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해방’단의 출판활동과 언민주의 비판 

이 채 욱. 

1. 서론 

1880년대 러시아 혁명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형성이었다. 1883년 12월1)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 

지’라고 일컬어지는 뿔레하노프를 중심으로 창설된 ‘노동해방’단은 이 변화에 

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880년대와 1890년대 전반에 동장한 이른바 ‘사민주의’ 조직들의 이념적 성격 

과 이에 대한 ‘노동해방’단의 영향 문제였다 필자는 양자의 관계， 특히 ‘노동 

해방’단의 영향에 따른 국내 조직들의 이념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2) 하지만 그 영향을 가늠할 기준인 ‘노동해방’단의 이념적 성격에 관해 

서는 단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이며， 이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정리가 펼요 

하다. 

‘노동해방’단이 러시아 국내에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넘 

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보다도 인민주의 3)의 아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마르크 

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역사발전의 필연적 단계로 설정한 반면， 러시아 인민주 

의는 자본주의를 우회하여 곧바로 봉건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혁명 전 

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인민주의 입장의 형성에는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의 병폐를 신랄하게 파헤친， 그리하여 그에 대한 공포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이 글에 제시된 모든 일자는 러시아 구력(율리우스歷)을 따른 것이다. 19세기의 경 

우， 구력에 12일을 더하면 신력(그레고리歷)의 날짜가 된다. 

2)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채욱， “ 1880년대 러시아 혁명운동에 있어서의 

이 념 적 변화 r서 양사론」 제49호(1아}6). 

3) 본고에서는 1881년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이후 잔존하거나 부활한 다양한 계열의 
인민주의를 통칭하여 ‘인민주의’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인 

민의 의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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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가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인민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 

인민이 자본주의의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철저한 신념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그 신념은 거의 신앙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러시아 인민주의 운 

동은 1880년 전후한 시기에 파국적인 좌절을 겪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 

였고， 1880년대만 하더라도 러시아 혁명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자는 

주장은 거의 설 땅이 없었다.4) 따라서 창설 초기 ‘노동해방’단의 활동 환경은 

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동해방’단은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1880년대 러시아 혁명 

계에 근본적인 이념적 변화를 야기했고， 그 원동력은 마르크스주의 저작의 

출판과 보급이었다. 물론 인민주의자들은 이미 마르크스주의 저작을 읽고 있 

었을 뿐 아니라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양하게 교분을 쌓고 있었으므로 

일반적 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저항감은 별로 없었다 5) 다만 자본 

주의를 역사발전의 필연적 단계로 설정한 부분 달리 말해 러시아도 마르크 

스주의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완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를 단순히 하나의 혁명이론이 아니 

라 러시아에도 적용될 보편적 혁명사상으로 채택한 ‘노동해방’단의 활동은 처 

음에는 경멸이나 무시의 대상으로， 얼마 뒤에는 격렬한 논쟁과 증오의 대상 

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간단하나마 ‘노동해방’단의 창설 목적과 초기의 어려운 

환경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출판 활동이 그리 빈약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만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4) 인민주의의 끈질긴 생명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N. M. Naimark, 

Terrorists and Socia! Democrats (Cambridge, Mass. and London, 1983). 네 이 마 
크는 이 저서 전편에 걸쳐 1880년대 러시아 혁명계에서 인민주의 세력이 압도적으 

로 우세하고 마르크스주의 세력이 미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태동하던 마르크스주의 세력이나 혁명계의 주류인 인민주의 세력 모두가 완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념적 내용 변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결정 

적 사실을 놓치고 있다 

5) 예컨대，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라브로프는 마르크스나 

앵겔스와 두터운 친분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 한 마르크스의 신봉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결코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하지는 않았다. S. H. Baron, P!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dford, 1963) ( 이 하 Baron, 1963으로 줄 임 ),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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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수십 건에 이르는 ‘노동해방’단의 출판 

물 중 뿔레하노프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민주의 

자들이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대해 별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 

내 혁명계에 직접적 충격을 가한 것은 러시아가 자본주의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논증한 뿔레하노프의 저작들이었다. 1880년대 러시아 혁명계에서 

전개된 자본주의 논쟁은 바로 이 저작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일부 혁명가는 서서히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의 혁명이론으로서 진지하게 고 

려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출간된 마르크스， 앵겔스의 저작 

들을 비롯한 그밖의 저작들을 소개하고 그 출간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 저작의 출간 또한 인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작업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 ‘노동해 방’단의 목표와 초기 상황 

‘노동해방’단에 관한 서방의 대표적 연구자인 S. 배런은 그들이 설정한 목표 

와 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중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그들이 사민주 

의 조직 활동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했으나， 1883년 당시 마르크스주의의 형성 

을 가로막고 있던 엄청난 이념적 장애물은 10여년 만에 격파했다는 것이다.6) 

이는 ‘노동해방’단의 실천 내용으로 볼 때 대체로 수긍할 만하지만， 애초 

에 설정한 목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직활동에서 실패했다는 앞부분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그들은 당위로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국내 사민 

주의 조직의 형성과 관계 수립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이 처했 

던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활발한 조직 활동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의 순서로 보더라도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이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일 도구， 즉， 마르크스주의 문헌의 발간이 선 

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에서 지지자를 먼저 확보한 뒤에 인민주의 

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가해야 했었다는 식의 배런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하겠다 7) 

6) S. H. Baron, “The First Dacade of Russian Marxism", The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14:3 (1955) (이하 Baron, 1955로 줄임)，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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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해방’단 스스로도 자신의 직접적 목표를 출판활동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들은 1883년 9월 「 ‘현대 사회주의 문고’ 의 출간에 관하여」에서 자신 

들의 목표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마르크스， 앵겔스 학파의 주요 저술과 다양한 준비단계에 있는 독자를 

염두에 둔 독창적 저술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함으로써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보급한다. 

2) 혁명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교의를 비판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와 러시 
아 근로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 사회생활의 주요 문제들을 연 
구한다 8) 

‘노동해방’ 단은 창설 후 약 10년간에 걸쳐 이 과제를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것도 최악의 조건에서 이룩한 성과였다. 펼 

자로서는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업 

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이 문제를 잠시나마 짚고 넘어 

가고자 한다. 

