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취해야 하는 기계화나 자동화의 정도가 소공업의 경우가 대공업 

의 경우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0 .3) 새로운 생산단위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저축이 활용될 수 있다. 

(1.4) 새로 투자되는 자본의 회수기간이 대공업에서보다 훨씬 더 짧다. 

(1.5) 꾸스따르공업은 많은 경우 새로운 주돼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또 문 

화적 설비를 하기 위해 부가적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 

(2) 생산의 자기비용이 꾸스따르공업의 경우 대공업보다 작다. 
(2.1) 노동조직의 협업형태， 꾸스따르가내공업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자기 

소유의 또 다른 경제 그리고 가족경제에로의 참가는 화폐등가물로 표 

현되는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대공업보다 좀더 유연한 조건을 창조 

한다. 

(2.2)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필품비용은 도시상황보다 농촌상황에서 
두배에서 세배정도 낮다. 

(3) 마지막으로 꾸스따르생산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드는 운 

송비용은 대공업생산품의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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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레프와 골츠만은 꾸스따르공업의 발전을 통해서 완성된 공업제품의 확대 

공급이 일어나고 또 이는 농민의 공업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점 

에만 주목하여 단지 도시와 농촌의 상품교환관계의 정상화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꾸스따르공업의 발달이 끼칠 도시에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에 넣고 있었다. 즉 농촌의 꾸스따르공업은 한편으로는 값싼 생필품을 생 

산함으로서 도시의 프롤레따리아뜨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수집과 원자재의 반제품으로의 가공의 합리성고양은 

도시대공업의 원자재기반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그것들의 수출가능성을 증가 

시킨다. 식료품과 공업원료값의 저하는 대공업생산의 자기비용의 감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두 논자는 이와 같이 소공업의 활용과 소비에뜨경제 

정책의 기본과제를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는 소공업을 활용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1) 꾸스따리를 기술적 보조를 통해서 지원해야만 한다. 생산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여신을 가능하게 해야하고 양질의 원료 반제품과 보조물품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2) 소생산에 적절하지 않은 생산영역을 골라내어 그러한 생산은 국유화된 혹 
은 협업화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상품판매를 조직해야 한다. 물론 이때 생산자에 대한 착취는 배제되어야 

한다.72) 

고레프와 골츠만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농촌의 전력화계획안과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예를 들자면 농촌의 대장간은 당시 전기에너지의 적용기술 중에 

서 최고로 발달된 전기용접기계가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전력화된， 

작은 규모의 수리센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작업선반은 금속공 

장이 현대화될 때 정리되어 나오는 것들 중에서 대규모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기존의 소공업의 활용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었다. 이 

들은 국유공업을 위한 건설안을 입안할 때 새로이 생기는 도시의 대공장의 

생산비용과 농촌의 소공업의 생산비용을 비교해 볼 것을 촉구했다. 이때 다음 

과 같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71) Ibid., p. 179f. 
72) Ibid.,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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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지역에 꾸스따르공업이 존재한 덕에 개발된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선지식을 가진 농민의 잉여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2) 거주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용가능한 미취업 농민노동의 상대적 저렴성. 
(3) 농민에 부업을 보장함으로서 생기는 정치적 의미 .73) 

고레프와 골츠만은 대규모 공장을 주로 대도시에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언 

제나 유리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는 생산단위를 농촌 

에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 

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임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의 수송비용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리고 전선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의 

기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생산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촌에 세울 수 있는 공장의 예로서 북부지방에 존재하는 견직업과 중앙섬유 

지역에 존재하는 면직업을 든다. 이와 같은 지역에 들어서는 공장은 값싼 노 

동력과 전기에너지 덕분에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기본자본의 좀더 신속한 회전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생산의 자기비용 

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농촌과의 결부와 노동력의 농촌주거지 

에서의 활용은 부가적인 이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고레쁘와 골츠 

만은 고도의 자본구성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과 생산비를 계산할 때 증기기 

관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좀더 대규모의 생산단 

위의 건설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74) 

이로써 이미 1920년대 중반에 당면한 소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장기 

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기 위해 꾸스따르공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인가가 논구되었던 것이다. 

3.5. 소비에뜨정부의 투자정책과 ‘미국식’ 발전의 킬 

재건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공업은 1925/26년에 1913년 생산수준의 대략 90%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는 했으나 회복이 생산분야별로 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경 

73) Ibid , p. 180. 
74) Ibid. ,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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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에 속한 공장은 미약한 재투자만으로도 신속하게 재가동될 수 있었고 그 

리하여 소비재시장에서 재빠르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13년에 

전체공업생산의 22.6%를 차지한 중공업은 1922/23년에 총생산량 중에서 

17.7%, 1923/24년에 17.4%만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75) 그리고 중공업의 개별 

분야에서의 생산발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야별로 좀더 차별적인 모습 

을 볼 수 있다.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기계건설분야는 전전수준을 초과했다면 

가공업분야(기계제작이나 전기산업)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몇 몇 

중공업분야는 전전 러시아에서 도달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76)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몇몇 영역이 뒤쳐져 있다는 사 

실은 잠재적으로 공업화를 전체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게다 

가 자생적인 공업재건은 낡은 시설을 다시 가동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일어났 

다. 이 결과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원자재와 에너지소모는 과 

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문제는 기존의 기계 및 시설설비의 효용성과 잠 

재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문 

제가 점차 전면에 대두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공업의 전 분야 

에서 생산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생산설비가 노후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77) 당대 한 경제정책입안가의 

평가에 따르면 공엽의 고정자본의 80%정도 새로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부 

적절할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런 노후화된 시설은 현대화된 기술수준의 

바탕에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되어야만 했다.78) 

경제회복기가 끝나고 새로운 건설시기로 접어들자 경제계획입안가들의 논 

의의 초점이 된 문제가 바로 어떤 투자정책에 입각해서 광범위한 대중의 생 

활수준을 문제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건설작업을 수행할 것인가였다. 1925년 

12월에 개최된 14차 당대회에서 결의된 공업화전략은 서구의 현대기술에 대 

75) C앙r， E. H., Socíalism in one countrγ， Vol. 1, p. 332. 
76) Weissenburger, U., Monetärer Sektor und Industr띠lisierung der Sowjetunion 

(1927-1933), Ffm., 1983, p. 10. 특히 표를 참조하라. 
77) 실제적으로 1918년에서 1923/24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해에서도 자본의 마멸을 자 

본의 재투자를 통해 복원할 수 있었던 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Weissenburger, 
ibid , p. 14. 표 3을 참조하라. 

78) Pokorski, M. F., Problemy osnovnoge kapi따la v promyshlennosti RSFSR, 
Moskva, 192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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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지를 명백히 했다.79) 이미 1926년 초에 당시 국가경제계획위원회 (GOS

PLAN)의장이었던 끄르지자노프스끼(Krzhizhanovski)는 독일의 예를 든 레닌 

올 원용하면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후발공업화의 장점을 부각시켰 

다.80) 최고국가경제회의 의장이었던 꾸이빅셰프(Kuibyshev)도 ‘생산품의 질과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건설되어 있으며 컨베이어시 

스템을 최상의 조직적 및 기술적 방법으로 채택한 공장’을 합리화된 기업이라 

정의했다.81) 

그러나 경제정책입안가들이 이러한 원칙에 전반적인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고 하더라도 꾸이빅셰프와 같은 주창자들이 이 원칙으로부터 끌어낸 논리적 

결론이라거나 이 원칙을 실현할 때 적용하기를 희망한 급진성과 같은 것틀을 

그대로 지지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때 경제정책입안가들은 두 가지 진영으 

로 나뉘어졌다. 바로 ‘미국식’ 발전전략과 ‘영국식’ 발전전략이 그것이다.82) 

