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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업정책의 채택과 스툴리핀의 농업개혁사상 

박 상 철.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스툴리핀 시대는 ‘러시아혁 

명의 불가피성 또는 필연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역으로 ‘스탈린의 독재와 

혁명의 극좌적 탈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1) 다시 말해서 스툴리핀 시대는 러시아 전제정이 스탈린 체제로 

귀결될 러시아혁명을 피할 수 있었을 마지막 기회로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국가두마는 러시아 전제정이 평화적으로 입헌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스툴리핀 농업개혁은 러시아의 후 

진적인 농촌이， 나아가 러시아 경제 전체가 서구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 스툴리펀 

농업개헥은 특히 1990년대 초에 러시아 농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으로 말하 

자면 집단농장의 장래 문제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불러모았고， 그런 관심은 

정치인들의 연설 및 신문 기사， 전문적 역사가들과 일반 저술가들의 많은 논 

쟁적인 논문들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런 연설과 글들은 스툴리핀 농업개혁 

을 상반되게 평가함으로써 스툴리핀 농업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끝나 

지 않은 논쟁”으로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예컨대， 소련 시대의 

역사가들이 스툴리핀 농업개혁이란 러시아농민이 1905년 혁명 기간에 보여준 

혁명성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던2) 반면에， 튜카브킨은 스툴리핀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강사 
1) B. C. II꺼 K“H(1990) ， c.11 3. 

2) 따älOpHJl cCCP,g(1968), c .348. 또한 C. M. lly6poBCKHI1:(1 963)도 이 런 입 장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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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의 기본 방향이 1905년 혁명 이전에 1905년 혁명 이전에 정부의 농 

업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3) 이런 상황은 스툴리핀 농 

업개학의 기본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안피모프는 스 

톨리핀 농업개혁의 “기본 목표는 모든 공동체의 파괴”였는데， 1909년 이후에 

공동체 탈퇴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스툴리핀 농업개혁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하는4) 반면에， 튜카브킨은 스툴리핀 농업 

개혁의 기본 목표란 러시아가 전제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1911년 이후에는 토지정리가 스툴 

리핀 농엽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었는데， 농민의 토지정리 신청이 계속 증가 

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스툴리핀 농업개혁은 “농민경제의 재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 게다가 스톨리핀 농업개혁의 

“많은 측면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그리고 사료에 근거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는 코발첸코의 언급에서 6) 드러나듯이， 이제 스툴리핀 농업개혁을 둘러싼 논 

쟁은 단순히 관점과 해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과 해석이 근거한 

자료 문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스툴리핀 농업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점들을 직접 다 

루기보다는， 스툴리핀 농엽개혁이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채택되 

는 과정을 검토한 후， 스툴리핀의 역할과 농업개혁 사상을 제한된 자료에 근 

거로 하여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러시아 전제정은 20세기초에 ‘농민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농촌공동체를 ‘현존 사회질서의 보루’로 보존， 강화한다는 기존의 농업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물론 이미 19세기에도 정부가 공동체 보호 정책을 포기하고 

자영농 계층의 형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3) B. r. TIOKaB쩌H(2001l， c.133 또한 D. A. ]. Macey(l987)도 이 런 입 장에 서 있다. 

4) A. M. AH!þHMOB(1997), cc.54-5 

5) B. r. TIOKaBKHH, cc.295, 297, 301-303 

6) 11. n‘ KOBaJ1b4eHKO, c.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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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농노해방령을 준비할 때 “편찬위원회 (PeaaKUHOHHwe KOMHCCHH)의 다수 

위원들은 이미 당시에도 공동체적 [토지] 재산이 아니라 개인적 [토지] 재산 

을 농업의 성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지했다 비록 편찬위원회는 현실 

적인 이유 때문에 공동체적 토지 소유의 존속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 

부 지도적 위원들은 농민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토지재산이 발전하여 독립자 

영농 경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편찬위원회 내에서는 시간이 흐 

르면 공동체적 토지소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7) 그런데 

1880 1년대가 되면서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공동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 

기 시작했다 많은 고위 관료들은 농민공동체를 신분제의 중요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가능한 유일한 토지경작 방식이자 혁명을 예방하는 바람 

직한 수단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체를 보존하고 강화할 여러 조치들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관료틀은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농민공동체는 

주민의 빈곤과 굶주림을 수반하며 따라서 “토지를 인민에 게”라는 구호 아래 

농민 반란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이었다 8) 이런 소수파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농민공동체를 “인위적으로” 강화， 보존하려는 내무부의 정책 

에 강력히 반대했던 붕게 (H. X. 5YHre)였다 1881년에서 1886년까지 재무대선 

을， 그리고 1887년부터 1895년까지는 대신협의회 (KOMHTeT MHHHCTpOB) 의장을 

역임했던 붕게논 공동체적 토지 보유를 “원시적인 농업의 유산”으로 간주하 

였다 그에 따르면， 농업이 발전하면서 “공동체적 토지 보유는 농업기술 향상 

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증대하는 빈곤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증대하는 

빈곤은， 농민이 토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지녔다는 사상과 함께， 현존 체제 

에 가장 충성스런， 즉 가장 보수적인 주민들을 위험한 세력으로， 즉 사적 토 

지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의 교리에 쉽게 굴복하논 세력으로 만든다 그런 

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공동체적 토지보유로부터 개인적 토지보유로 “이행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붕게는 공동체를 “위 

로부터” 강저l 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농민들이 

쉽게 공동체적 토지소유에서 벗어나 개인적 토지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그러나 붕게의 이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 

7) 凡 r 3axapoBa(1984), c c.1 58~9 

8) B 끼 CTenaHoB (l998l, CC.247~8; 11. B. 니epHbIweB(1918) ， CC.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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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부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내무부의 주도 아래 공동체적 토지보유를 

보존，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실행하였다 10) 

하지만 1890년대부터 농촌에 섬각한 위기의 징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자， 

정부 내의 분위기도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1890년대 

중엽에 세계곡물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자， 그렇지 않아도 어려 

움을 겪고 있던 지주귀족들의 대토지 경영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들과 토지 

임대， 임노동 등 여러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던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도 더욱 

어려워졌다 11) 또한 기근과 그에 수반된 콜레라에 50만명 이상이 희생된 

1891-2년의 대흉년은12) 뒤이은 1893-6년의 보기드문 풍년으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1897년과 1898년에 중심부 농업지역에서 흉년이 다시 발 

생하고 1901 년의 흉년은 다음해에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폴타바 주와 하리코 

프 주의 농민반란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농민들의 세금 및 토지상환금에 대한 

체납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제납금액은 1875년에는 

1871 →75년 평균 연간 평가액의 22%였지만 세기말에는 1896-1900년 평균 연 

간 평가액의 119%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농민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해 

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3) 따라서 정부는 점차 농업문제 

의 심각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농민 관련 법률들을 변화된 농 

촌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여 펼요한 준비작 

업을 진행시켰다. 예컨대 1899년에는 농업위기의 원인파 대책을 모색하기 위 

한 소위원회를 재무차관 코발레프스키 (B. 11. KOBaJleBCKHH)를 의장으로 하여 조 

직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01년 11월 16일에는 재무차관 코코 

프쪼프(B. H KOKOBUOB)를 의장으로 한 “중심부 농업 지역의 빈곤화 원인들을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더 큰 규모로 설치하였고， 열마 후인 1902년 1월에는 

농민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안을 마련할 “편찬위원회”를 내무부 

에 설치함과 동시에， 비테를 의장으로 한 “농촌산업의 필요사항들에 관한” 특 

9) B. ]] CTenaHoB , cc.250-2. 
10) 이런 조치로서는 예컨대 가구 분할의 조건을 강화한 1886년 3월 18일자 법령， 분 