‘노동해방’단이 부딪친 근본적인 장애물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보다 

도 인민주의의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인민주의 세력은 1881년까지의 전성기 

이후 점차 죄퇴의 길을 결으면서 더 이상 영감과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극소수의 혁명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인민주의 전통을 포기한다 

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 

의를 러시아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은 진지하게 고려되기는커녕， 거의 모 

든 급진 세력으로부터 인민주의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고，9) 심지어 조롱 

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老망명객 주꼬프스키 (N. 1. Zhukovskii)는 ‘노동해 

방’ 단이 지지를 구하자 비꼬듯 대답했다. 

‘노동 해방파’ 는 독일 저작을 번역， 편찬한 팡플렛으로 러시아를 기쁘게 

해주고， 러시아의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 

7) Baron, 1955, p. 317. 
8) G. V. Plekhanov, Sochineniia, t .2 (Moskva, 1924) ( 이 하 Plekhanvov, 1924로 

줄 임 ), s. 22-23. 
9) Iu. Z. Polevoi , Zarozhdenie marksizma v Rossii (Moskva, 1959) ( 이 하 

Polevoi , 1959로 줄임 ), s.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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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습니다 .. 당신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사회학도라고 해야겠군요 10) 

그뿐이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가들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구 사민주 

의자들이 보인 냉담한 반웅은 ‘노동해방’단으로서는 너무나도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전제정의 붕괴를 소망하면서 일반적으로 당시 인민 

주의 세력을 대표하던 ‘인민의 의지’단만이 그럴 힘이 있다고 믿었고， 따라 

서 ‘인민의 의지’를 공격하는 ‘노동해방’단의 활동이 혁명운동에 해롭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 악셀로드는 다음과 같이 불평 

했다. 

나는 (서구의 - 필자) 사민주의자들 가운데 바쿠닌주의나 블랑끼주의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자들마저 러시아의 그것과는 타협하고 그 악마를 기 

꺼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 악마가 러시아 절대주의를 

물리쳐서 유럽의 이 반동의 보루를 문명세계로부터 제거해줄 힘이 있음을 

믿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말이다11) 

‘노동해방’단의 약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부족 

은 모두가 이런 극단적인 고립에서 초래된 일이었다. 그들은 불과 다섯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그 수준의 인원마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1884년 

에 조직활동에 능숙한 제이치가 러시아에 문건을 반입하기 위해 독일을 경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러시아 당국에 넘겨지고， 1885년에는 결핵을 앓던 

이그나또프마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12) 그들은 이따 

금 협력자를 얻을 수는 있었으나 기존 회원과 맞먹을 능력과 헌신적 태도를 

갖춘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정 문제였다. ‘노동해방’단은 첫 10년 동안 줄곧 이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기부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웠 

10) Gruppa < <Osvobozhdeníe truda> > (Moskva,. 1924-8) ( 이 하 GOT로 줄 임 ), 

sb. 1, s. 11. 
11) P. Aksel ’ rod, “ Gruppa < <Osvobozhdenie truda> >", Letopísí marksízma, t. 6 

(928) , s. 90 
12) 이그나또프의 사망과 제이치의 체포에 관해서는 Baron, 1963, p. 124를， 이그나또프 

의 생 애 에 관해 서 는 L. Deich, “v. 1. Ignatov", Proletarskaía revolíutsí따 9 (923)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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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행물 판매대금은 생계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 때 

문에 뿔레하노프는 한동안 개인교습을 하거나 자신의 일과 관계없는 원고를 

써야 했고， 악셀로드는 발효우유를 만들어 러시아인들에게 팔아야 했으며， 자 

술리치는 부업으로 필사 일을 해야 했다. 즉，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보급이 

라는 엄청난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내내 기초적인 생계 문제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이런 극심한 이중고 속에서 뿔레하노프는 1885-1888년에 결핵에 걸 

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13) 1889년부터는 자술리치가 같은 병에 걸렸다. 1889 

년에 뿔레하노프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했고， 외상으로 살 수 있었던 

우유를 빼고는 엿새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적까지 있었다 14) 

‘노동해방’ 단이 1883년부터 1894년까지 20여종의 문건을， 1900년까지 40종 

이상의 문건을 펴낸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성취한 결과였 

다 15) 러시아(소련)에서 대표적인 ‘노동해방’단 연구자인 뿔레보이나 꾸르바또 

바는 출판활동의 성공적 측면을 언급하는 데 급급할 뿐， 이 점을 제대로 고 

려하지 않고 있는 반면， 배런은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는 ‘노동해방’단이 이념적 순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민의 의지’를 줄 

기차게 공격함으로써 고립을 더욱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이 점에서 

그는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인민주 

의는 혁명가틀에게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혁명가들은 다 

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귀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 

종의 강력한 충격이 펼요했고， 뿔레하노프는 바로 이 점을 잘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구레비치-마르뜨이노프스까야(Ts. S. Gurevich-Martynovskaia)는 그 

의 의도를 간접적이나마 전해주고 있다 

13) 최근에 열이 38.8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등 뿔레하노프의 병세를 끄라프친스끼 

부부에게 알리고 있는 자술리치의 1888년 10월 8일자 펀지를 참조할 것 . GOT, 

sb1.. s. 200-201. 
14) 이에 관해서는 악셀로드에 대한 뿔레하노프의 1889년 3월 4일자 펀지를 참조할 

것 . Perepiska G. V Plekhanova i P. Aksel'roda (Moskva, 1925), t. 1, s. 57 
15) ‘노동해방’단의 간행물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1. N. Kurbatova, 

Nachalo rasprostraneniia marksizma v Rossii (Moskva, 1983) ( 이 하 Kurbatova, 
1983으로 줄 임 ), s. 260-267, S. H. Baron, “George Plekhanov and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1883-1894",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 , 1952, pp. 229-230. 