이 두 학파는 크게 보면 논의과정에서 세 가지 점(첫째， 새로운 공장의 건 

설， 둘째， 대규모 공장의 건설， 셋째， 자본집약적인 기술)에서 서로 의견을 달 

리했다.83) 

79) 이 당대회에서 국토의 공업화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우선적 과제로서 선 
언되었다. 회복기는 완결되었고 공업의 새로운 건설시기가 개시되었음이 표명되었 
다. 이때 사회주의적인 공업의 발전은 ‘최신의 기술적 수준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야 했다. Tatur, M., Wissensc빼tliche Arbeitsorganisation, Berlin, 1979, p. 73. 
80)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신생자본주의국가들이 생산을 근대화할 때， 기 

계화가 초기단계에서 달성한 수준이 아니라 당시 자본주의적 발전이 낳은 최고 수 

준의 기계， 설비 및 생산수단올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이웃나라들로부터 넘겨받았 

던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Tatur, ibid , p. 74에서 재인용. 
81) C따T， E. H., Foundation, Vol. 1, p. 343. 
82) 이러한 사실은 최고국가경제회의소속의 한 연구자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자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보수적 

영국식 방식에 있어서는 개선은 조금씩 이루어진다. 기존의 공장에 새로운 건물이 

덧붙여 들어서고 개인소유의 조그마한 공장들이 다시 가동된다 어떤 한 공장에서 

여러분들은 공업발달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미국 

식 방식으로서 새로운 공장은 해로운 전통이 없는 새로운 장소에서 문자그대로 무 

로부터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낡고 보잘것없는 공장은 그것이 이윤을 낳는 한 

가동될 것 이 다. 그리 고 때 가 되 었올 때 사라질 것 이 다.’ Davies, R. W. , Aspects of 
Soviet Investment Policy in the 1920s, in: Feinstein, C. S. (Hg.), Socialism, 

Capit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7, p. 287에 서 재 인 용. 
83) 세 가지 점 에 대 한 자세 한 논의 는 Davies, ibid , pp. 288-29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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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발전길을 선호하는 쪽의 주장의 토대에는 근대기술은 일단 충분한 

크기로 가동되기만 하면 후진적 농업에 의해서 그리고 공업의 기존의 기술적 

수준에 의해서 가해지는 제한으로부터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획화방법은 이론적으로만 개발된 기술을 현 

실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덧붙여 미국식 기계화는 부분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된 공장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기계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식’ 발전전략을 옹호하는 이 

들은 이런 발전전략이 수반하는 정치적 이점에 주목했다. 즉 근대 대규모공장 

은 프롤레따리아뜨의 요새라는 것이다. ‘미국식’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자들의 

주장은 그 옹호자들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었다. 

(1) 새로운 공장의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식’ 발전전략의 비판자들은 무엇보 

다도 자본의 부족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이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공장의 건 

설은 기존공장의 확장과 비교하여 좀더 큰 규모의 자본소요를 요구한다는 사 

실을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주요비판은 자본투입과 생산품의 최종 

의 획득사이에 좀 더 긴 시간대가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풍부 

하지 않은 자본을 몇몇 분야에 묶어 놓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맞추 

어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식’ 발전의 옹호자들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몇십억대의 루블올 새로운 건설에 투자할 것을 주장한 한 볼셰비 

끼 경제전문가도 새로 투입되는 자본이 몇 년 동안 그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발전의 옹호자들은 

새로운 공장의 생산단가가 현격하게 낮을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여 

기서 20년대에 논의된 공업생산비절감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로 낮은 생산비는 좀더 높은 공업이윤올 가능케 해서 그 

다음의 공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낮 

은 생산비는 공업재의 가격의 하락올 가져와 주로 농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2) 새로운 공장올 건설한다는 것은 그 옹호자들에게 있어서 통상 대규모공 

장을 건설한다는 것올 의미했다. 적어도 그 규모 면에서는 전문화되고 규격화 

된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미국의 해당공장과 비슷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식’ 발전전략의 비판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소련시장의 협소성을 

지적했다.없) 이들은 생산품의 판매문제가 기계제작공업부분에서 특히 첨예하 

게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설사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국가에 의해 창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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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공장규모의 거대성으로 인한 투자자본의 부족문제는 간과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밖에도 원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완성품의 생산 

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대한 대규모공업단지를 건 

설하려는 경향에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주장에 따르면 포드자신도 몇몇 부분 

품의 생산은 생산단가가 훨씬 싼 소도시나 농촌에 존재하는 소규모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만 

대량생산의 장점을 분권화의 장점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개의 상당히 작은 규모의 생산단위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데 불과한 대규 

모공장의 건설계획안이 존재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장의 옹호자들 

은 본질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학’에 의존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크지 않은 자신들의 논지를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상쇄하려 했던 

것이다. 즉 이들은 노동자의 대규모공장으로의 집중이 이들의 정치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대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된다는 입장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수미일관하게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 

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섬유공업의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페도또 

프(Fedotov)같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우리의 자본은 최소의 상태에 있다. 자본의 값은 무척 비싸지만 동시에 

충분한 대규모의 예비노동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본은 무척 싸 

지만 노동력은 비싸다 ...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우리의 목표는 비싼 기계가 
최대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는 인적 노동의 집약적인 사용은 첫 번째 고려대상이 아니다.’85) 

위에 거명한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또 다른 교수인 데르자빈 

(Derzavin)도 비슷한 관점에서 현대기술을 도입하려는 희망올 ‘혁명적 낭만주 

의’라 이름지으며 비판했다.86) 대다수의 섬유기술자들도 신기계의 도입에 회 

84) 이미 짜르의 러시아에서 인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공업의 발전가능성을 내수시 
장의 부재를 근거로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Schramm, G. (Hg.), Hand

buch der Geschichte Ruβlands， Vol. 3.1, p. 102. 그리고 대량생산을 위한 내수시 
장의 부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Erlich, ibid , p. 137f.를 참조하라. 

85) Torgovo-Promys!ùennaya Gazeta (이하 TPG.l (1928년 5월 27일). 
86) TPG. (1928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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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자동화된 견직기계와 전통적인 단순한 기계 

의 비교를 기반으로 전자에 의한 생산비용이 후자에 의한 그것보다 그렇게 

낮지 않음올 보여주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기계를 좀더 노동집약적으로 사용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기술적으로 반동적’이라고 거부되었 

다. 이들은 이미 발전상태가 고착화되어 멈추어 버린 영국의 기술적 사고의 

엄청난 영향하에 있어 기술수준의 고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고 비난받았다. 한 공업잡지에 실린 ‘기술혁명이 위험에 빠지다’라는 제목 

의 한 기사는 금속공업 및 섬유공업분야에 종사하는 주도적인 과학자 및 기 

술자들이 기술혁명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통탄했다.힘) 자본집약적 기술의 

옹호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계화의 계속적인 추진은 노동자들의 자질이 이 

미 혁명전에 상당한 정도 진전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숙련노동은 더욱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옹호자들은 소 

련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의 나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에 이르렀다.잃) 그 

리고 이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서구기술도입의 필연성을 강조하 

고 또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비당파전문가들은 자본집약적인 기술의 옹호자들에 의해 제시된 임금정책 

을 의심했지만89)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봤을 때 소련의 공업노동자들이 평가 

절상되었고 더구나 노동력의 과잉공급현상에 직변하여 높은 임금과 단축된 

노동시간을 위한 그 어떤 경제적 합리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 

로 표명할 수 없었다. 