여지의 재분배를 최소 12년으로 제한한 1893년 7월 8일자 법령， 분여지의 매매， 증 

여， 서당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한 1893년 12월 14일자 법령 등을 뜰 수 있다‘ 

11) C. C. OJlblleH6ypr (991) , c c.169-71 
12) l'KpH3μC Cf1 MO/1ep*f1 BHJl B POCCHHJl,g (1984) , c.12 
13) G. T. Robinson (1 961l, p.96 또한 C M C때eJlbHHl< OB (l 980) ， c .37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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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두 개의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 특히 비테의 특별협의회와 내무부의 편찬위원회의 작 

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농업정책이 결국에는 스톨리핀 농업개혁으로 구체화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우선 비테는 한때 농민공동체 

를 지지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농민공동체 반대로 입장을 바꾼 상태였는데， 그 

는 ‘특별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지니 

고 있었다 14) 특별협의회는 1902년 3월에 농업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주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주 위원회와， 군 

(ye311) 귀족단장을 의장으로 하는 군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짜르의 승인 

을 받았고，l5) 그에 따라 지방 인사들 12 ，000명 이상이 참여한 총 6187B 의 지 

방위원회， 즉 827B 의 주 위원회와 5367B 의 군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지방 

위원회들은 주 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66% , 군 위원회의 경우 52% 이상이 

관료와 귀족이었는데，16) 이들은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과 그 지 l방의 특 

수성에 따라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지 

방위원회들은， 비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동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올멘부르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러시아 49개주 

에서 공동처l 문제는 184개의 지방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중 125개 위원 

회가 공동체의 강제적 청산에서 개별 농민의 공동체 탈퇴 허용까지 입장은 

다소 달랐지만 공동체의 보존에 반대했다. 반면에 42개 위원회는 공동체의 보 

존을 지지했고， 나머지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거나 연구가 뎌 펼요하다 

는 견해를 밝혔다17) 그러변 이제 비테가 지방위원회들의 이런 활동 결과를 

보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살펴보자 비테의 회고록에 따르면， 지방위원 

회는 “농민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적인， 개별적인 [토지] 재산이 바람직하 

다고 지지했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적 토지 소유보다 이런 형태의 토지 소유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지방위원회들은 결코 강제적으로 공동체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탈퇴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탈퇴의 권리를 

14) 농업문제에 관한 비태의 관점 변화와 특별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인호(980) ， “위떼와 러시아의 농업문제 0902-1905)"; D. A. ]. Macey, pp.43-81 , 
103← 18을 참조하라. 

15) r. r. CaBwl (1907), cc.l -2. 

16) 11, B. 4epHblweB , cc.282-3. 

17) c. C. OJIbtleH6ypr , cc.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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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은 강제력 

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토지 소유에 비해 개인적 토 

지 소유가 더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획선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치들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 내에 사적 재산권을 도입하기 위해 

서는 농민블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즉 사법， 행정 

등에서 당시 존재하던 다른 신분틀과의 차별 대우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는 것이었다 18) 이런 입장에서 비테는 1904년 12월에 특별협의회가 농민문 

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짜르의 허락을 받았고，19) 특별협의회의 논 

의를 통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을 변화시키려고 의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비테 

의 이런 의도는 고레의킨 (11. 끼 rOpeMbIl< I1H) 등의 음모에 의해 1905년 3월 30일 

에 특별협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좌절되었다 20) 

하지만 ‘농민문제’의 주무 부서인 내무부의， 나아가 정부 및 지주귀족둡의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를 주도한 조직은 내무부에 설치된 편찬위원회였다고 

할 수 있다2ll 내무부의 편찬위원회는 농민문제에 적극적이었던 플레베가 내 

무대신에 임명된 후인 1902년 6월에야 제대로 조직되었는데， 명목상의 위원장 

은 공동체 보존을 지지하던 보수적인 내무차관 스티쉰스키 (A.C. CTl1뻐HCKHìí)였 

지만 편찬위원회의 준비작업은 당시 공동체 반대자로 알려져 있던 지방행정 

국장 구르코(B. 11. rYPKO)가 주도하였다.22) 구르코는 농민공동체가 “농촌주민 

대중의，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극복하기 힘든 위험한 

장애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농민법 개정 작업을 “가능한 한 공동체를 조 

속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찬위원회의 임무 

는 기존의 농민관련 법률들을 “현실의 실제적 요구와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 

록” 개정하는 데에 국한된 것이었고， 당시에는 “농민공동체 자체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투쟁”이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구르코는 공동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에， 다른 차원에서， 즉 “농민 토지의 생산성 증대”라는 차 

원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여 자신의 최종 목표인 독립자영농장(XYTOp) 형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시도했고， 그와 동시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자가 

18) C 에 BHTTe(1994) , T.2, cc.511-2. 

19) r. r. CaBH'l, CC ‘ 2-3 

20) C 에 BHTTe, T.2, c.513 

21) D. A. ]. Macey, pp.82-102 

22) B‘ 11. fYPKO(2000) , ι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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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대한 정부 및 지주귀족 내의 지지를 확대하려 노력했다 23) 그 결과 

1903년 10월에 작업을 끝냈을 때 편찬위원회는 농민공동체가 빈농을 보호하 

고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를 방지하며 대다수 농민 대중의 의식상태 및 토 

지경작 수준에 부합하는 기구로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지만， 그와 동 

시에 공동체 내의 부유한 농민을 유해한 세력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 

하면서 그런 부농을 “현존 체제의 가장 바람직한 보루”로 인정했을 뿐만 아 

니라， 독립자영농 경영이 더 좋은 경작방식이라고 주장했고 24) 나아가 정부정 

책이 농민들 내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기 위해 토지에 대한 농 

민의 사유재산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그리고 

편찬위원회의 이런 입장은 1903년 11월 26일의 대신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부딪쳤지만， 결국에는 짜르의 승인을 받아 그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주 협의회가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26) 당시 발표된 정부의 여러 공식 

문서에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짜르의 1903년 2월 26일자 선언문은 “공동체적 

토지 소유처1 제의 불가침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 했지만， 그와 동시에 “개별 

농민들의 공동체 탈퇴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모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런 구절은 편찬위원회의 작업 결과릅 검토할 주 협의회를 설치한다 

는 1904년 1 월 8일의 칙령， 그리고 주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1904년 12월 31 

일자 내무대신 회람에서도 반복되었다 27) 

이렇듯， 러시아정부는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공동체를 현존 사회질 

서의 보루로 간주하여 보존하려는 농업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는 독립자영농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농민공동체를 점차 해 

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변화시키려는 ‘개혁관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들의 주장은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주귀족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튜카브킨이 지적한 대로， ‘개혁 

23) B. H. rYPKO , ccJ59-60, 197-200, 208 • 19 
24) "KpH3HC caMopep*aBHJI B POCCHHJljJ, cc.66 • 7 

25) 씨 B 니epHbl띠eB ， c.271 

26) c. M. CII Lle Jl bH싸<O B (1980) ， c .45 편찬위원회의 법안을 검토했던 주 협의회들 가운데 
농민공동체의 보존을 지지했던 주 협의회는 3개였던 반면에 327~ 주 협의회가， 게 

다가 그중 21 개 주 협의회는 만장일치로 공동체적 토지소유를 가구별 소유로 쉽게 

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같은 책， c.51 
27) r. r. CaBIIY, CC. 3• 6,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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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이미 1905년 혁명 이전에， 섬지어논 1902년의 농민소요 이전에 새 