16) Baron, 1955,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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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나는 그(뿔레하노프 - 필자)에게 말이든 글이든 너무 신랄하고 

논쟁적인 어투 때문에 그의 매우 타당한 문제제기를 대중이 객관적으로 대 

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 인민주의 출신자들에게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 V.(뿔레하노프 - 필자)는 자신이 논 

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적들을 더욱 강력하게 공격했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반박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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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단， 특히 뿔레하노프의 논쟁적이고 자극적인 접근법은 역설적으 

로 수많은 혁명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들의 간행물에 대한 러 

시아 혁명계 전체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 ‘노동해방’ 

단이 당장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간행물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충격을 받도록 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3. 인민주의에 대한 직접적 비판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해방’단의 간행물은 필자에 따라 크게 마르크스， 

앵겔스의 저작과 뿔레하노프 등이 스스로 집펼한 저작으로 나눌 수 있다. 앞 

절에서 인용하였듯이 러시아에 ‘과학적 사회주의’ 이념을 보급한다는 출판활 

동의 첫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양자 모두가 기여했지만， 혁명가들에게 

지배적인 교의， 즉， 인민주의를 비판한다는 둘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 

으로 기여한 것은 후자이다. 전자도 근본적으로는 인민주의 교의에 비판적인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이른바 ‘총론’에 해당되며 그나마 인민주의자들이 대 

체로 마르크스， 앵겔스나 이들의 저작에 대해 저항감은커녕 존경심을 가졌다 

는 점에서 당장 큰 충격을 던질 수는 없었다 18) 

17) 이는 1886년 봉 블라고예프단의 대표로 ‘노동해방’단 사람들과 만났던 그녀의 회 
고 중 일부이다 Ts. S. Gurevich-Martynovskaia, “Znakomstvo s G. V. Plekhanovym 

i V. 1. Zasulich", GOT, sb.2, s. 163. 
18) 1881년 3월 l 일 사건 이후의 협력 분위기 속에서 ‘인민의 의지’단과 ‘흑토 재분 

배’단은 ‘러시아 사회혁명 문고’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인민의 의지’가 이 문고 

제3， 4호로 마르크스， 앵겔스의 r공산당 선언J (1882년 5월)과 r임노동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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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에 마르크스주의의 적용을 모색했다는 의미에 

서 ‘각론’에 해당되는 대표적 간행물은 뿔레하노프의 『사회주의와 정치투쟁』 

과 『우리의 이견』이었다. 이 두 저술은 ‘인민의 의지’의 신념에 체계적 공격 

을 가함으로써 1880년대 내내 러시아 혁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는 점 때문 

만이 아니라， ‘노동해방’단이 표방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먼저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은 뿔레하노프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쓴 최 

초의 저작으로서， 러시아의 혁명적 인텔리겐찌야의 이념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러시아 사민주의 이념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뿔 

레하노프는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저술의 기본 전제 

는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 서구의 경제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고들 한다 ... 마르크스의 전반적 
인 철학적， 역사적 견해는 현대 서구에 대해 그리스， 로마， 인도， 이집트의 

경우와 정확히 똑같은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인류의 문화사 전체를 포괄하 

며， 그것을 러시아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견해에 전반적인 결함이 있 

을 경우에 한한다 『자본론』의 저자나 그의 유명한 벗이자 동료가 어느 특 

정 국가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 

들은 바로 그 특수성을 배경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사회， 정치， 지성 운동에 

대한 설명을 모색하고 있다 19) 

이는 러시아가 특수한 역사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인민주의의 大前提

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써， 뿔레하노프는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민주의의 전략과 전술에 비판을 가했다. 그가 보기에 러 

시아 혁명운동이 1880년대 초의 궁지에서 빠져나오려면 모든 조류의 인민주 

의 세력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바탕 위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도 혁명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무정 

(1883년 5월)을 발간하는 데 협력했고， 1884년 1월에 ‘현대사회주의 문고’로 나온 

앵겔스의 r과학적 사회주의의 발전」 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Kurbatova, 1983, s. 28-29 
19) Plekhanov, 1924, s.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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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자(바꾸닌주의자 - 필자)， 나로드니끼(라브로프주의자 - 필자)， 블 

랑끼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머리를 혁명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역사발전의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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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격렬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뿔레하노프는 인민주의 내에서 일정한 긍 

정적 진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았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 

라는 『공산당 선언』의 기본 명제에 서서 그는 “의식적인 정치투쟁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인민의 의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21) 하지만 

‘인민의 의지’는 러시아의 실질적 세력관계를 무시하고， 정치투쟁을 소수 혁 

명가들의 음모에 의한 권력장악으로 편협하게 이해함으로써 실패를 겪고 있 

었다. 이 런 실패가 그들이 전제정， 나아가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서 프롤레타 

리아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 뿔레하노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두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를 노동계급의 당으로 조직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역사적 역할이 끝나가고 있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사 

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유일한 대표자가 되고 있다. 유럽이든 미국이 

든 문명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노동계급은 정치투쟁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과제를 잘 의식할수록 더 결연하게 자신의 정당으로 

갈라서고 있다 ... “기존 정당들이 항상 재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특권을 보존 
하기 위해서만 행동해왔기 때문에 노동계급은 국가의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얻기 위해 거대한 노동자 당으로 조직되어야만 한다 노 

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만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뿔레하노프가 러시아 혁명사상에 도입한 또 하나의 요소는 러시아에 다가 

올 혁명의 성격에 관한 문제제기였다. 러시아 혁명가들은 수십년 동안 러시 

아가 사회주의 혁명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왔다. 뿔레하노프는 이 명제가 근 

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러시아에 다가올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다른 한편으로 장래의 독립적이 

20) Plekhanov, 1924, s. 37-38. 
21) Plekhanov, 1924, s. 28. 
22) Plekhanov, 1924, 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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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격적인 역할을 위해 노동계급을 준비시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현 시 

점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당의 설정 과제’ 이다. 전제정의 타도와 사회주의 

혁명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두 문제를 하나로 묶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들 

사회발전의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리라는 믿음으로 혁명투쟁을 수행하는 것 

은 둘 모두의 도래를 늦춘다는 뜻이다.잉) 

다행히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확고한 토대에 희망을 결 수 있었는데， 그 

들이 무엇보다도 희망을 둘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할 대상은 노동계급이었다. 

노동계급의 힘은 정치의식， 조직 수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뿔레하노프는 

러시아 인텔리겐찌야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후자(러시아의 사회주의 인텔리겐찌야 - 필자)는 임박한 해방운동에서 

노동계급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또 이 둘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고 그들이 러시아 사회생활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도 

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헌정 생활 初入期에 우리 노동계급이 

명확한 사회적， 정치적 강령을 가진 독립적 정당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올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강령의 상세한 입안은 물론 

노동자들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24) 

뿔레하노프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계급의 준비 정도와 밀접하게 맞물린 문제였다. 