급속한 공업화라는 명제와 현대기술의 집중적인 도입이라는 명제는 서로 

맞물리면서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미국모댈에 근거한 공업건설을 추진해야하 

고 자본집약적 최신현대기술올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은 20년대 후반기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스딸린그룹은 좌익반대파 

와의 논전올 거치는 중에 새롭고， 거대하고 자본집약적인 미국식 공장에 집중 

적인 자본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거름 한 걸음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27년 초에 꾸이봐셰프 지도하에 있는 국민경제최고회의는 투자는 

87) TPG. (1928년 7월 6일). 
88) TPG. (1928년 7월 28일). 
89) 예를 들어 Bazarov, Principy postroeniya perspektivny때 planov, in: PKh. (1928 

년 2월)， p. 6lf.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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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올 수 있는 능력 

을 갖출 수 있는 공장들에로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역시 

국민경제최고회의에서 주도적 인물이었던 루끼모비치는 비록 그가 근대적 기 

업이 모델로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표명했 

지만 새로운 공장에 투자되어야만 하는 자본의 크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중에 불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려 

는 ‘일반적 경향’을 비판했다.90) 

3.6. 안뜨로포프(Antropov)와 릭브니 꼬프(Rybnikov)의 

대공업과 소공업 역할분담론91)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기술을 토대로 하는 대공업위주의， ‘미 

국식’ 모텔에 근거를 둔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전한 ‘영 

국식’ 모텔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은 우 

선적으로 대공업과 소공업의 역할올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의 견해에 따 

르면 이러한 소공업과 대공업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과도기에 있어서 공업생 

산품의 부족， 투자자본부족과 과영인구문제와 같은 소련이 당연한 경제문제들 

이 동반하는 긴장을 첨예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업화라는 대명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로 여기서는 안뜨로포 

프와 뢰브니꼬프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두 경제전문가들은 루끼모 

비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경향’을 비판했고 ‘순수한 미국식 발전의 길’에 대 

해 꿈꾸는 것을 경고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과도기에 있어서 소공업의 활용 

을 통한 과잉인구의 홉수능력에 주목했다. 

안뜨로포프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공업화진행과정을 분석하면서 영국의 그 

것이 소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92) 

90) Ekonomicheskaya Zhizn' (1927년 2월 23일). 

91) Antropov, S., Ekonomicheskie predposylki pazvitiya melkoi promyshlennosti, in: 
EO. (1927년 2호); Rybnikov, A. A., Osnovnye tendencii evolyucii form promy
shlennosti voobshche i melkoi promyshlennosti v osovennosti, in: EO. (19271견 7 
월， 8월， 9월). 

92) Antropov, ibid., p. 9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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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언제나 노동력부족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공업은 거대한 규모로 기계화되었고 합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에서는 공업발전이 농촌의 동시적인 빈곤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농촌인구는 공업의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낮았 

고 수공업자가 미국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안뜨로포프는 그 근본이유를 자본부족이 아니라 영국에서의 과잉인구의 존재 

에서 찾는다. 농업은 물론 대공업으로부터 ‘해방된’ 과잉노동력은 수공업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종류의 소공업에서 일거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국과 같은 대규모생산의 고전적인 나라에서 과잉노동력은 

‘생산의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속도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 

다.93)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공업을 생산을 합리화할 때 합리화의 

추진결과로 그리고 농촌에서의 과잉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생 

겨나는 노동예비군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94) 그의 이러한 

요구는 공식적인 합리화정책에 근접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합리 

화정책은 합리화조치가 개별기업에서의 노동자의 방출과 상관없이 전체 공업 

노동자수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도록 하는 선에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20년대 후반기의 공식적인 합리화정책은 부족한 재 

원문제 외에도 과잉인구라는 쉽사리 통제될 수 없는 문제에 직변해 있었다. 

안뜨로뽀프는 바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공업이 소련에서 가지는 ‘매우 비상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던 것 

이다. 그는 대공업의 건설과 대공업의 ‘미국화’의 필연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 

았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과잉인구의 규모가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대 공업 의 ‘미 국화’를 좀더 어 렵 게 만든다는 데 에 있다. 따라서 소공업 

은 농촌의 과잉인구가 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일종의 ‘다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제안으로서 달성하려한 주요목표는 대공업이 완 

전하게 발전할 때까지 국가생산력을 ‘가능한 한 크게 늘리는’ 것이었다. 

‘이 사랍들[농촌인구 - 필자]이 생산으로부터 배제되면 될수록 국가의 경 

제적 재원이 축소되고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대공업의 발전속도가 완만해진 

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예비군중에서 좀 

93) Ibid., p. 94f. 
94) Ibid.,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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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이들이 소공업으로 취업하면 할수록 국가의 경제적 힘은 더욱 신속 

하게 증대될 것이며 대공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좀더 많은 전제조건들 

이 창출될 것이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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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뜨로뽀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화와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순서’를 개발해낼 것을 촉구했다. 바로 꾸스따르 및 공장생산간의 분 

업이 이러한 순서의 토대를 이루어야 했다. 말하자면 기계화된 생산에서 현저 

히 나은 질의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은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원시적 생산기술로도 필요한 질의 생산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완벽하게 만 

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의 생산은 꾸스따리에 의해서 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6) 그는 섬유공업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제시했다. 

(1) 꾸스따리에 의한 마의 생산은 전쟁전에 공장주나 상인의 수요를 극도로 

단순하고 원시적인 기술의 수준에서 충분한 양으로 충족시켰다. 따라서 안뜨 

로뽀프는 이 생산분야에 원시적 생산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가내수공업의 기계화와 꾸스따리의 프롤레따리아뜨로의 전화의 필연성을 

도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왜냐하면 꾸스따르공업에 의한 생산품은 수요자 

를 완벽하고도 공장제생산품보다 질적으로 좀더 나은 수준에서 만족시키고 

생산의 기계화， 즉 ‘미국식’ 모텔에 의거한 생산조직은 수많은 꾸스따리를 실 

업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이러한 ‘미국화’는 꾸스따리에 의해서 그 어떤 자본 

의 투입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이전부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결코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는 자본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러한 가내수공의 기계화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실업자가 된 꾸스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 

요한 지출을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2) 안뜨로뽀프의 견해에 따르면 견직물생산분야에서도 원시적인 기술을 가 

진 꾸스따르공업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당시 황마의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 

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대규모 견직공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스따 

리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생산되어 오던 거친 재질의 원단도 생산하기 시작했 

고 그러자 꾸스따르가내수공업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렇게 값싼 꾸스따르생산이 비싼 공장생산에 의해 대치되는 것은 전체 국민경 

제에서 보면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은 결코 더 나은 질의 

95) Ibid. , p. 97. 
96) Ibid. ,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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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데도 공장올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 

의 국가재원의 소모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안뜨로뽀프는 생 

산의 기계화 및 꾸스따리의 프롤레따리아뜨화가 ‘언제나 어떤 조건 하에서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이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그 

는 이런 사실로부터 공장공업파 꾸스따르공업의 공존의 필연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가는 소공업의 발전에 대해 수동적으로 이해해서만 되지 않 

고 오히려 ‘국가가 값싼 전기에너지를 공급한다거나 혹은 좀더 나은 생산방법 

을 장려하거나 또는 이들의 생산품의 판매를 조직’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도출해 냈다.fJ7) 

뢰브니꼬프는 안뜨로뽀프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안뜨로뽀프가 소공 

업과 대공업이 함께 존재해야한다는 근거를 외국의 공업화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해 내려고 했다면 뢰브니꼬프는 러시아공업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 

석함으로서 소공업과 대공업의 동시적 존재에 근거를 부여하고 했다. 그의 분 

석의 출발점은 대공업과 소공업간의 경쟁관계가 소공업의 노동생산력을 규정 

한 유일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쟁전 

러시아에서는 가내수공업에서의 노동과 그것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 ‘좀더 나은 대안적 소득원이 발견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 

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사고는 차야노프적인 의미에서 가족노동의 

자기착취적인 구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98) 그리고 뢰브니꼬프는 꾸스따 

르수공업자는 대규모공장으로부터 경쟁압박이 가열되었을 때도 신속하게 돌 

파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노동가격을 특별하게 줄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99) 이러한 전전 경향은 뢰브니꼬프의 견해에 따르 

면 소비에뜨러시아에도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따라서 대공업적 생산과 

꾸스따르적인 생산간의 분업이 합목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뢰브니꼬프 

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만연된 과잉인구의 시기에 자본이 많지 않아 

축적이 별로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 ‘순전한 미국식 발전의 길에 대해서 꿈 

꾸는 것’은 아무런 도웅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수사적 질문올 통해서 엿볼 수 있다. 