로운 노선의 농업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 

부의 여러 조직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준비작업 덕분에 스툴리핀 농업개혁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인 

불들은 나중에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활동가로서 스툴리핀 농업개혁을 주도 

하게 될 것이었다 28) 하지만 1905년 혁명 이전에는 개혁관료들의 주장은 공동 

체 옹호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짜르 니콜라이 2서l 가 공동체 옹호자 

들의 주장에 공감했기 29) 때문에 정부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05년의 대규모 농민소요는 농업문제의 심 

각성과 동시에 농민공동체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정부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혁명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는， 확산되던 농민 

소요를 진압하고 지주귀족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급급하였고， 새로운 

개혁정책들을 서둘러 실행하기보다는 농민들의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통적인 미봉책”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려 시도하였다. 특히 보수적 

인 고위관료들은 토지생산성의 증대를 지향한 새로운 개혁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민공동체 체제를 뒤 

흔옮으로써 오히려 농촌의 혼란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런 입장은 

짜르 니콜라이 2서l 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30J 그 결과 짜르 니콜라이 2세는 

1905년 3월 30일에 비테의 특별협의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고레의킨을 의장으 

로 하여 공동체 옹호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주귀 

족의 “사유 토지재산을 모든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농민의 토지보유 체 

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설제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3]) 

이 칙령 이후 고레의킨의 특별위원회는 이른바 10월 선언이 발표되고 재편된 

대신회의 (COBeT 빼뻐CTpOB)가 비테를 의장으로 하여 구성될 때까지 농업정책 

에 관한 논의의 중심기구로 존재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농민의 공동 

체적 토지보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또는 농민은행을 통한 토지 매입 등 

28) B. 11. rypKo , c.219. 

29) c. M. C I1LIe기bHI1 KOS (l 980) ， cC.54-7; B. r. THlKaSK I1H, c.1 68. 

30) M. C. CI1MoHosa (l968), c.201: D. A. ]. Macey, pp.l21-2 

31) r ‘ r. Casl1나， cc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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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방법으로 농민의 토지를 증대시키논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32) 요컨 

대 러시아 정부는 1905년 혁명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고， 그에 따라 농민문제의 주된 원인을 농민의 토지 부 

족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 10월 혁명운동이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짜르 니콜라이 2세 

는 국민에게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고 국가두마에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10월 

선언을 발표했고， 뒤이어 대신회의를 ‘통합 정부’로 재편하면서 그 의장에 비 

테를 임명했다. 그에 따라 국정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한 비테는 혁명운동을 

무력으로 강력히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양보조치’를 통하여 정부 정책 

에 대한 사회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농엽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비테 정부는 농민 운동을 진압할 여러 조치틀과 함께， 농 

민들의 토지상환금을 1906년부터는 절반으로 줄이고 1907년에는 완전히 폐지 

한다는， 그리고 농민 토지를 증대시킬 농민은행의 활동을 확대한다는 1905년 

11 월 3일의 두 칙령 33)을 비롯한 여러 ‘양보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비테 정 

부가 그런 ‘양보조치’의 하나로서 이른바 미굴린 쿠툴레르 법안에 대해 1905 

년말과 1906년초에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당시 하르묘프 대학의 젊은 재정법 

교수인 마굴린 (n. n. MHrYJlI1H)은 농촌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수의 자영농 

틀이 필요하고 자영농의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지 분배가 필요하기 때 

문에 국유지， 황실토지， 사유지익 일부를 적절한 가격에 강제로 수용하여 농 

민들에게 분배하자는 내용의， 즉 메이시의 표현에 따르면， 토지 사유화와 토 

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개혁 노선과 농민의 토지 증대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결합시킨 메모를 작성하였고，영) 이 메모는 당시 짜르의 측근이었던 트레포프 

(n. φ. TpenOB) 장군을 거쳐 짜르에게 전달되었다. “대신회의에서 이 제안을 

논의해 보라”는 말과 함께 메모를 짜르로부터 넘겨받은 비테는 이를 대신회 

의에 제기했지만 모든 대신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함에 따라 미굴린의 제 

안은 10월말에 부결되었다. 하지만 농민소요가 급속히 확산되자 농업대신 쿠 

툴레르(H. H. KYTJJep)는 비테의 동의 아래 미굴련 메모에 근거하여 마련한 농 

32) 이에 대해서는 M. C. CHMOHOBa , cc.199-207; D. A. J Macey, pp.l 21-5를 참조하라 

고레의킨의 특별협의회는 1906년 1월에 폐지되었다 

33) H. 11 끼a3apeBcKHH (l 907l， CC.252-4. 

34) D. A. ]. Macey, p.l28. 미굴린 메모의 내용에 대해서는 M. C CHMoHoBa, cc .209- 1O; 

D. A. ]. Macey, pp.l 27-3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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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안을 대신회의에 제시하면서 35) “현 상황에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과 그 

것에 관한 처분의 자유라는 원칙을 너무 완강하게 주장한다면 [사유지] 소유 

자들은 모든 것을， 그것도 자신과 나라 전체에게 가장 파멸적인 상황에서 모 

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36) 쿠틀레르 법안은 대신회의에서 “완전 

하고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초래했고， 따라서 비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 

러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협의회에 논의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 

했다 하지만 짜르 니콜라이 2세는 이에 대한 비테의 보고서에서 쿠툴레르 안 

이 “국유지， 황실토지， 사유지 및 기타 토지를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수용한 

다는 사상에 큰거해 있다”는 구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불리 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1861년에 했던 

것처럼 토지의 일부를 양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장받는 것이 지주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구절에는 “사유재산은 불가침으로 남아야 한다”는 

머l 모를 남김으로써 그 법안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명했고，37) 미굴런-쿠 

틀레르 법안의 운명은 사설상 결정되었다. 

이렇게 정부 내의 격렬한 의견 대립을 낳았던 ‘귀족토지의 강제 수용’ 안이 

거부되자 정부의 농업정책은 지주귀족 토지의 보호， 공동체 해체와 자영농 육 

성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비 

테는 농민의 토지 증대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민의 토지 이용 절차와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후에， 토지상환금을 폐지한 11월 3일 칙령 

의 후속 조치로서， 분여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농민들이 공동체 

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문제는 “국가두마의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비테는 이 문제들의 해결이 농민 

들에게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더욱 건강한 견해를 주입시킴으로써 농민의 

볍의식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에 대해 짜르는 “동의 

한다”고 메모를 남겼다.38) 이제 비테 정부는 새로운 방향의 농업정책을 구체 

적인 법안으로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했고， 그 작업은 크리보쉐인 (A. B. 