부르주아 사회들의 현 상황과 각 문명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국제관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전제정의 붕괴에 이어 곧바로 러시아 노동계급의 

사회적 해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독일 부르주아지가 “너무 

늦게 왔다변”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더욱 늦게 왔으므로， 그들의 지배는 장 

기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 혁명가들로서는 그들대로 이제 이 

미 완전히 시의적절하고 급박하게 된 노동계급의 준비 작업을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엉)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에서 뿔레하노프는 자신과 ‘인민의 의지’간의 이견 

을 극복하고 은연중에 그들 중 일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 

23) Plekhanov, 1924, s. 86. 
24) Plekhanov, 1924, s. 84. 
25) Plekhanov, 1924,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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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문제제기에 대한 ‘인민의 의지’의 반응은 무시 

하는 태도와 전면적 반격의 양면성을 띠었다. 먼저 러시아 혁명계의 원로로 

서 진보 세력의 존경을 한 옴에 받던 라브로프는 『인민의 의지 소식』 제2호 

에 실린 서평에서 뿔레하노프의 문제제기가 러시아 혁명계의 분열을 야기하 

논 이적 행위라고 점잖게 꾸짖으면서 논쟁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러시아 정부와의， 그리고 다른 러시아 인민의 착취자 

들과의 투쟁보다 .인민의 의지’와의 논쟁이 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러시 

아의 한 혁명적 사회주의 분파와의 논쟁에 우리 잡지의 일부를 할애할 여 

유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이 논쟁이 우리 쪽 

에 유리하게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26) 

『인민의 의지 소식』 같은 호에서 편집진의 한 사람인 찌호미로프는 뿔레하 

노프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반론을 폈다. 기본적으로 바꾸닌주의와 

뜨까초프주의가 기묘하게 뒤섞인 인민주의의 입장에서 그는 러시아에 자본주 

의가 침투할 수 없고 러시아인 모두가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혁명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그 이후 일어날 인민혁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 

문에 다가올 혁명은 정치혁명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뿔레하노프가 자신의 행동기반인 프롤레타리 

아트를 위해 무수한 농민을 포기하고， 이를 위해 가증스러운 부르주아지와 

연합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승리를 환영함으로써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있다고 매도했다.27) 

뿔레하노프는 이러한 공격에 전면적인 역공세로 대응했다. 그가 『사회주의 

와 정치투쟁』이 출간된 직후 집펼하기 시작하여 1885년 2월에 출간한 『우리 

의 이견』은 라므로프， 특히 찌호미로프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정치투쟁』과 같은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에서 ‘인민의 의지’에 대한 설득을 염두에 두고 감정 

에 치우친 표현을 삼갔던 뿔레하노프는 이 저술에서 처음으로 논쟁 상대를 

조롱하고， 비꼬는 듯한 탄성을 지르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찌 

26) Vestnik Narodnoi voli. Revoliutsionnoe sotsial'no-politicheskoe obozrenie 2 
(884) , s. 65. 

27) L. Tikhomirov, “Chego nam zhdat’ ot revoliutsii?" , Vestnik Narodnoi voli 2 
(1884), s. 22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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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프를 조롱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만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들 오류는 사실 찌호미로프씨의 세계관에만 나타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다 ...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특성， 즉， 찌호미로프씨의 글에서 지나칠 정 
도로 나타나는 무식에서 비롯했다.잃) 

이런 표현방식에 인민주의자들이 분개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 

들에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우리의 이견』에 담긴 내용이었 

다. 이 저술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사회관계와 경제를 구체적 

으로 연구한 성과로서， 이를 토대로 인민주의， 특히 ‘인민의 의지’ 의 이론적 

원천과 강령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비판한 역작으로 꼽힌다.29) 실제로 이 저 

술의 출간에 인민주의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의 의지’ 빼쩨르부르그 그룹은 뿔레하노프의 『우리의 이견』을 읽고 

느낀 당혹감을 해외에 망명해 있던 ‘인민의 의지’ 집행위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1885년 4월 8일자 편지를 인용해보기로 하자. 

이곳에서는 뿔레하노프의 논문 『우리의 이견』을 받았고， 그것은 강력한 

인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원들을 빼고는) 물론 거의 모 

두가 표현방식에 분개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놓고 뿔레하노프와 논쟁 

할 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시선은 『인민의 

의지』 대표자들로 향하면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 

회를 사려깊게 이용하걸 기대하연서 이곳 혁명계의 이런 분위기를 서둘러 

전합니다떼 

『우리의 이견』에서 뿔레하노프는 헤르챈에서 .인민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민주의 조류의 이론적 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31) 이 저술의 주 

제인 자본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러시아 혁명가들을 수십년간 괴롭혀 온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운명’， 바 

28) Plekhanov, 1924, s. 156. 
29) Kurbatova, 1983, s. 104. 
30) 1 storiko-revoliutsionnyi sbomik(Leningrad, 1없4) (이하 IRS로 줄엄)， t. 2, s. 189-190. 
31) 서문을 대신한 rp. L. Lavrov에 대한 편지」 와 헤르챈， 체르느이셰프스끼， 바꾸 

닌， 뜨가초프의 이론적 입장에 대한 비판인 서론이 이에 해당된다. Plekhanov, 
1924, s. 91-15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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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 말하자면 ‘옵시치나의 운명’ 문제였다. 옵시치나는 모든 인민주의 조류에 

공통된 ‘농민사회주의’의 토대로서 그것의 安危는 인민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의 이론적 정당성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기준이었다. 

뿔레하노프는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옵시치나의 해체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러시아 노동자의 숫자였다. 찌호미로프가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보론쪼프는 러시아의 비과세 대상 공장의 노동자 수가 

자본투입 증가와 영국의 기계류 수출 허용 이후 6만 명 이상이 줄었다는 것 

을 근거로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2) 이에 대해 뿔레하노 

프는 프랑스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모로 드조네 (Moreau de Jom뼈s)에 따르면 1811년부터 1850년까지 프랑 

스에서 모직업의 총생산고는 74%가 증가하고 사용된 직기의 수는 거의 배 

가 되었으며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 15，000명이 줄었다 이것이 1811년부 

터 프랑스 노동자의 수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거나 아니연 심지어 감소 

했다는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 V. V.씨는 똑같은 현상이 러시아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33) 

이어 그는 역시 보론쪼프의 주장에 근거한 쩨호미로프의 주장， 즉， “러시아 

의 주민 1억 가운데 노동자는 80만에 불과하고 비교적 무시해도 될 만한 우 

리나라의 노동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34)의 허구성을 구체적인 증거를 틀어 입증했다. 