97) Ibid. , p. 98. 
98) Tschajanow, A., Die Lehre von der bäuerlichen WirtsclrIft, Berlin, 1923, p. 39f 
99) Rybnikov, ibid. (8월 ), p. 7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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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극도로 제한된 재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 

한 재원을 바탕으로 섬유공업， 광산업 그리고 반제품생산과 같은 분야에 엄 

청난 투자를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거대한 

실제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도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범위 속에 

신발공장， 재단공장 심지어 내의공장 및 자물쇠공장과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 

야만 하겠는가? 의심할 바 없이 우리나라에는 건설자원이 최소한의 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최소한의 자원이 위애 거명된 생산분야에 동시적으로 

투자됨으로서 최대의 효율올 갖고 이용될 수 있겠는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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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브니꼬프는 아메리카니즘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하 

지 않았다. 즉， 이러한 정책은 꾸스따리와 수공업자 대중의 복지를 전혀 보장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축 

적의 가속화와 농촌을 과잉인구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러한 과제는 농촌의 내부적 재원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규모공장의 강력한 발전만이 농촌의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과잉인구문제 

는 산재되어 있지만 수적으로 엄청난 꾸스따리와 수공업자의 힘을 적절하게 

조직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안뜨로뽀프와 

마찬가지로 소공업의 활용은 ‘대공업과 소공업의 합목적적인 역할분담’을 기 

초로 해야만 함을 분명히 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꾸스따리와 수공업자들은 

이 다음시기에 있어서도 공장제적인 대공업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할 것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경향올 공업의 건설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우려한 바는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과 

잉인구문제가 첨예화되고 따라서 국민경제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이 

었다. 즉， 소공업올 대공업의 발달시스랩에 체계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 꾸 

스따리와 수공업자의 상황에만 부정적인 영향올 끼칠 뿐만 아니라 공장노동 

자의 생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실 

제 활동하고 있는 꾸스따르의 공업협업체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이들을 위 

한 신용대부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반제품을 공급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비시설을 교체하는데 기술적 지원올 아끼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제들이 그냥 프로그랩상에 전시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실제로 적용되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과제들은 ‘공업화를 위한 전체시스 

1(0) Rybnikov, ibid (9월 ),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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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부터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져야할 사안임을 

강조했다.101) 

그러나 이미 경제정책입안가들중에서 소공업을 위해 ‘실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 안뜨로뽀프와 뢰브니꼬프의 견해를 귀담아들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미 1927년 봄 국제적 상황이 악화조짐을 보임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대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토대로 한 급속한 공업화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는 당의 상층부 

에서뿐만 아니라 중간 단위의 행정가와 당관료들에게서도 손쉽게 감지될 수 

있었다. 1927년 4월에 개최된 14차 소비에뜨대회에서 벌어진 공업화를 위한 

논의에서 공업화계획안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비현실적인 환상올 내포하게 

되었다.102) 

3.7. 꾸스따르곰업의 발전을 통한 과잉인구의 해소 

농업의 과잉인구와 이와 결부된 잉여노동력은 전통적으로 농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던 것의 주원인이었고 농촌의 공업화라는 

추구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요인이었다. 전시기간동안의 경제의 

파괴는 많은 수의 도시인들올 농촌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농촌 

으로 귀환한 도시인들이 신경제정책이 도입되자 신속하게 소공업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발견하거나 계절노동자 혹은 임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잉여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높은 인구증가율은 농촌에 활용 

가능한 노동력의 수가 불어나는데 일조했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이러한 사실 

과 관련하여 ‘농촌과잉인구의 산물인， 농촌에서의 엄청난 양의 은폐된 실업’문 

제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이 문제의 유일한 처방수단은 국토의 좀더 급속 

한 공업화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외부이민의 가능성은 상실되었고 농 

업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기계화되고 더 나은 수준의 효율성올 가지게 되면 

이것은 농촌에서의 취업가능성올 더욱 감소시킬 뿐이라는 것이다.103) 그로만 

도 농촌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급속하게 축적되어가고 있는 이용되지 않는 

노동력을 홉수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아메리카가 있어야 충분할 것이라는 식 

101) Rybnikov, ibid (9월)， p. 93f. 
102) C따T， Foundation, Vol. 1, p. 293f. 
103) Preobrazenskij , Neue αonomik， p. 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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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104) 

과잉노동력을 공업의 팽창을 통해 홉수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20년대 중반 

에 계획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가적인 원인이었다.105) 물론 노동력을 

공업으로， 도시로 이전시켜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25년 스뜨루밀린(Strumilin)에 의해 제시 

된 경제발전을 위한 5차 계획안은 자본집약적인 공업화를 추구했다. 이런 공 

업화안은 자본집약적인 만큼 노동력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촌의 과잉인 

구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집약화를 통해서 소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작성 

되었다.106) 소련정부는 스뜨루밀린의 안에 의거해 농촌에서의 과잉인구흡수를 

위한 정책올 수립했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 

려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을 확장하고 노동집 약적 인 공업 작물을 경 작하는 방향으로 집 약화 

를 추진할 것.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좀더 많은 수의 노동력올 생산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과소취업의 크기를 감안하면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를 아주 미약할 정도로만 완화시킬 수 있었다. 

(2) 1920년대의 농촌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농업혁명과 그에 따른 재물의 몰수 

이후에 전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3) 도시에서의 노동력수요는 1928년까지 주로 농촌으로부터의 ‘귀환자’와 도 

시내부에서의 자체충원으로 충당되었다. 공업에 취업한 농촌의 계절노동자 

의 수는 1927년에 전전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3백만 정도에 이르렀다. 

(4) 물론 도시와 농촌의 소공업에 취업된 수는 1927년까지 전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07) 

1920년대의 농촌에는 대략 9백만 정도의 성인(농촌가계의 노동가능한 인구 

중의 16%정도)이 농업이든 비농업적 활동이든 그 어떤 곳에도 종사하지 않는 

104) PKh. Nr. 8 (1925년 8월)， p. 129. 
105) 당시의 계획화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C때， 50띠:/ism， Vol. 1, pp. 490-518을 

참조하라. 

106) 이에 대해서는 Merl, Agrarmarkt, p. 47을 참조하라. 
107) Merl, S., Agrarreform und nicht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in: Pieren

kemper (Hg.), Landwirtscfr.따 und industrielle Entwicklung, Stuttgart, 1989,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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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만한 규모의 미취업 노동인구는 이 시기에 

농업을 제외한 총 취업자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리고 농촌으로부터의 이농 

의 규모도 노동력에 대한 비농업적 수요를 넘어섰다. 1926년에 이미 3백만에 

이르는， 주로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노동력이 계절노동을 찾아 농촌을 떠났 

다 108) 그리하여 도시에서 일자리가 해마다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지만 20년대 

말에 이르면 도시에 등록된 실업자수가 2백만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같이 농 

민들이 도시로 이농한 주요원인은 새로운 체제하에서 노동자가 좀더 나은 수 

준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1æ) 

과잉노동력의 존재는 사회적 계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로 중농가계의 

문제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농가계는 부업 쪽으로 노동력을 

분산시키기에는 너무 컸지만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때로는 임노동자를 고용 

해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년간 전체로 환산해 보면 전체 노동력이 너 

무 불충분하게 이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좀더 큰 규모의 농가계는 오히려 자 

신들의 노동력을 중농가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작 

은 규모의 농가계는 장기간 동안 자신들의 노동력을 농사 외의 활동에 투여 

할 수 있었다.110) 

그리고 비농업적 소득은 농촌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년 

대 후반기에 농촌 화폐소득의 거의 40%가 비농업적 활동의 결과로 나왔다. 