KpHBO띠e“H)의 주도 아래 농업부에 설치된 “농민의 토지 정리에 관한 시급한 조 

35) c 애 B'!TTe , T.3, cc .186-92 

36) 6. 6. BecenoBcKI깨(924) ， c.46 ‘쿠틀레르 법안’은 같은 책， cC.27←41 을， 그에 대한 

입 법취지문은 cC.42-63을 보라 

37) 'CoBer MHHHcrpOB PocCHRcKOR μ'MnepHH， 1905• 6 rr.)) , cc.149-50‘ 

38) 'CoBer MHHHcrpOB POCCH깨CKO깨 I1MnepHH)) , c.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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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함께， 구르코의 주도 아래 내무부에 설치 

된 “분여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들을 폐하의 1905년 11월 3일 

자 선언문에 일치시키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특별협의회가 담당하였다- 그 

결과 크리보쉐인의 소위원회는 107H 항으로 이뤄진 보고서를 대신회의에 제출 

했는데，39) 대선회의는 그 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당 부처의 검 

토를 거친 후 국가두마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판단했지만 농업부에 

토지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 및 군에 토지정리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은 당장 실행하기 위해 짜트에게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고，40) 그 법안은 짜르 

의 승인을 받아 1906년 3월 4일자 칙 령 41)으로 발표되 었다. 한편 구르코의 특 

별협의회는 1906년 11윌 9일자 칙령의 주요 조항들을 모두 포함하는， 즉 두브 

로프스키가 “ 11 월 9일자 칙령의 원형”이라고 평가한42) 법안을 작성하여 대신 

회의에 제출했고， 대신회의는 그 법안을 약간 수정하여 “국가두마의 소집 이 

전에 현행 입법절차로” 실행하기 위해 국가평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 

명했고 짜트는 이를 승인하였다 43) 그 결과 이 법안은 3월 10일에 국가평의회 

에 넘겨졌지만， 국가평의회가 “국가두마의 소집 이전에 농민에 관한 현행 법 

률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농민을 배제한 채 

농민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실행될 수 없었다 44) 이 

에 비테는 구르코의 농업개혁법안을 다른 개혁법안들과 함께 국가두마에 곧 

바로 저l 출하려고 생각했지만， 국가두마 소집 직전에 대신회의 의장직에서 해 

임됨으로써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러시아 정부는 스툴리핀이 내무대신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사유 

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귀족 토지를 농업개혁의 대상에 

서 제외시키면서 농민공동체의 해체와 분여지의 사유재산화를 기본축으로 상 

정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정부 내에 농업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지주귀족 및 자유주의 세력들， 그리고 농민들 

39) K. A. KpHBoweHH (l993) , cc.74-8. 

40) rCoBer MHHHcrpOB POCCHHCKOμ μ'MnepHH，g， cc.270-4. 

41) H K. Jl a3apeBcKI써， cc .416-20 

42) C. M. llyõpoBcKHH, cc .98-9 

43) ~ COBer MHHHcrpOB POCCHHCKOH ffMnepHH,g, cc .311-4. 

44) C. M. llyõpoBcKI써，c.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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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도 적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내의 견해 차이와， 지 

주귀 족 및 자유주의 세 력 들 그리 고 농민들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새 로운 농업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짜르의 돈독한 신임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사회 내에서 강력한 권위를 지닌 인물이 펼요했는데， 

스톨리핀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쩌) 

2. 

이른바 ‘스툴리핀 농업개혁’은 스툴리핀의 주요 개혁정책들 가운데 그의 생 

전에 실제로 실행된 거의 유일한 개혁이었지만 사설상 스툴리핀 자신은， 지금 

까지 살펴보았듯이， ‘스툴리핀 농업개혁’이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채택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툴리핀은 ‘스툴리핀 농업 

개혁’이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내무대선에 임명되기 휠씬 이전부터 독립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농업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스툴리핀의 삼 

촌인 디미트리 스툴리핀 (nHMHTpH꺼 A. CTOJlhInHH) 이 “러시아 농촌공동체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였다. 그는 러시아의 농촌공동체가 “농민의 빈곤을 막는 안전 

장치”가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생각 

했으며， 1880년대와 1893년 사이에는 ‘소토지 농민과 자영농장’을 옹호하는 많 

은 보고서와 팡플렛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지에서 자영농을 육 

성하려 시도하였다 따라서 스툴리핀은 자신의 ‘거인 삼촌’ 덕분에 “소년 시절 

부터” 자영농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쩌) 그리고 1885-89년에 농업부에서 

근무할 때， 스툴리핀은 농업관련 문헌을 정리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1887년 

에는 전년도에 출간된 농업관련 서적 및 논문의 문헌집 47)을 편찬했다. 그런 

과정에서 스툴리핀은 당시 사상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던， 소농경영을 중시하 

는 ‘농민경제론’의 영향을 받는 등 자신의 농업사상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45) B. r. T빠<aBKI’H ， c.1 58 반면에 메이시는 스툴리핀이 수상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정 
부는 유사한 농엽 정 책을 추진 했을 것 이 라고 판단한다. D. A. J Macey, p.213 

46) S Syromatnikov(]912) , pp.81-2 

47) n. A. CTOJlhlnHH , 'YKa3aTe刀'b KHHr, *ypHaπbHblX H ra3eTH，μX CTaTeμ no ce지bCKOμy 

X03쩌CTBY 3a 1886 rOIJ,g, M. ,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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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론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얘) 그 후 스툴리핀은 자영농들이 비교적 

많이 존재했고 농촌공동체가 점차 해체되고 있던 코브노 주에서 군 귀족단장 

과 주 귀족단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영지를 직접 경영하고 ‘농업 

협회’를 창설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스툴리핀은 코브노 주의 독일 국경 부근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종종 

방문했는데， 철도 형편상 프로이센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해외여 

행들”에서 스툴리핀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독일의 자영농 제도를 찬양했으며 

러시아에 “도입하면 유익할 것 같은 모든 것에 대해 흥미를 지니고” 연구하 

였다 49) 그 결과 스툴리핀은， 1909년 9월말에 ‘볼가’ (Bo Jlra) 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서부주에서 근무하면서 “자유롭고 활기차며 자신감을 지닌” 독 

립자영농이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밍) 

스툴리핀의 이런 확신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그는 내무대신에 임명 

되기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그런 확신을 피력했다. 예컨대 1902년 7월에 “농 

촌 산업의 필요사항들에 관한 그로드노 주위원회”의 개회사에서 스툴리핀은 

“전반적으로는 [그로드노] 주의 경제 상황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로드노 

주의] 농업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로서 “농민들을 독립자영농장 

(XYTOp)에 정착시키는” 문제， 즉 농민들을 “분여지의 이른바 ‘결박된’ 이용에서 

독립자영농적 농업으로 이행시키는” 문제， 혼재된 지조의 정리， 토지 용익권 

의 폐지와 토지개량 자금의 융자 등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 

부했다 51) 그리고 1905년에 작성한 “짜트에게 올린 1904년 연례보고서”에서 

스툴리핀은 토지의 공동소유， 즉 농촌공동체 체제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와 생활 개선을 가로막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자 “농민의 개인적 창의성 

과 독립성을 마비시키고 농민들을 비참한 무위도식에 빠뜨리는” 체제라고 규 

정하면서， 농촌공동체 체제와 농민의 평등화 열망이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농민들을 “가장 낮고 침체된” 대중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며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공동체 단위의 토지 구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뒤 

이어 그는 “공동체적 원칙에 대한 자연스런 균형추는 개인 소유권”이라고 주 

48) A. 11. r Jlaro JleB (l 990) , CC.57-8 

49) M. n. 50K (l992) , cC.24-6, 31. 43, 53. 