진실로 찌호미로프씨가 우리나라에서 “공장 및 제작소의 노동자 수가 80 
만을 넘지 않는다”고 믿는다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공식적 정보에 따르 

면 유럽쪽 러시아(폴란드왕국은 제외)의 공장 및 제작소 노동자의 수는 찌 

호미로프씨가 제시한 숫자를 실제로 “넘지 않고 있다." 1879년에 그 숫자는 

711 ，097명이지만 酒造공장 노동자의 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찌호 

미로프씨는 이 ‘수치’가 제조업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 

는 채광 및 야금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같은 해인 1879년에 그 

32) V. V. , Sud'by k.apitalizn7a v Rossii (SPb., 1882), s. 26-27. Plekhanov, 1924, s. 
205-206에 서 재 인 용. 

33) Plekhanov, 1924, s. 206 
34) L. Tikhomirov, “Chego nam zhdat' ot revoliutsii?", Vestnik Narodnoi voli 2 

(1884), s.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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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수는 282，959명이었고， 이듬해인 1880년에 그 숫자는 거의 1만 명 

이나 늘었다. 따라서 총계는 1 ，003， 143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를 개략적이나마 

옳다고 볼 수 있겠는가?…35) 

뿔레하노프는 이어 인민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선 보루로 여겨왔던 농촌 

수공업에도 자본주의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증명한 뒤，$) 옵시치나의 문 

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농노해방 이전의 옵시치나가 자족적인 자연경제로서 

놀라운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37) 하지만 금전 투기， 은행과 

주식회사의 설립， 철도 부설 등 알렉산드르 2세의 각종 개혁은 자본주의의 

필수적 토대인 화폐경제를 촉진하고， 이는 곧 옵시치나를 해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화폐경제와 상품생산의 발전은 공동체적 토지 보유를 야금야금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파괴적 영향이 추가된다 .. 화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 화폐유통을 증대시키고 사회 및 경제 생활의 

맥박을 빠르게 할 ... 모든 조치와 원칙들을 지지하게 된다 이들 추상적 

원칙들은 ... 특정 계급， 즉， 상공 계급의 현실적 이해관계의 일반적 표현일 

뿐이다 ... 이 계급은 반드시 부동산과 노동력이 될 그 소유자들을 동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공동체적 토지보유의 원칙은 이들 목표에 모두 장애물이 

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두하는 부르주아지 쪽에서 먼저 이 원칙에 대해 
혐오감이 일어나고 이어 다소간 결연한 공격이 야기되는 것이다，38) 

물론 부르주아지의 공격이 옵시치나를 일거에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파괴과 

정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멈출 수가 없게 되며， 그 결과 재산， 권리， 의 

무에서 동등했던 공동체 성원들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일부는 도시 부르주아지에 이끌려 이들과 함께 착취자 계급이 되기 위해 

그들과 합류하려고 노력한다. 옵시치나의 모든 토지는 야금야금 이 특권계 

급의 손에 집중된다. 다른 층의 일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 토지를 잃은 채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새로운 범주의 공동체 최하층 

민을 구성한다염) 

35) Plekhanov, 1924, s. 210. 
36) Plekhanov, 1924, s. 214-225. 
37) Plekhanov, 1924, s. 236 
38) Plekhanov, 1924, s. 246-247. 
39) Plekhanov, 1924, s.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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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레하노프는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급분화를 실증적 자료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그가 제시한 자료는 옵시치나 

에 속한 각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이다. 

올해 4월 18일자인 『신시대』 제2922호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보 

고서가 실렸다. 러시아(비스뜰라와 발찍 지역은 제외) 옵시치나의 9,079,024 
세대 가운데 말이 한 마리도 없는 농가는 2,437,555 세대이다. 그런데 말이 
없는 농민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는 러시아 농촌 인구 가운데 

1/4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 다.때) 

그리하여 자신의 토지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그들은 옵시치나를 떠 

나는 뱃가로 매년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이들이 예비 프롤레 

타리아가 되는 반면， 일부 농민은 몇 세대 몫의 토지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농촌의 부르주아지로 떠오르게 된다.41) 결국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자본 

주의적 관계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도래했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현실이 혁명가들에게 갖는 함의는 명백했다. 즉， 사 

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옵시치나에 거는 것은 우매한 일이며， 혁명가들이 운 

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프롤레타리아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따라서 뿔레하노프가 보기에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진정한 과제는 노 

동자들에 대한 선전과 그들의 조직화이며 r우리의 이견』 전체에 걸쳐 흐르 

는 생각도 바로 노동자 당의 창설 문제였다. 

결론적 으로 한번 더 말하자변 가능한 한 더 빨리 노동자당을 구성 하는 

게 현대 러시아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다. 이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성공과 승리이다. 다른 길은 모두 우리를 패 

배와 無力으로 이끌 뿐이다.42) 

40) Plekhanov, 1924, s. 240-241. 
41) Plekhanov, 1924, s. 240-243 
42) Plekhanov, 1924, s.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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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주의에 대한 우회적 비판 

‘노동해방’단의 간행물이 저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변다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해방’단의 출판활동의 목표 가운데 마 

르크스주의의 주요 저술을 보급한다는 첫번째 목표와 인민주의 교의의 비판 

이라는 두번째 목표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구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편의상 분류한다면 앞 절에서 분석한 두 저 

술은 주로 두번째 목표의 실천에 기여한 반면， 나머지 간행물은 주로 첫번째 

목표에 관련되면서도 인민주의에 대한 우회적 비판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이 절에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저술을 살펌으로써 각 저술의 출간이 어떻 

게 인민주의 비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할까 한다. 