꾸스따르수공업으로부터 발생한 화폐소득은 대략 8%정도로 추산된다.111) 물 

론 이때에도 지역에 따른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곡물유입지역에서 

의 비농업적 소득이 우끄라이나와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훨씬 두드러진다 112) 

쁘레오브라젠스끼는 과잉인구의 점차적인 홉수를 소비에뜨경제의 가장 중 

요한 ‘균형조건’들 중의 마지막의 것으로서 간주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 

도 그는 실제로는 ‘과잉인구’라는 문제와 결코 섬세하게 대결한 것은 아니었 

다.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상품품귀현상과 과잉인구문제를 이론적으 

로 서로 연계시켜 고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소공 

108) 이와 같이 젊은 남성이 농촌을 떠나갔다는 사실은 계획초안들이 농촌에서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했는가를 설명해준다. 

109) Merl, Agrarmarkt, p. 193. 
110) Ibid , p. 없8. 표를 참조하라. 

111) Merl, Differenzierung, p. 116. 도표를 참조하라. 
112) Ibid , p. 118f. 도표 3과 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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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좀더 집중적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합리화과정의 노동절약적인 효과가 과잉인구문제의 해결을 좀더 어렵게 할뿐 

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쳤다.113) 게다가 그는 국가소비재공업의 생산품 

가격이 너무 비싸면 농민들은 꾸스따르공업으로 하여금 소비재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소비재산업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갖고 있었 

다.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농촌에 존재하는 거대한 은폐된 실업에 의해 

훨씬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114) 

그리고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소비에뜨정부에 의해 추진된 농업의 집약적 경 

영이라는 방안도 이러한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농업의 집약화를 수반하는 

농업축척의 증가는 그가 ‘과도기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문제의 미래적 해결을 

위한 열쇠’로 간주했던 공업의 팽창속도를 느리게 할뿐이라는 것이다 115) 그렇 

기 때문에 그는 자본재영역을 필두로 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여 농촌으로 

부터 잉여노동력을 홉수하고 동시에 공업을 노동절약적인 형태로 전환함에 

따른 노동방출의 효과를 상쇄하기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의 확산은 일인당 요구되는 자본이 급속하게 상승해야함을 요구하는 까닭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쁘레오브라젠스끼에 있어서는 자본축적이 급 

속도로 증가해야만 한다는 사실의 하나의 또 다른 절박한 근거가 될 뿐이었 

다. 줄여 말하면 공업의 ‘자본집약적’ 발전은 공업의 ‘외연적’ 팽창과 더불어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16) 

과잉인구문제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좌파’의 ‘일방적인 해결방안’은 누구 

보다도 ‘우파’를 형성하고 있던 부하린-뢰꼬프(Rykov) 그룹을 불안하게 했다. 

부하린이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발전전략과 관련한 자신의 초기의 입장을 어 

느 정도 수정하기는 했지만117) 그렇다고 해서 쁘레오브라젠스끼가 제안한 바 

113) Preobrazhensky, The Crisis 01 Soviet Industrialization, p. 229. 
114) Preobrazenskij , Neue 않onomik， p. 225. 
115) Preobrazhensky, πJe Cri’sis af Soviet Industr때ization， p. 229. 
116) Ibid , p. 껍8. 

117) 부하린은 자본이 좀더 큰 규모로 투자되어야한다는 사실올 인정했고 또 생산수단 
의 생산영역에 좀더 큰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였다. 이로서 부하린은 ‘좌파’의 입장에 한 걸음 다가섰다. 부하린의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Erlich, ibid, pp. 82-91을 참조하라. 또한 Cohen, Stephen F., Bukfr1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Oxford, 1973, pp. 243-250올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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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도의 급속한 공업팽창속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1927년 

말경 부하린은 ‘좌파’의 공세에 밀려 정치적인 의미에서 꾸스따리와 도시의 

수공업자들에서 ‘러시아파시즘의 맹아’를 찾을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일방적인 해결방안의 옹호자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자라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큰 규모의 팽창 

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탄했다.118)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적절한 공업성장이라는 

것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점진적인 이동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조치들과 조 

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의 예로서 노동집약적인 농장의 

장려， 가축사육 및 채소 혹은 원예작물재배에 같은 것을 꼽았다 119) 그밖에 

부하린이 농촌에서의 과잉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 

목한 것은 꾸스따르공업에서의 취업가능성이다. 그에 따르면 꾸스따르공업이 

몰락하면 과잉인구는 도시로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서의 실업 

문제를 더욱 첨예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120) 

요컨대 논쟁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한 정책입안가들에게 있어서 꾸스따르공 

업은 상품-부족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기될 수 없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과잉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젠펠뜨(Rozenfel' d)는 이미 20년대 중반에 꾸스따리에 대한 지원 

은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지적 

한 바 있다 121) 그리고 14차 당협의회에서 뢰꼬프는 과잉인구를 소공업에 취 

업시키기 위해서 소공업을 장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뢰꼬프의 견해에 따 

르면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과잉노동력은 도시로 몰려와 산업예비군의 

숫자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122) 그는 일년 뒤에， 즉 1927년 5월 

에 국민경제최고회의가 소공업의 역할을 상품부족현상과 관련해서만 이해하 

고 있다고 다시 한번 더 지적하면서 국민경제최고회의가 과잉인구문제와 관 

련하여서는 소공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123) 

118) Pravda (1927년 11월 24일)， p. 5. 
119) 이 에 대 해서 는 Cohen, ibid., p. 244와 Erlich, ibid , p. 87을 참조하라. 

120) Bukharin, Selected Working, p. 196f. 
121) Rozenfel ’d, ]a. Kh., Promys!úennaya politik.a SSSR (J917-1925gg.J, Moskva, 

1926, p. 495f. 
122) Carr, Socialism, Vol. 1, p. 361. 
123) Pravda (1927년 5월 8일)，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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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건한 정책입안자로 분류될 수 있는 바자로프는 같은 달에 쁘레오 

브라젠스끼가 현대기술에 토대를 둔 자본재영 역의 발달을 실업문제의 장기 적 

인 해결올 위한 최상의 길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이런 

해결책은 ‘공업의 피상적 팽창’이라는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경제전문잡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했다. 그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도시에서 

의 공업팽창을 통해서 홉수하려는 시도를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그는 이와는 반대로 공업의 합리화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농업의 집약적 발전과 이와 결부된 관 

련공업생산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농촌의 인구를 ‘그 자리에’ 묶어 두는 것이 

당면한 우선적 인 과제라고 간주했다 124)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잉인구의 홉수와 높은 수준의 생활상태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폐된 실업자’를 구 

분하는 주요 준거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극도의 집약적 혹은 확장적인 사용과 결부되어 있는 ‘거지와 다 

를 바 없는 낮은 생활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바자로프는 ‘보 

잘 것 없는 가능성에도 현재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 

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마음의 준비를 할만큼’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누구나가 ‘과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엉) 이런 관점에 

서 보면 바자로프가 ‘농업의 집약적 경영이나 농촌의 공업화가 현대적 기술에 

근거한 대량생산’의 토대에서만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그리고 그는 이때 이러한 정책이 과잉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자로프는 부가적이지만 아주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과 

잉인구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바로 이런 해결책이 다름 아닌 그에 의 

해 제시된 꾸스따르공업의 광범위한 합리화방안이다. 그리고 바자로프는 꾸스 

따르공업의 합리화와 관련하여 현재 농민들에 의해 생산되고는 있으나 기술 

의 원시적 수준으로 말미암아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생 

산분야의 합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6) 바자로프는 

124) Bazarov, V., 0 nashikh khozyaistvennykh perspektivakh perspektivnykh 
plan왜h， in: EO. (1927년 5월)， pp. 36-38. 