50) FPyccKHe BeßOMOCTH~ ， 1909년 10월 4일자 2-3면， 

51) U' TPYßbl MeCTHblX KOMHTeTOB 0 HY*ßax ceJ/bCKOX03 f1nCTBeHHOn npOMblOJ.刀eHOCTH~ ， T.ll: 
f rpOßHeHCKa꺼 ry6epHHfI~， Cf16. , 1903,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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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면서 “더 강건한 농민들”을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될 소토지 소유농민， 즉 

소자산가(MenKHH C06CTBeHH씨<)로 육성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52) 이 렇듯 스툴리 

핀은 아직 농촌공동체의 유지가 정부의 기본적인 농업정책이었던 때부터 농 

촌공동체의 여러 폐해를 지적했고 “농민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53) 이 펼요 

하다고 확선했던 것이다 

이런 확신을 지녔던 스툴리핀은 수도에 올라온 이후에 정부의 ‘새로운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가기본법 87조에 근거하 

여， 다시 말하면 국가두마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임시조치 형태로 

당장 실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예컨대， 스툴리핀은 짜르로부터 내무대신 

직을 제안받은 자리에서 농민들의 ‘공동제적 토지소유’를 ‘개인적 토지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짜르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 

었고 54) 대신회의 의장이 된 직후에는 구치코프 등에게 “자선의 모든 국기-적 

작업”을 농업개혁， 즉 농민들을 진정시키고 “문화적으로 그라고 물질적으로 

향상시킬 일련의 사업들”에 근거하여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밝 

혔다 55) 그리고 1906년 8월 24일의 정부성명서는 군주가 여러 선언문에서 이 

미 밝힌 원칙뜰에 근거하여 “그 해결 방향이 이미 결정된” “토지 및 토지정리 

문제”를 “즉각 즉 국가기본법 87조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 

명히 했으며，56) 1906년 9월 말경에 가진 인터뷰에서 스툴리핀은 “공동체에 지 

금도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가장 지적인 농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농민들의 운명을 개선하 

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57) 이런 논리에 근거 

하여 스툴리핀은 1906년 10월 10일의 대신회의에서는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 

맞서， 공동체적 토지 소유가 농민들의 토지 부족과 농촌 소요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토지 사유제의 원칙과 타인 

재산에 대한 존중， 개인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등이 시급한 현재의 “특수한 

52) “K HCTOpHH arpapHoìl pe!þOpMbl CTOllblTII’Ha" (1 926), c.84 

53) H. KapnoB (l926), c.97‘ 

54) B. H. rypKo , c.541 

55) 1" A 서 ry'lKOB paccKa3blBaeT ..... ,o(l993) , c.46 또한 "naßeHHe uapCKoro pe*HMa ,o 

(1924-1927) , T.5, c .391도 참조하라. 

56) A. Cepe6peHHHKoB (1990), 1990, c.43. 

57) LPyccKHe BeßOMOCTH,o, 1906년 9월 30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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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농업개혁 법안은 “연기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본 

법 87조에 의해 당장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스툴리핀의 이런 주장은 짜 

르의 승인을 얻어 ‘스툴리핀 농업개혁의 토대’가 될 1906년 11월 9일자 칙령 

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국가기본볍 87조에 의해 실행된 농업개혁 법안은 결국 

국가두마의 승인을 얻어야만 임시조치가 아닌 일반 법률로서 정부가 추진하 

는 지속적인 개혁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었는데， 2차 국가두마의 많은 정치세 

력들은 1906년 11월 9일자 칙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스툴 

리핀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07년 6월 3일에 2차 국가두마를 해산하고 불법적 

으로 두마 선거법을 개정하는 ‘6.3 쿠데타’를 감행했고 그 결과 탄생한 ‘순종 

적인’ 3차 국가두마에서 농업개혁 법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 이런 점 때 

문에 스트루떼 (n. 5. Crpy6e)는 “6월 3일의 행동이 없었다면 국가두마는 결코 

스툴리핀의 농업개혁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병하며， 또한 87조에 따른 임 

시 조치의 형태로， 즉 두마룰 배제하고 ..... 이 개혁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6.3 

두마조차도 그런 [정책] 전환을 결코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스톨리핀이 새로운 농업정책의 실행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59) 

그런데 스툴리핀은 농촌공동체를 해체하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립 

해야 한다는 1906년 11월 9일자 칙령의 ‘기본 사상’에는 동의했지만， 그것의 

실행 방식파 목표에 있어서는 강조점이 다소 탈랐다 60) 우선 1906년 11 월 9일 

자 칙령은， 스툴리핀의 표현에 따르면， “낡았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매우 널리 

퍼져있는 제도”인 농촌공동체에 “쐐기를 박기 위해 "61) ‘강건한 중소 자산농민’ 

계층을 농민 분여지 위에서 육성하려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 칙령은 농민의 

분여지를 지조가 혼재된 그대로 사유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독립자영농의 육 

성보다는 “[농촌]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를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62) 그리 

고 이 칙령의 실질적인 작성자였던 구르코는 2차 두마 앞에서， 농엽문제의 핵 

심은 “농민토지 소유면적의 증대가 아니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인데， 대토지 

의 분할， 특히 귀족토지의 분할은 그 토지의 생산성 하락을 야기할 것이므로 

인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58) Oco6b1e *ypHaπ'bI COBeTa MHHHCTpOB, 1906, NO.98(1 0월 10일)， cc.1• 19 

59) n. CTpy6e (I91 1l, cc.1 38-9 

60) 이에 대해서는 n. H. 3b1P5l Hos (1 992a) , cC.44-5틀 참조하라 

61) c. A. Koefoed(1985) , p.1 11. 

62) n‘ H. 3b1p5lHos(1992a), c.45: n. H. 3blp5lHos(1992b), cC.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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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즉 귀족토지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던 구르코는 국유지와 황실 토지 

를 농민틀에게 분할 매각하기 위해 농민은행에 넘기는 ‘스툴리핀의’ 칙령들에 

대해， 그런 조치가 귀족토지의 강제적 볼수에 대한 농민의 기대만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63) 반면에 스툴리핀은 독립자영농장의 경제적 우월성을 

갚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공동체가 “인민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 

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농촌공동체를 강제로 해 

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64) 스툴리핀에 따르면， 농민들은 토지의 공동 

소유 이외의 “다른 체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다른 체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공동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이 익숙 

해진” 농촌 공동체를 당장 강제적으로 없애지 말고 어떻게든 “가장 능력 있 

는” 농민틀을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진적인 활동가”로 육성해야 한다， 

예컨대 “근면한 농민에게….국유지 또는 농민은행 소유지에서 떼어낸 개별 토 

지를 획득할 가능성을 준다면 게다가 물의 확보와 선진적인 경작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보장된다면， 농촌공동체가 존속하고 있는 지역에서 농촌공동체 

와 나란히 독립적이고 부유한 주민， 즉 토지의 건실한 대변인이 등장할 것이 

다 "65) 그 결과 “독럽적이고 부유한” 자영농민들은 주위 농민들에게 보다 나 

은 토지제도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농민 스스로가 점차 공동체적 토지소유 

제를 거부하도록 만들 것이다 요컨대 스툴리핀은 공동체의 파괴보다는 독립 

자영농민의 육성을 정부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국유지나 

농민은행 소유지， 즉 귀족들로부터 매입한 대토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립자영농민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66) 

63) r ArpapHblfí Bonpoc B nepBofí rOCYlJapCTBeHHofí ßYMejJ(1 906) , CC.23-4; B. H. rypKO , c.583. 

64) 예컨대 n A CTOJlbIlUlH(l991l, cC.93-4, 176를 보라， 한편 글라꼴례프는 스툴리핀의 

이런 발언을 근거 삼아 스툴리핀은 당시 모든 공동체의 해체가 아니라 그것의 경 

화된 형태를 제거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스툴리핀은 4형태의 

경제부문， 즉 국가 경제， 공동체 경제， 대토지 사유 경제， 가족노동 경제 등이 혼합 

된 복합구조(MHorOYKJlallHoe) 경제를 ‘러시아적 노선’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A. H 
r JlarOJles , CC.62-3 물론 이런 주장은 논문이 발표된 당시 0990년)의 소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스툴리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이행기의 

경제 형태를 그가 지향했던 경제형태로 간주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었다 

65) “K HCTOpHH arpapHoìí peiþopMbI CTOJlbInHHa" , CC.84-5; H. Kapnos(925) , c.1 73 

66) 죄랴노프는 국유지 또는 농민은행 보유지 위에 독립자영농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스툴리핀의 원래 생각이라고 주장하지만， 보로딘은 그것을 스툴리핀이 사라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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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툴리핀이 농민 분여지의 사유화와 독립자영농의 육성을 실현할 

농업개혁을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토지 사유제 

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그런 제도만이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스툴리핀의 확신이었다. 1907년 10월에 스툴리펀 

은， 레프 툴스토이가 지금 인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토지제도인 

토지사유제를 농민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이 아니라 토지사유제 자체를 폐지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지 67)에 답하면서 이 렇게 말했다 . 