1883-1894년에 ‘노동해방’단이 펴낸 문건은 ‘현대사회주의 문고’ 제 1부 10 

권， 제 2부 2권， ‘노동자 문고’ 8권， 평론집 6권 등 모두 26종이었다. 그 중 그 

들이 처음으로 발간한 마르크스주의 원전은 자술리치가 번역해서 1884년에 

나온 앵겔스의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이었다. 그녀는 

역자 서문에서 전제정과 싸우고 있는 러시아 혁명운동이 기로에 서있고 인민 

해방을 위한 실천적 강령을 찾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저작이 특히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43) 

과학적 사회주의의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시각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이해는 우리가 러시아 생활의 요인들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찾고 우리의 

활동을 위한 확고한 영역을 찾는 데 도웅이 될 수 있다 ... 우리 노동계급이 
의식적인 사회세력으로 단련되도록 돕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의 부족을 보충하며， 그들과 함께 러시아의 모든 근로 주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 혁명적 인텔리겐찌야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그들은 먼저 과학적 사회주의를 연구해야 한다.얘) 

43) 한편， 이 저술의 러시아어판 제목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발전~(Razvitie 

nauchnogo sotsializma)였다. 이는 마르크스주의를 비과학적， 유토피아적으로 보 

는 인민주의와는 달리 과학적 사회주의로 부르고자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참고로 1880년에 나온 이 저술의 불어판 제목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였다. Kurbatova, 1983, s. 45-48. 
44) F. Engel ’s, Razvitie nauchnogo sotsializma Perevod predislovie V 1. 

Zasulich s prilozheniem iz (Anti-Diuringa) , Zheneva, 1884. Polevoi , s. 
183-184에서 재인용. 



‘노동해 방’단의 출판활동과 인 민주의 비 판 235 

이 번역본의 부록으로는 『반뒤링』의 ‘폭력론’ 3개 장이 실렸다. 이는 물론 

‘인민의 의지’가 역사 발전 과정을 ‘능동적 영웅과 수동적 대중’이라는 도식 

에 맞춰 이해하고 정치와 정치투쟁을 개인적 테러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45) 

‘노동해방’단이 펴낸 두번째 마르크스주의 원전은 뿔레하노프가 번역하 

여 1885년에 나온 마르크스의 『자유무역에 관한 연설』이었다. 그는 이 글의 

번역을 통해 러시아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막 들어섰으며 이를 지체시키는 게 혁명가들의 임무라는 인민주의자들의 견 

해를 비판함으로써 러시아 혁명가들이 올바른 투쟁 전술을 택하도록 하고자 

했다. 뿔레하노프의 역자 서문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론』 저자의 어떤 저작을 러시아어로 출판한다 해도 그것의 ‘시의적 

절’ 함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찾을 필요는 별로 없올 것이다. 다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제도의 문제가 현재 러시아의 경제정책상 가장 중요 

한 문제에 속한다는 것은 언급해두자 .. , “한 마디로 자유무역 체제는 사회혁 

명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혁명적 맥락에서만 자유 

무역을 지지합니다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사회혁명을 촉 

진시킬’ 수， 즉，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해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진리의 시각에서 우리는 눈앞에서 완성되고 있는 러시아 국민경 

제의 낡은 ‘기반’의 해체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뼈) 

이어 1886년 말에는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 프루동씨의 ‘빈곤의 철학’ 

에 대한 답변』이 자술리치의 번역으로 나왔다. 자술리치는 앵겔스에게 보낸 

1884년 3월 2일자 편지에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 저작을 출간하는 것은 적적으로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프 

루동은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큰 영성을 누리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사 

회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여러 권 짜리 저작으로 골치를 썩고 

그 모순 속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빈곤』의 독자층은 

물론 넓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 몇 백명이나 될까요 ... 지금 우리나라 

에서 ‘인민의 의지’ 와 인민주의자들의 청년서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45) Polevoi, 1959, s. 183. 
46) Plekhanov, 1924, s. 380,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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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7) 

『철학의 빈곤』은 이미 로빠씬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바 있으나， 자술리치는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했다. 하지만 양도 많고 내용도 까다로왔던 이 저 

술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번역이 완료되어 출간될 수 있었 

다.얘) 이 책의 부록으로는 마트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중 프루동 비판에 

관련된 부분과 『라인란트 지방위원회의 민주주주의자 재판. 칼 마르크스의 

자신을 위한 변론』 일부가 실렸다.49) 자술리치는 이를 부록으로 실은 이유를 

역자 주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명가 몇몇과 바꾸닌적 허구의 영향 아래 무의식적으로 강 

단 사회주의에 감염된 우리의 몇몇 교수들Ovaniukov씨 등)은 독자 대중을 

속이려는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마르크스를 평화적 진보의 지지자， 합법적 

행동 방식의 신봉자로 제시하고 있다공산당 선언』은 이미 말할 것도 없 

고 『철학의 빈곤』의 마지막 몇 쪽만 읽어도 언급한 오류를 드러내고 왜콕 

자들을 앙선시키기에 완전히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외에 

1849년 2월 9일 50) 휠른의 배심원 앞에서 마르크스가 행한 연설 일부를 여 

기에 싣는 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마르크스는 자신의 변론에서 합 

법성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강단 사회주의자들과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 511 

『철학의 빈곤』이 나온 이후 비중이 큰 마르크스주의 원전의 발간작업은 한 

동안 중단되었다. 이 작업이 재개된 것은 1892년의 일로서， 이때 ‘현대사회주 

의 문고’ 제2부 첫째 권으로 나온 것이 앵겔스의 주요 저작인 『루트비히 포 

47) 이 편지에서 ‘노동해방’ 단은 “우리가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할지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앵겔스의 직접적인 

협 력을 모색하고 있다 K Marks, F. Engel's revolíutsíα1mia Rossí따 (Moskva, 

1ffi7), s. 497. 
48) Kurbatova, 1983, s. 54. 
49) 그밖에도 이 번역서에는 1884년 독일어판에 대한 앵겔스의 서문과 독일에서 간행 

되던 잡지인 r사회민주주의자」 편집인에 대한 마르크스의 1865년 2월 25일자 펀지 

가 실 려 있 다. Kurbatova, 1983, s. 53-54 
50) 이 날짜는 1849년 2월 8일의 착오인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K. 