125) Bazarov, Principy postroeniya perspektivnykh planov, p. 57. 
126) Bazarov, 0 nasikh khozyaistvennykh perspektivnakh i perspektivnykh p1anach,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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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스따르공업의 합리화라는 그의 제안을 계획화안과 전력화안과 연계시켰다. 

3.8. 계획화와 꾸스따르공업 

부하린은 1927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그가 합리화의 필연성과 

고정자본의 혁신과 팽창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신호했다. 그러나 그 

는 동시에 생산재공업과 소비재공업사이의 비율이 적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그의 ‘동태적 균형’론에 근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가 생산재의 발전에 노력의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투 

자된 자본이 좀더 빠른 속도로 회전되는 경공업의 발전과 적절하게 연계시 

켜야만 한다. 우리는 두 생산영역의 최적의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만 한다.’127) 

이와 동시에 부하린은 제한된 재원이 수많은 동시에 개시되는 건설프로젝 

트들에 분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는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의 토대에서 성장할 때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창 

했다. 그는 사회적 생산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유리하게 (가능한 한 위기없 

이 )128)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와 같은 균형 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129) 다른 한편 그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그리하여 

부하린은 국가소비재공업의 부단한 성장이 소공업과의 연계 하에서 앞으로 

127) Erlich, ibid , p. 85에 의 거 해 인용. 
128) 부하린에 의해서 언급된 ‘위기없는’ 재생산이라는 명제는 원래 소위 목적론적인 

접근방법을 주창한 경제학자들의 계획화방법론의 주요한 한 구성부분을 이루었던 

것이다. 나중에 스탈린주의적 공업정책을 국가경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대변하게 

될 스트루밀린 조차도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 바 있 

다.5개년 계획의 목표는 노동력과 물질적 자원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적 생산력 

을 재분배하여 노동대중의 현재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나아가 노동대중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아주 신속하게 사회를 완벽하게 재건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산력을 최상의 범위까지， 가능한 최고로 급속한 속도로， 팽창 

적이고 위기없는 재생산올 확보하는 것이다.C따T， Foundation, VoL 2, p. 789f.에 
서 재인용. 

129) Bucharin, Bemerkungen eines 않onomen， 30. Sep. 1928, Altrichter (Hg.) Die 
Sowjetunion, VoL 2, p. 224f.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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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상품부족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희망했다.130) 바로 부하린의 이런 견해가 15차 당대회에서 추인된 결의안 

에 반영되었다. 이 결의안은 단지 소비재의 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축적의 가능한 원천으로서의 소비재공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동시에 이 결의안은 소공업을 공업팽창시기 동안에 발생하는 상품부족을 

완화하고 실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편리한 원천으로서 장려되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131) 

바자로프도 부하린과 마찬가지로 1928년 초 ‘피상적 공업화’의 위험성이 대 

두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바자로프에 따르면 피상적 공업화는 결국 새로 건설 

된 공업시설은 거대한 규모의 자본을 삼키고 난 다음 끊임없이 소아병에 시 

달리고 보잘 것 없는 양의 매우 낮은 질의 산품을 매우 높은 생산단가로 시 

장에 내놓으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올 경고했다.132) 그는 나아가 

위기없는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에 임금정책 및 사회화 

정책을 연계시켜야할 것임을 주창했다.133) 

그러나 1927년이 지나면서 논쟁의 분위기가 전문경제인들 사이에서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스뜨루밀린 스스로가 1928년 1월에 개최된 공산주의아카 

데미에서 바자로프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스뜨루밀린에 따르면 바자로프는 

‘생산력의 우선’이라는 명제를 그 것의 발전방향에 상관하지 않고 계획의 주 

요준거로서 제시했다는 것이다.134) 실제로 스뜨루밀린이 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계획의 ‘목적론적’ 동인을 강조했다면 바자로프는 ‘생산력의 발전’을 ‘계획 

의 주도적인 축’으로 간주했다. 바로 이런 토대 하에서 바자로프는 임금의 양 

적인 상숭135)과 사회화과정을 일정기간 완만히 전개시킬 것을 주장했던 것이 

13이 Cohen, ibid , p. 경5. 

131) KPSS (Kommunisticheskaya Partiya Sovetskogo Soyuza v rezolyuciYI따;h 

resheniyakh s-ezdov, konferencij i plenumov CK.J, Vol. 4, Moskva, 1970, p. 
339. 

132) Bazarov, Principy, in: PKh. (1928 1년 2월 )， p. 48f. 
133) Bazarov, ibid , p. 41. 
134) Strumilin, S. G. , Ökonomische Schriftenn 1919-19견， Vol. 1, Berlin, 1977, pp. 

337-339. 
135) 바자로프가 제시한 상세한 임금정책에 대해서는 Bazarov, ibid , p. 6lf.률 참조하 

라. 바자로프는 새로운 공업건설시기에는 공업재의 가격하락정책과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임금올 생산성의 상승과 통일한 수준으로 높이지 말 것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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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염려한 바에 따르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업의 기술적 재 

건설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 소비재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경제 외적인 그 어떤 사고를 바탕으 

로 사회화조치가 주어진 단계에서 사회화가 노동생산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생산분야로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다.136) 

투자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 외에도 바자로프는 낡 

은 설비의 ‘부분적인 재건설’에도 찬성하는 못을 1926년 논쟁이 시작될 시점 

에 이미 표명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부분적인 재건설을 위한 지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투자 가능한 전체 축적이 새로운 건설에로 투입 

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설비가 아직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의 

감소는 물론 생산양의 축소와 공업의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바자로프는 그 밖의 부정적인 결과로 임금을 위한 재원이 건설공업에 

투입된 노동자수의 엄청난 증가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바자로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기의 어려움을 축소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과 더불어 악명이 날 정도로 낙후된 설비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불요막급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노동생산성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 이 필수적 이 었다.137) 

다른 한편 바자로프는 특정한 우선 순위에 의거한 투자를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공엽의 재건설작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준거는 대량생산의 가능성이었다. 왜냐하면 합리화란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생산이라는 조건하에서만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업분야와 이미 충분한 양의 수요 

가 존재하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분야가 최고 우선 순위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공업분야는 이 시기에 설비를 새로 충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또 바자로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한 공업분야의 생산수단은 펼 

수적인 경우에만 수입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자로프는 이와 

같이 대외무역을 특정한 우선 순위에 근거를 둔 선별적 발전이라는 자신의 

전략안의 실현을 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 138) 

구했다. 