... 당선은 내가 러시아를 위해 선(善)이라고 생각하논 바로 그것을 악(惡) 

으로 긴주한다. 

내가 보기에는， 토지에 대한 농민 ‘재산권’의 부재가 우리 [나라}의 모든 

혼란을 낳고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배고푼 감정 성적 감정 등과 같은 몇몇 

타고난 본능을 부여했다. 그런 종류의 가장 강력한 감정들 중 하나는 소유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며 임시적으로 이용 

하는 토지를 자기 토지처럼 돌보고 비옥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의 이런 측면을 인위적으로 거세했기 때문에， 즉 그들의 타고 

난 소유 감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많은 나쁜 것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으로는， 빈곤이 발생 했다 

그런데 빈곤은 내 생각에 가장 나쁜 예속상태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 .... 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먼저 그들 

의 복지 수준을 적어도 .. 최소한의 한계까지 끌어올려라. 

그런데 그것은 오직 토지에 노동을 자유롭게 투입할 때에만，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68)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공동체적 토지소유제 하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일시 

적으로 경작하게 된 토지를 개량하거나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력을 투입한다면 그 성과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임을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를 개량하거나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토지의 지력이 고갈될 때까지 수탈적으 

로 이용하는 데에 그치 게 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극， 즉 인 

주에서 격렬한 농민소요를 겪은 이후에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함을 인식한 결과로 

본다 n. H. 3blp5l HOB 0992a), cC.44-5; A. n. 50pOtlHH(993), c.34‘ 

67) JleB H. TOJlCToH(1928) , cC.84-88 스툴리핀과 툴스토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n. H. 

3에P5lHOB0992a) ， cC.63-78을 참조하라 

68) JleB H. TOJ1 CT얘， cC.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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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근변하게 만드는 추동력은 파괴되고….나라의 문화적 수준은 낮아질 것이 

며 .... 선 량한 [토지] 소유자들， 명 석 한 소유자들은 .... 자신의 지 식 을 토지 에 적 용 

할 가능성을 빼앗기게 된다.개9) 이렇듯， 스툴리핀의 견해에 따르면， 농업의 가 

장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는 농민들의 이런 “약탈적인 토지 이용이 우리 나라 

에서 이른바 농업 문제가 존재하고 항상 토지 부족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주 

된 원인인 것이다 "70) 더욱이 “현재 농촌공동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당장 토지를 더 얻는다 해도 부유해질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추가 분배， 또 

는 그를 위한 농민은행의 광범위한 활동은 기껏해야 “불가피한 미봉책”에 불 

과하며 71) 농민의 복지는 농민토지의 증대와 함께 농민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집약적인 토지경작’이 수반되어야만 향상될 수 있다 72) 그런데 농민 

들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했을 때에만 자기 토지를 개량하고 보다 나은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가장 좋은 성질의 노동， 즉 강제 노동이 아닌 자 

유 노동”을 투입할 것이며， 그때에야 농민토지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고 농 

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정 

부는 우선 능력 있고 근면한 농민들에 게 공동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길을， 다시 말해서 “자기노동의 열매”를 “빼앗을 수 없는 재산”으로 확실하 

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73) 

게다가 스툴리핀은 단순히 지조 형태로 분산되어 있던 농민 분여지를 그대 

로 농민의 사유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지조들을 한 곳에 

모아 정방형의 토지로 만들고 그 위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독립자영농장’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1909년 1윌초에는 농업개혁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툴리핀은 농민 분여지의 “사유화는 단지 일의 절반， 심지어 

일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혼재된 지조들을 [그대로] 사유화하기 위해 11 월 

9일자 법령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이제 두번째 단계， 즉 땅돼기 

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분여지 내에 농민들을 정착시키는 단계의 성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74) 이렇게 스툴리핀이 독럽자영농장의 확립을 강조 

69) M. n. 50K, CC.204-5; n. A. CTOJ1bInHH, c.89 

70) c. M. CHaeJ1bHHKoB (l973), c.166. 

71) “K HCTOpHH arpapHOH pe~opMhl CTOJ1μnHHa" ， c.83; H. KapnoB(1925), cc .172-3. 

72) H 띠y6HHCKOH (l 990) ， c.24; c. M. C때eJ1bHHKoB (l 973) ， C‘ 166. 

73) n. A CTOJ1bInHH, cc.93, 255 

74) K. A. KpH8oweHH, 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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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이유는 우선 농촌공동체가 혁명적 선동가들의 작업을 손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혁명가들의 “범죄적 의도를 실현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다. 아마도 공동체 농민들을 독립자영농장에 

분산시킨다면 농민들의 공동행동은 쉽지 않게 될 것이었다 75) 하지만 이런 

치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독럽자영농장 체제， 특히 혼재지조의 청산이 

“농민틀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보편적인 방법”으로서 “농민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상당히 교조적인” 확신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스툴리핀을 비롯한 농업개혁의 옹호자들은 일단 농민들이 공동체를 탈퇴하면 

서 자신들의 토지를 한 곳에 통합한다면， 농촌공동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 

의 이익을 위해 진보적인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경작을 설행할 

것이므로 당연히 부유해질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이다 76) 

스툴리핀이 독립자영농 계층의 육성을 강조했던 또다른 이유는 독럽자영농 

이 “혁명운동의 발전을 막는 차단벽”이 될 뿐만 아니라， 10월선언 이후에 재 

편되고 있던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사회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 

라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77) 우선 스툴리핀은 농촌 소요가 “국민의식 내에 

존재하는 혁명적 사상 즉 전재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반 

정부세력의 혁명적 선동”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런 선동에 유리 

한 기반을 제공하는 인민의 빈곤” 때문에 발생한다고 파악했다，78) “자신과 타 

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으며 농촌공동체 단위로 행동하면 

서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칠고 절반쯤 굶주린 농촌은 

헥명적 선동， 전염병 또는 다른 자연 재해 등과 같은 어떤 동기에도 쉽게 타 

75) M. n. IiOK , CC.205-6; n. H. 3blP~HoB0992a) ， c.59. 스툴리핀의 딸인 보크에 따르면， 

스톨리핀은 농촌공동체에 기반한 사회헥명당을 러시아에 가장 위협적인 혁명세력 

으로 파악했다 

76) M. n. IiOK , c.204; n. H 3μP~HOB0992a). c.60; G. L. Yaney(1982) , pp.161-77. 예 니 에 
따르면， 지조 통합이 곧바로 농업기술의 향상을 보장한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 농민농업에 대한 일부 연구자들은 그런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77) n. A. CTOJIbIIlHH, cc .179, 246-7. 

78) “K HCTOp“H arpapH。꺼 pelþopMμ CTOJIbITIHHa" , c.83; H. KapTIoB(1925) , cc .172-3 

스툴리핀은 농업문제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지난 문제라고， 즉 

정치체제 또는 정치권력과 무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w PyccKHe Be110MOCTHJ. 