Marx, F. Engels, Collected Works , vol.8 (Moscow, 1977), p. 339. 
51) V. I. Zasulich, Vvodnoe zamechanie. v kn.: K. Marks, Nishcheta filosofii (낀leneva， 

1886), s.149. Kurbatova, 1983, s. 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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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르바호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었고 이어 1894년에는 둘째권인 『프 

리트리히 앵겔스의 러시아論』이 나왔다.52) 이렇게 공백이 생긴 것은 앞서 언 

급한 뿔레하노프의 질병과 극히 어려운 경제 사정， 1889년에 뿔레하노프와 

자술리치가 스위스에서 추방되어 프랑스로 이주해야 했던 사정 등 여러 요인 

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노동해방’단의 출판 노 

력은 중단된 게 아니었다. 

이 시기에 나온 주요 출판물 가운데 ‘현대사회주의 문고’로는 1887년에 

뿔레하노프의 『페르디난트 라살레 J ， 1888년에 게드와 라파르그의 공저로 뿔 

레하노프가 번역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J, 1889년에 자술 

리치의 『국제노동자협회 약사』와 찌호미로프의 변절을 비난한 뿔레하노프 

의 f 전제정의 새로운 옹호자J ， 1892년에 『기근과의 투쟁에서의 사회주의자 

들의 과제에 관하여』가 있다.53) 마르크스나 앵겔스의 글로는 1890년에 앵겔 

스의 『러시아 짜리즘의 대외정책』과 『부르주아지의 퇴역』이 평론집 『계간 

사민주의자』 제 1호에아놀트 루게에 대한 칼 마르크스의 펀지』가 1892년 

말에 나온 같은 잡지 제4호에 각각 실렸다 54) 

그밖에 ‘노동해방’단의 출판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 노통자들 

52) 1886년 r신시대~ (N eue Z eitl를 통해 발표된 앵겔스의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은 1892년 6월 뿔레하노프의 번역으로 러시아어판이 나왔 

다 관념론에 대한 유물변증법의 대응이라 할 이 책의 부록으로 그는 『독일 이데 

올로기』의 일부인 『칼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흐論』과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에 
대한 비판』의 일부인 『프랑스 유물론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입장』을 실었다. 한 

편프리트리히 앵겔스의 러시아論』은 자술리치가 번역하고 쁨레하노프가 서문을 

쓴 앵겔스의 논문 『러시아의 사회관계에 관하여 J(1875)와 앵겔스가 러시아 혁명과 

혁명운동에 관한 마르크스와 자신의 시각 변화를 결산한 논문으로 자술리치가 번 

역하고 뿔레하노프가 藍修한 『後記J(1894)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후기』는 앵 

겔스가 인민주의적 농민사회주의 이론의 완전한 패배 러시아 자본주의 급속한 발 

전 등을 지적하여 처음으로 ‘노동해방’단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건 이 다. Polevoi , 1959, s. 186-187. 
53) Baron, “ George Plekhanov and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1883-1894"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 , 1952) (이 하 Baron, 1952로 줄 

임)， p. 229 이들은 주로 계몽적 성격을 띠거나 일회적 사건을 다룬 비교적 짧은 

저술이었다. 예컨대， 평론집인 「사민주의자」에 다시 실린 자술리치의 「국제노동자 

협회 약사」는 31쪽에 불과하다. Sotsial'-demokrat'. Literaturno-politichesii sbornik, 

kniga pervaia (Zheneva, 1888). 
54) Kurbatova, 1983, s.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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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입문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문고’의 간행 

이었다. 이 ‘문고’로는 악셀로드의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l (885) ， 직시쩨 

인의 『누가 무엇으로 사는가?.!l (885) ， 알렉세예프(P. Alekseev)의 『알렉세예 

프의 연설.!l (889) ， 바를렌의 『교정경찰의 법정 앞에 선 바를렌.!l (890) ， 뿔레하 

노프의 W1891년의 연례 세계 노동자들의 축일.!l (891)， 악셀로드의 『노동자 인 

텔리겐찌야의 과제.!l (1892) , 뿔레하노프의 W1891년 5월 1 일.!l(l892) ， 아브라모프 

스끼(E. Abramovskii)의 『노동시간.!l (894) 등 여넓 권이 나왔다.55) 이는 ‘노 

동해방’단이 이론 문제에 치우치지 않고 국내 노동현장에서의 실천 작업에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노동해방’단의 출판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행되지 않은 계 

획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해야 할 것이다， ‘노동해방’단이 1890년 2월에 출 

간한 평론집 『계간 사민주의자』 제 1호에서는 『브뤼메르 18일』의 출간을 예 

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술리치의 서고에는 이 저술 첫 부분의 번역이 남 

아 있다 56) 그러나 이 저술은 1894년 빠리에서 끄리체프스끼의 번역으로 나 

왔다. ‘노동해방’단은 이전에 그의 번역 작업을 알게 되자 자신의 출판계획 

을 포기했던 것이다.57) 1890년 중엽에 뿔레하노프는 반유태주의에 대한 마 

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앵겔스의 『反유태주의論. 비인의 

한 개인으로부터의 편지』를 당시 준비하고 있던 『계간 사회민주주의자』 제 

2, 3호에 실으려고 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글은 절반 가량을 번 

역한 뿔레하노프의 원고가 남아 있을 뿐， 완성되지는 않았다. 또 『고타강령 

비판』은 누군가가 번역을 완료하고 뿔레하노프가 절반 이상을 수정한 원고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끄리체프스끼가 번역하고 뿔레하노프가 수정한 것으 

로 보이는 앵겔스의 『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도 출간되지는 않았다.58) 

55) Baron, 1952, p. 230. 
56) Kurbatova, 1983, s. 92-93. 
57) 1892-3년에 뜨이시꼬-요기헤스(L. Tyshko-Iogikhes)와 끄리체프스끼(B. N. Krichevskiil 

는 해외 사민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노동해방’ 단에 강력히 도전하는 그룹을 형 

성했고， 그 일환으로 ’사민주의 문고’ 를 발행했다노동해방’ 단의 권위를 공유하 

고자 했던 이들 유학생 그룹과 이들의 재원이 필요했던 ‘노동해방’ 단은 1894년 

‘해외 러시아 사민주의자 동맹’을 결성하여 협력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양자간 

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아셔에 따르면 요기헤스 그룹은 혁명의 대의를 위해 헌 