136) Bazarov, ibid., p. 42f. 
137) Bazarov, V. , 0 metodologi postroeniya perspektivnykh planov, in: PKh. (1926년 

7월)， p. 18f. 
138) Bazarov, Principy, in: PKh. (1928년 2월)， p. 46f. 당시 소련의 내수부족문제에 



신경제정책기의 소비때뜨경제 239 

바자로프는 5개년 계획안의 실현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복잡한 사회구 

조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가부장적 자연경제， 농민경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 

의 가내수공업적인 상품생산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내적인 본질에 의거해 

실업의 은폐된 형태들이기 때문에 당시 소비에뜨체제하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업소비재의 극도의 부족함과 가격둥귀로 말미암아 장 

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자로프는 국민경제의 ‘탈자연화’를 위한 가능성을 사 

회적 분업에 의거한 노동력의 계획적인 분배에서 찾았다. 바자로프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과제를 소위 ‘본래적 축적’의 시기에 자연발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139) 바자로프는 이러한 과정이 자본주의하에서는 고통스러 

운 사회적 위기와 결부되어 있었으므로 소비에뜨체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과잉인구를 지원하기 위 

해 엄청난 양의 자본을 비생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해결방식을 택하게 되면 재생산은 매우 신속하게 완화되면 

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인 경기순 

환상의 위기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시스뱀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다.’140) 

바자로프는 결국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경제와 몇몇 종 

류의 수공업적 생산을 최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축출하기 위한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꾸스따르공업을 전반적인 합리화라는 그의 안은 바로 

이런 사고와 결부되어 있다. 

바자로프는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분배과정과 관련하여 계획의 ‘목적론적인’ 

동인에 주목한다. 1926년 여름 그는 분산된 소상품생산의 영역에서는 ‘발생론 

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목적론적인’ 동인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가는 소상품생산자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자로 

서 등장한다는 점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141)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력의 방출을 사적자본의 영역으로부 

터 분리시켜 사회화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시킬 것을 주장했다 142) 그의 견 

대해서는 Erlich, ibid , p. 137f.도 참조하라 

139) Bazarov, ibid. , p. 43f. 
140) Bazarov, ibid. , p. 45 
141) Bazarov, 0 metodologi, in: PKh. (1926년 7월)， p. 10. 
142) Bazarov, Principy,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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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서 노동력을 전부 이용한다는 것이 

그 어떤 ‘원칙적인’ 어려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 

주의적 국가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노동력의 대체는 노동대중의 

구매력은 물론 내수시장도 약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재구성된 기업은 방출된 

농민과 수공업자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반면에 소 

비에뜨시스템은 수요와 생산올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바자로프에 따르면 내수시장을 진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내수시장의 진작은 재원의 부족과 숙련노동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자로 

프의 확신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은 계획을 토대로 해서만 체계적으로 극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143) 바자로프는 이러한 계획은 바로 꾸스따르공업을 합 

리화， 새로운 기술에 의거한 자연경제의 축출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바자로프는 결코 꾸스따르공업을 공장제공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은 엄청난 양의 자본투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자로프는 ‘공장도시주의의 형태에 기반한 공업화에 대한 

틀에 박힌 상’으로부터 벗어나 꾸스따르공업의 기계화를 그것의 ‘가내적인 성 

격을 보유한 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바자로프는 이때 매우 넓은 기술적 

지평을 열어주는 전기에너지의 이용가능성에 주목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 추진되는 꾸스따르공업화는 증기에너지와는 달리 에너지의 분산이 가능 

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그 운반이 가능한 전기에너지의 활용에 바탕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기술의 마지막 단어로서의 전기에너지는 꾸스따 

르공업의 기계화를 위해서도 물론 전문화와 표준화를 위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뼈) 이밖에도 그는 꾸스따르공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문 

제를 ‘목적론적인’ 동인과 결부시켜 사고했다. 국가는 한편으로 ‘청부를 주고 

원자재를 공급하고 또 수집하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는 꾸스따리가 생산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협동조합화의 

과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혁신과 발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145) 

바자로프의 사고와 비슷하게 소련의 이질적인 사회구조의 단일화문제와 꾸 

143) Bazarov, ibid , p. 46f 
144) Bazarov, ibid , p. 49f. 
145) Bazarov, ibid ,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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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따르공업의 합리화안을 결부시킨 경제전문가로서는 꾸빼르만(Kuperman)이 

있다. 꾸빼르만은 1929년 바로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적 집단화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에서 ‘전자본주의적 사회경제구성체’를 

단순하게 폐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을 공업화와 결부시켜 볼 

것을 촉구했다. 그의 논거는 무엇보다도 대공업과 꾸스따르공업간의 역할분담 

에 근거해 있었고 여태까지 논의에서 제시된 많은 중요한 제안들을 취합했다. 

꾸빼르만에 따르면 소련경제는 3가지 핵심적인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자본의 부족， 상품부족 및 공공연한 혹은 은폐된 실업의 문제. 이 세 

가지 어려움과 관련하여 꾸스따르공업을 활용해야한다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언급된 논지들을 여기서 반복할 이유는 없겠다. 여기서는 꾸빼르만의 제안 중 

에 소공업의 발전이 수반하는 몇 가지 특기할만한 장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1) 지역의 공업화의 장려， (2) 농민경제 속으로 상품-화폐관계의 확산을 

위한 지원， (3) 여성에게 적합한 가내수공업으로 농촌여성의 취업보장.146) 

다른 한편 꾸빼르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가내수 

공업은 무조건적인 보호정책의 비호아래 있어야 한다.(1) 수출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 (2) 섬세하고 복잡한 장식을 요하는 가내수공업， (3) 꾸스따르공 

업에 충분히 어울리는 가내수공업으로서 질적인 변에서 충분히 소비자를 만 

족시키고， 적당히 발전시키면 시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 대규모 생산이 

필수적이지 않는 가내수공업 147) 

소공업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소공업의 대공업과의 분엽이라는 

측면에 기반해 있다. 소공업의 대공업과의 ‘분업’을 좀더 잘 활용해야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몇몇 경우에 있어서 

는 꾸스따리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대공업에서의 수준보다 

그렇게 낮지 않음을 증명 했다 148) 그의 견해에 따르면 꾸스따르공업은 대공업 

을 보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꾸스따르공엽은 경공업 

의 전체분야에서 소용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공업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꾸빼르만이 1928년 말에 국가가 소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실제 

적인’ 지원을 행사해야 하고，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으로서 꾸스따르공업의 기 

146) Kupennan, 0., Social ’no-ekonomicheskie fonny promyshlennosti SSSR, Moskva
Leningrad, 1929, pp. 109-111. 

147) Ibid , p. 121. 
148) Ibid ,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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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또 생산과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을 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좀더 나은 전략을 위한 논쟁은 ‘우측편향’에 대한 스딸 

린에 의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급속한 공업화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의’， ‘새로운’， ‘자본집약적인’ 공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149) 

많은 계획입안가들은 이미 전시공산주의시기 때 농촌과 도시의 대립의 해 

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촌의 기술적 전환을 연계시켜서 공업화문제를 바라 

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촌의 공업화문제를 당시 논의되고 있던 전력화계 

획화안과 결부시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1920년대 

중반에 몇몇 경제학자들은 농촌의 전력화사업과 관련시켜 국가공업을 대도시 

에 집중적으로 짓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때 이들은 경제적 이득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농촌에 전력화에 기반한 공장의 건설 

이 가져오는 문화적 효과에 부여 했다. 예를 들어 부하린은 1925년에 사회주의 

와 노농동맹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공장단지와 발전소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규모 공장생산단위를 무조건 도시의 중심지역에서가 아니라 농 

촌마을에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국토전역에 걸쳐 분산시켜 
이것들이 농민들 사이에서 문화， 문명， 경제적 향상， 정치의식의 토양과 지렛 

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150) 

부하린은 1928년에 발표한 한 경제학자의 언급에서도 다시 한번 더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해소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농촌에서의 공업화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151) 그의 이런 공업화에 대한 시각은 바자로프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 

다. 특히 바자로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관계의 해소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새로 

운 기업을 도시에 지어 노동자를 도시 속으로 억압적으로 몰아넣는 것이 농 

업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업인 경우에 더욱더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했다. 이 

때 그가 주목한 것은 농촌에 공업토대를 건설하는 것이 수반하는 ‘엄청난 사 

회문화적인 의미’였다. 그는 새로 건설되는 공장은 농촌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149) 공식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Carr, Foundation, pp. 312-332를 참조하 

라. 
150) Bukharin, Selected Writings , p. 275f. 
151) Bucharin, Bemerkungen eines Okonomen, in: Die Sowjetunion, Vol. 2,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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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문화의 강력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152) 

4. 맺음말 

볼셰비끼는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공업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야된다 

는 명제를 거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소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상의 자본주의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 프롤레따리아 

뜨를 일단 수적으로나마 증대시키려 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목 

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었다.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경제구조로부터 농민의 소상품생산 독점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산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체로 이 

루어진 이질적 사회구조가 가장 큰 방해요인이었다. 볼셰비끼의 새로운 사회 

적 경제적 건설작업의 성패는 바로 이런 이질적 사회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면 

서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시스뱀을 개발해내는가에 달려있었다. 바로 계획입안 

가들의 임무는 자연발생적인 낡은 구조를 19세기 말엽부터 새롭게 형성된 대 

공업과 조화시키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었다. 