1906년 8월 9일 자 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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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가연성 물질인” 것이다. 반면에 “재산권 사상에 투칠한 강건하고 부유 

한 농민들은 어디에서나 질서와 평온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로 기여할 것이 

다 79) 따라서 농촌 소요를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 

국 “자신의 삶과 경제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에 개인의 의지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때) 그리고 “본성상 모든 파괴적 이론에 대한 본능적인 반대 

자인 "8)) 소자산농 계층의 창출인 것이다. 나아가 소자산농 계층은 ‘새로운 정 

치체제’가 견고해지고 강화되기 위해 펼요한 “국가체제의 보루이자 시멘트”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82) 예컨대， 스톨리핀이 1907년 초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치적 의미에서 신부제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농민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논데， 그들은 “주로 공동체 때문에 인격을 상실한” 사 

람들의 무리， 즉 ‘대중’이었지 ‘독자적인 시민’이 아니었다. 농민들 내에는 “시 

민성에 대한，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 

서 시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이 없으면 법최료갚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시민들을 창출하는 것이 펼요하며， 능력 있는 일부 농민들에게 시 

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펼요하다 ... 나는 11 월 9일자 칙령이 

현 상황의 이런 측면에 매우 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없)(강조 

는 펼자의 것임). 이렇듯 스툴리핀은 농업개혁이 농민들을， “자신의 처지를 보 

다 진지하게 대하며 제법 장기적인 고려와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노동에 익숙 

한 소자산농민들”로 전환시킬 것이며， 그 결과 농민틀의 시민 의식은 강화되 

어 광범위한 인민대중들이 ‘국가적 과업’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84) 

요컨대 독럽자영농 계층을 육성할 농업개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재조직된 러시아 국가체제를 견고하게 건설할 토대를 "85) 다시 말해서 혁명 

또는 반동의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체제’를 수호할 사회정치적 지지세력을 창 

출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79) c. M. CHlle.JlbHHKoB (1973), c.167. 

80) r PyCCKμe Be/JOMOCrHJ , 1909년 10월 4일자 2-3면. 

81) H. KapnoB (1925), c.173. 

82) Oco6b/e :i<ypHa刀'b/ COBera MHHHcrpOB, 1906, NO.98( 1O월 10일)， cc .16-7‘ 

83) n, A. TBepCK얘(1912) ， c.1 91 스툴리핀은 1909년에는 놓엽개혁으로 창출된 소자산농 
이 바로 ‘시 민’이 라고 주장했다 f PyccKHe Be/JOMOCTHjJ, 1909년 10월 4일 자 2-3면 

84) r f7a/JeHHe uapCKoro pe:i<HMa jJ, T.5, cC.390-1 

85) n. A, CTO.JlbInHH, c,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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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스툴리핀은 농업개혁이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3차 두마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하층들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려 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인민을 빈곤， 무지，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소명을 받 

았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세계적 투쟁에서， 민족들의 경쟁에서 존경받는 자리는 그들[민족들] 중 

에서 오직 자신의 울질적 그리고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나 

라플만이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기관 의원들과 정부의 모든 힘은 우리 복지의 유일한 원천인 

토지의 생산력을 고양시키는 데로 향해져야 한다. 거기에 개인의 노동과 재 

산을 투입하여， 거기에 단호히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을 전부 투입하여 우리의 

피폐해진， 우리의 약한， 우리의 쇠약해진 토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 

다 왜냐하면 토지， 그것이 바로 미 래의 우리 힘에 대한 담보이며， 토지， 그 

것이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86) 

다시 말해서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농업개혁은 농민의 복지 향상과 정치 

적 안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토대인 농민의 구매력을 증대 

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에 따른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펼요한 국가적 과업인 것이었다. 게다가 스툴리핀 

은 다가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의 완전한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다가올 전쟁은 국민의 지지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전’이 될 것인 반면에， 혁명세력 

들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좋은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외부의 적과 

맞서기” 전에 “러시아의 위대성을 해치는 가장 악독한 내부의 적”인 혁명세력 

들， 특히 사회혁명당원들을 제거해야만 하며，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바로 농업개혁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었다.88) 그래서 스툴리핀은 

‘혁명적인’ 2차두마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혁이 바로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89) 

그런데 스툴리핀이 독립자영농 육성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경제 

86) n. A. CTO.nhInHH, cc.179-180. 

87) n. A. CTOJlblnHH, c.251 

88) A φ KepeHcKHìi (l 993), c.80; M. n. 50K , CC.299-300. 

89) n‘ A. CTOJlhInHH, 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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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귀족들이 소유한 대규모 영지에 대해 

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1905년 이전에 

귀족들의 영지가 어떻게 경작되고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농노해방 

이후에 일부 지주귀족들은 임노동 고용과 농기계 사용을 늘리고 집약적인 목 

축 또는 농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영지를 경작하였다. 

그런 귀족들의 토지는 보통 농민 분여지보다 훨씬 앞선 농업기술을 이용하였 

고， 따라서 토지생산성도 훨씬 더 높았다. 하지만 많은 지주귀족들은 직접 영 

지를 경영하기보다는 농민들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농민들의 노동을 착 

취하거나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였다. 특히 농민들의 ‘토 

지 기근’이 심했던 중심부 농업지역에서 지주귀족들은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대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대부분의 토지를 후진적 

인 농업기술과 원시적인 농기구를 이용하는 농민에게 매우 볼리한 조건의 노 

동지대나 분익소작제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90) 게다가 귀족 토지의 

이런 ‘농노제적 경영방식’은 농민들의 의식 내에 뿌리박혀 있던 ‘경자유전’(체 

者쥐버) 원칙과 결부되어 귀족들에 대한 농민틀의 적대감과 현존 체제에 대 

한 불만을 증대시켰고， 농민들의 이런 불만과 적대감은 결국 1905-7년 혁명기 

에 여러 형태의 농촌 소요로 표출되었다.9U 요컨대， ‘농노제적 경영방식의’ 많 

은 귀족영지들은 사실상 농촌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촌 소요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던 스톨리핀은92) 농촌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그리 

고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귀족과 농민들의 ‘농노제적 관 

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일부 귀족토지를 농민들에게 매각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1906년 9월 15일자 회람에 

서 혁명가들의 선동에 이용될 ‘경제적’ 문제틀을 서둘러 해결할 것， 진행중인 

지주귀족과 농민 사이의 토지 매매를 서둘러 성사시킬 것을 주지사들에게 요 

90) 예컨대， 1896-1900년에 귀족은행에 담보로 설정된 귀족 영지들 가운데 29%는 지 
주귀족들이 직접 경영했고， 51%는 분익소작제 하에 있었으며， 20%는 혼합된 형태 

로 정작되고 있었다 P. 1. Lyashchenko(l949) , pp.461-6; G. T. Robinson , p.98. 