신하기보다는 학위를 얻는데 더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A. Ascher, Pavel 

Axelrod and the Development of Menshevism (Cambridge, Mass. , 1972), pp. 155, 

120-126, Baron, 1963, pp. 153-154 
58) Kurbatova, 1983, s.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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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그룹이 형성되기 전에 나온 마르크스의 저술로는 해외에서 인민 

주의자들이 출간한 『공산당 선언~ (869), W프랑스 내전~(꺾리히， 1871), W국 

제 노동자협회 제 1선언~(제네바， 1871)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자 

본론』 제 1권 정도이다， 또한 ‘노동해방’단의 활동 제 1기인 1894년까지 다른 

그룹에서 펴낸 마르크스 저술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P. Lavrov의 편 

집과 서문， 1887), 크리체프스키 (Krichevskii)가 번역한 『브뤼메르 18일』 

(1894)과 r임노동과 자본~(1894)에 불과하다. ‘노동해방’단 이외에서 앵겔스 

의 저작이 처음 나온 것은 『독일의 혁명과 반혁명』이 베를련에서 나온 

1899년 의 일 이 었 다.59)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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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보급에 있어서 ‘노동해방’단 

의 출판활동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올 것 같다. 실제로 1883년부터 

1894년까지 ‘노동해방’단 이외의 사람이 번역 발간한 마르크스의 저술이 3편 

이고， 앵겔스의 저술은 전혀 없었다. 반면， ‘노동해방’단은 부분적 번역까지 

합해 모두 25종에 이 르는 마르크스， 앵 겔스의 저 술을 간행 했고， 그밖에 도 21 

종에 이르는 마르크스주의 저술을 발간했다. 결국 러시아어판 마르크스주의 

문건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해방’단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노동해방’단은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경제외적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꾸 

준히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런 작업이 인민주의 세력의 테러활동 

처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은밀하지만 

아주 의미있는 변화를 러시아 혁명계에 야기한 원동력이었다. 먼저 그들은 

러시아의 자본주의 문제를 혁명계의 진지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 

공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형성을 촉진하였고， 이는 

1890년대에 등장하는 여러 사민주의 조직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 

에 ‘노동해방’단은 창설 초기에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외면 내지 냉대를 

극복하고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과 앵겔스를 비롯한 

59) r공산당 선언」 은 1882년에 뿔레하노프의 번역으로 다시 나왔고 r엄노동과 자 

본」 은 제이치의 번역으로 1883년에 이미 나온 것이다. 1882년판 r공산당 선언」 이 

1869년판에 비해 훨씬 우수한 번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 끄리체프스끼의 r임노 

동과 자본」 은 앵 겔스로부터 큰 불만을 산 바 있다. Kurbatova, 1983, s.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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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적 논객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서한들은 이러한 사 

실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인민주의 세력의 이념적 내용에도 근 

본적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즉 인민주의 세력은 ‘노동해방’단의 출판 

물을 매개로 한 논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여l외지역이라는 명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2단계 혁명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뒷날 혁명의 격동기에 마르크스주의 세력인 멘셰비끼 

와 인민주의 세력인 사회혁명당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혁명계 지형을 설명해 

줄 실마리로써， 인민주의 세력의 이념적 내용의 변화과정 또한 흥미로운 연 

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술리치는 1890년 3월말경 앵겔스에게 보낸 펀지에서 ‘노동해방’단이 출판 

활동을 통해 러시아 혁명계에 야기한 완만하지만 확고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것을 점점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행물은 큰 

소동과 많은 토론， 집회， 연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동지들 중 

많은， 특히 뛰어난 동지들이 우리가 제기한 논의를 반박할 생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우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60) 

60) K. Marks, F. Engel's i revoliutsionnaia Rossiia, s.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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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and the 

Critique of Populism 

243 

Vi, Chae-Uk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Russian revolutionary world in the 

l&g()s was the fonnation of the Marxist forces. The underlying forces of 

the change were driven by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established 

in Geneva in December, 1883. The relevant literature has focused on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social-democratic' organizations that appeared 

during the period from 1880s to early 1890s, and in addition the influence 

exerted on them by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However, most of 

the literature has neglected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itself, which might define the extent and the contents of 

the influence exerted on the 'social-democratic' organizations.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had to overcome the Populist 

stronghold in transplanting the roots of Marxism in the Russian soil. The 

Russian Populist movements survived the catastrophe around 1880s and 

still prevailed in the Russian revolutionary world that there was little 

room for propagating Marxism as a practical revolutionary theory. 

Therefore,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had to face all the 

adversities in the initial stage of its activity, but eventually succee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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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about the fundamental ch,lllges in the ideological contents of the 

Russiar, revolutionary world_ l':s driving forces were the pubhcation and 

the supply of the tvlarxist works. 

As is wdl-known, ivlarxists consider capit<llism <IS an inevitable stage of 

the hlstoncal development, while Hussian Populists make it their 

revolutionary strategy to translt directly from feudalism to socialism by 

skipping the capitalist stage. Of course, the HussJan Popuhsts not only 

\vere acquainted with the l'Vic-lrxlst works, but kept friendly relationship with 

many Ivlarxlsts m the Western world. I\'onethcless, they stubbornly resisted 

the arguments tbat the capitalism \vas an lrlcvitable stag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at Russia was not an exception to it. 

Accordingly, the activities of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were 

severely scorned and resulted m lolal disregard by the revolutionaries at 

home. However, they could no longer assume such an attitude and 

gradually compromised into 'the controversy of capitalism'. In lhe midst of 

thc controversy there appeared such organizations that accommodated the 

major \Iarxist theses. In this context this essay analyzes the contenls of 

the works published by the 'Emancipatiun of L(lbur' t.nmp_ 

The publications of the 'Emancipation of Labor' Group em hroadly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One part consists of the works, wrilten by the 

members of the Group, especiall;,-.", G_ V Plekhanov, which \vere devoted 

to direct assault to POlJullsts by showing the on--going cCljJilalisl 

development In Russia and its inevitability. The other part largely 

involves the translations of the works b~' the \Vestem l'vlarxists, including 

K. l'vlarx and F. Engels themselves, which might go along with the 

Russian populists. J';evertheless, they also were narrowly geared to the 

pUfjJose of the first part, as appeared in many of the translators' 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