소공업은 볼셰비끼의 눈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 

이 아니었다. 소비에뜨시기가 되어서도 소공업이 대공업에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신경제정책의 도입으로 경제의 회복과 함께 이전의 사 

회경제적 구조가 다시 대두되었던 것이다. 소공업을 장려하는 요인들이 소비 

에뜨경제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 농업과영인구와 국민들의 낮은 수준 

의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서로를 규정지었다. 농민， 농촌의 쿠스타리와 

소상인을 묶는 밀접한 경제순환권은 혁명전 시기의 산업화과정과 전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공업생산이 전시공산주 

의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감소했을 때 이 자립적인 경제순환권은 활기를 

되찾았다. 또한 신경제정책의 도입과 함께 정치， 경제적 지도자들은 ‘낡은 경 

제적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 

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조치가 의도한 것은 농업과 공업사이의 스의 

츠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염) 

152) Bazarov, Principy, p. 50. 
153) Lenin, Vol. 33,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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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애초부터 이런 낡은 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편으 

로 간주되었다. 20년대 중반 경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공업화논쟁’은 바로 이 

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참가자들은 농업이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야된다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제에 있 

어서도 농민은 공업제품에 대해 농산품과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다. 달리 표현하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자본이전이 강제되었던 것이다. 소 

비에뜨정부는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중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시켜 

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교환관계를 농업에 지나치게 불 

리하게 조정하면 농민대중의 빈곤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관계의 지 

나친 악화를 피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밖에도 공업화는 당시에 

현대적 기술에 바탕을 둔 대규모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했다. 농촌의 공업 

화를 위한 ‘미국식의 길’이 예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이 경제 

정책입안가 모두에게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식의 길’에 대한 비판론자들 

은 무엇보다도 자본부족과 농업의 과잉인구를 근거로 이러한 길이 도저히 감 

당하지 못할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올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있었다. 이 

들은 공업화과정으로부터 인플레이션 경향이 직접적으로 대두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 즉 중공업의 건설은 거대한 투자가 펼요하고 노동자의 수와 임금을 

위한 재원을 증가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수요를 위한 상품을 시 

장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긴장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바로 ‘공업화논쟁’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일 

반적으로 농업으로부터의 자본이전과 생산비절감에 기초한 공업내부적인 축 

적이 국토의 공업화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방안이었다. 

이와 동시에 몇몇 경제전문가들은 소규모공업의 광범위한 활용에서 인플레이 

션을 억압하면서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보았다. 나 

아가 소공업의 활용방안을 주창한 이들은 소공업의 발달올 5개년 계획화안과 

연계시켜 고찰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공업발달을 농촌의 전력화계 

획과 연결시켰다. 이로써 이들은 농촌의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해묵은 대립의 해소도 함께 목표로 했던 것이 

다. 

소공업의 발달올 주장한 이들은 주로 볼셰비끼 ‘우파’ 혹은 비볼셰비끼적 

경제전문가였다. 그리고 이틀의 논의는 주로 경제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 

나 공업화의 문제를 주로 현대기술에 바탕을 둔 대공업의 각도에서 본 볼셰 

비끼경제학자들은 ‘규모의 경제학’이 수반하는 경제적 효능 외에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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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업의 성장이 동반하는 프롤레따리아뜨의 증가와 사적자본의 극복이라는 

경제외적인 이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인 논지는 1927년을 전후 

로 점점 험악해져 가는 논쟁분위기 속에서 계획화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바탕을 둔 볼셰비끼 정치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의 강압적 논지전개로 인해 제 

대로 해석될 여지가 없었다. 

국가소유 경공업은 자국내의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원자재시장에서 

의 꾸스따리와 국가기관의 경쟁은 신경제정책 초기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가 1920년대 후반의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없었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농업의 

강제적 집산화정책을 취했을 때 국가는 꾸스따리로부터 농업원자재의 확보가 

능성도 함께 빼앗았던 것이다. 꾸스따리를 ‘사회주의적 요소’로 유인한다는 목 

표를 가진 협동조합화계획이 좌절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국가가 공 

식적으로는 단 한번도 소공업생산을 폐지할 의도를 표명한 적이 없었지만 꾸 

스따르공업이 30년을 전후로 통계자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소공업을 협동조합화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사적 

자본의 제거정책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 

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꾸스따르공업에 대한 정부의 실제적인 정 

책을 분석하면서 그것의 원인과 파장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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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Soviet Economy 

in the Years of the New Economic Policy 

and Ideas on the U tilization 

of the Kustar ’ Industry 

Dae-Hee Choi 

As in any underdeveloped country, sma1l-sca1e industr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erevolutionary Russian economy. The rapid 

industria1ization that had occurred in Russia in the four decades preceding 

the Revolution was extremely uneven. The mechanized factory production 

had become predominant in the industry producing capita1 goods and 

semifabricates, but a1most a11 consumer goods were stiII produced by the 

dispersed, technologica11y prirnitive sma1l-sca1e industry. Many factors ha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ma11-sca1e industry: The unsuffi 

cient supply of industria1 goods to the peasants; the significant “surplus" 

rura1 population; the absence of a good highway network; the long Russian 

winter. 

The relatively primitive kustar’ indusσy became a partia1 outlet for the 

surplus agrarian population. It produced cheap coarse consumer goods, 

catering to the needs and tastes of the Russian peasants, whose incomes 

did not permit them to buy the more expensive factory-produced goods. 

The Russian village with its loca1 kustar' industry was a1most seIf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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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lshevik Revolution did not diminish the importance of small-scale 

industry. The relative share of small-scale industry, on the contray, had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War Communism and in the initial years of 

the New Econornic Policy(NEP). As early as 1926/27 voices of al따m were 

raised in the Soviet press over the danger of private capit외 and 

small-scal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an over-all national plan in 1929 

underrnined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small-scale industrγ. As a result 

of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the “unorganized" kustari disappeared 

from the countryside. 

This study is focused on exarnination over the concepts of utilization of 

small-scale industry, which many econornic specialists and theorists in 

politics had proposed since the rniddle of the 1920s,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Soviet economy. The mechan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small-scale industry was regarded as a chief solution 

on the problem of the chronical deficit of industrial goods and the problem 

of “surplus" agrarian population, the problems with that the Soviet 

economy was confronted during the period of NEP. According to the 

advocates for the utilization of sm려l-scale indusσy this strategy of 

development would garrantee a crisis-free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without lower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mass. But the atmosphere 

of discuss over a better strategy of development was getting worse, so 

that the bolshevik theorists and econornists carried out their concepts to 

build large-scale industry with mordem technology. A result from this 

practice should exc1ude the possibility of abolishing the contras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