91) “K HCTOpHH arpapH때 pe {jlopMbI CTOJl버nHHa" ， c.84 

92) 스툴리핀이 오랜기간 근무했던 서부주 지역， 즉 코브노 주와 그로드노 주는 임노 
동과 농업기계 등을 많이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경영의 귀족 영지들이 많았던 지 

역인 반면에， 사라토프 주는 ‘농노제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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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면서， 일부 지주들이 농민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가탈스럽게 대응하거나 

전혀 틀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 

다 93) 그리고 그는 2차두마 앞에서 귀족토지의 강제적 수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농민들의 토지경작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물먹이는 

곳을 설치하는 데에， 목초지로의 통로를 만드는 데에， 길을 내는 데에， 마지막 

으로， 유해한 지조혼재를 정리하는 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서” 강제 

적 수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4) 또한 스툴리핀은 1906년 8월에 니 

콜라이 르보프(H. H. }]bBOB)에게 농업대신 직을 제안하면서 “내가 농민들을 위 

해 실행하려 하는 개선과 부담 경감에는 끝이 없다 ....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입헌민주당 강령파도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나는 단지 대규모의 

[귀족토지] 몰수를 부정할 뿐이다 나는 농민 소유지의 증대라는 의미에서 그 

것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신념을 밝혔다 95) 

그리고 1907년 8월말에 대신회의에서 스툴리핀은 귀족의 대토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분할 판매하는 농민은행의 활동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으며， 농 

민은행의 그런 활동이 소토지 농민이나 무토지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6) 또한 스툴리핀은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 

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권유했으며， 다른 지주귀족들 

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니셰고로드(Hml<eropon)의 영지를 농민 

은행에 팔기도 하였다.97) 

그러나 스툴리핀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선 지주귀족들을 “토지에서 쫓아 

내야 한다”고98)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고， 지주귀족들이 변화된 농촌상황에 잘 

적응하여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지닌 “문화의 온상”으로서 존속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1907년 초에 대신회의에서 귀족 영지의 존속이 지주귀족들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이해의 관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했다없) 또한 2차두마 앞에서 스툴리핀은 귀족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면 

93) “1.10띠재3aUH$! peaK띠찌 B 1906 r. ’'(1929), cc .163-4 

94) n A. CTOl1bJnHH, c.96 

95) r A 서 ry'lKOB paCCKa3 b1BaeT ..... jJ, c.46 

96) c. M. CH!le l1bHHKOB (l973), cC.165-6 또한 C. A. Koefoed, p.113도 잠조하라 

97) A. n. 50p。띠H ， cc .34-5, 41; M. n. 501<, c.205; B. 11. rYPKO, c.583 

98) JJeB H. TOl1CTOH, c.92 

99) r Oco6b1e *ypHaJlbl COBeTa MHHHCTpOBjJ, 1907, No.4(1 월 3일 ),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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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의 지주귀족 계급이 사라질 것이며， 그와 함께 농촌에 존재하는 “문화 

의 온상”도 사라질 것이므로 결국에는 농민 자신들에게도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게다가 스툴리핀은 이민으로 개척되기 시작 

하고 있던 시베리아에서도 중소자영농민들과 함께， 보다 발전된 농업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형 농장들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농장들은 농 

업 분야에 자본을 끌어들일 것이며， 파종 작물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 

며， 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산업， 특히 목축업을 발 

전시키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1) 다만 “국가는 부유한 농 

민들이 필요하며， 만약 이것 때문에 지주들이 [값싼] 농민노동을 구할 수 없 

다변， [자신들의 영지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스톨리핀은 생각했다 102) 다시 

말해서 스툴리핀은 정부 주도하의 농업개혁을 통하여 부유한 중소자산농민들 

이 전러시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강요도 없이”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농엽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토지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수지가 맞지 않는 대토지들은 소유자 스스로 농민은행에 매각할 

것이며， 아마도， 지주귀족들은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니머 

지 토지에 투자하여 자기 영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자 

본주의적으로’ 재조직된 귀족 영지들은 수많은 중소자산농민들의 토지 옆에 

발전된 농업기술을 사용하는 ‘문화의 온상’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스툴리 

핀은 예상했던 것이다 103) 

이렇듯 스톨리핀은 정부의 농업개혁정책들을 통해 당시의 공동체 농민들을 

부유한 독립자영농민이자 시민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새로운 체제’의 사회정 

치 적 기 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신 했고， 그와 동시 에 ‘농노제 적 방식 으로’ 경 

영되던 귀족영지들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재조직되기를 기대했다. 그럼으로 

써 그는 ‘농업국가’ 러시아의 뒤처지고 빈곤한 농촌을 ‘근대화’시키려 했으며， 

그 결과 탄생할 풍요롭고 안정된 농촌을 토대로 삼아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스툴리펀은 1907년 8월말에 대선회의 

100) n. A CTOJJhInHH. CC.95-6; “Mo6HJJH3aUH꺼 peaKUHμ B 1906 r. ," c.164 

101) fnoe3ßKa B CH6HPb H nOBO지':((bξ 3anHCKa n. A. CTOJIblnHHa H A. B. KpHBoUJeHHa.!l. cn6. , 

1911. cc.117, 129 

102) i' A. 씨 rytfKOB paCCKa3b1BaeT ..... .!I. c.l20. 

103) ['PyccKHe BeßOMOCTH.!I, 1909년 10월 4일자 2-3변 M n 50K , c .l51; M. PyMllHueB 

(990) , cC.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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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업개혁을 “모든 국내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리고 농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간의 행동 통일이 필수 

적일 뿐만 아니라， 농업개혁에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농업개혁이 부처간의 알력， 열정 부족， 재정적인 고 

려 등 때문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여) 

지금까지 우리는 ‘스툴리핀 농업개혁’의 채택 과정과 스툴리핀의 농업개혁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나마 다시 정리해보자. 19세기말-20세기 

초의 농업위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농민공동체를 보존， 강화하는 기존의 농 

업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짜르 니콜라이 

2세와 보수적인 고위 관료들은 독립자영농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여 

전히 농민공동체에 집착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급속히 변화된 중요한 계기는 

1905년 혁명 때에， 특히 10월 선언 직후에 급격히 확산된 농민소요였다. 이제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펼요성을 인식하였고， 비테 정부는 귀족 토 

지의 강제적 수용을 제안하는 쿠틀레르 법안과 함께， 농민의 토지보유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가 쿠틀레르 법안 

에 단호히 반대했던 반면에 농민의 토지보유 체제의 개선에는 동의하였고， 비 

테 정부는 그런 방향의 구체적인 법안을 곧바로 마련하였지만 국가평의회의 

반대로 두마 소집 이전에 설행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렇듯 스툴리핀은 ‘스 

툴리핀 농업개혁’이 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결정되는 데에 어떤 결정적 

인 역할도 하지 못했다 다만 스툴리핀은 오래 전부터 독립자영농 육성의 필 

요성을 인식해왔고， 내무대신이 된 이후에는 새로 결정된 농업정책을 국가기 

본법 87조에 의해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두마의 승인을 얻기 위해 두마 

선거법을 불법으로 개정하는 6.3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렇게 스툴리핀은 새로 

운 농업정책을 자신의 강력한 권위와 불굴의 의지로 뒷받침했는데， 그는 독립 

자영농 경영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농민의 복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위대한 러 

시아’의 건설을 약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정책을 국내정책의 중 

심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농업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104) c. M. CHlleJJbHHKoB (l 973) , c c.1 67-9. 



302 러시아연구 제 12권 재 1 호 

드러난 것처럼， 정부와 지주귀족들 사이에서 농업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입 

장 차이가 존재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농 

업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스툴리핀의 농업개혁도 정치적 고 

려에 의해 왜곡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글은 스툴리핀 농업개혁의 전사(前史)와 스툴리핀의 농업개혁사상 

을 검토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여전히 스툴리핀 농업개혁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 

지 않은 채 남겨놓았고 이는 필자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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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option of New Agrarian Policy and 

P.A. Stolypin ’s Thought of Agrarian Reform 

Park, Sang-Chul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γ 

agrarian crises forced Russian government to reexamine its previous 

agrarian policy that had mainly reinforced peasant communities 

Accordingly Russian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agrarian 

policy which would be later materialized by the Stolypin agrarian reform. 

However, Tsar Nicolas II and conservative higher officials were still 

obssesed with preserving peasant communities, while reckoning the 

economic priority of farmers(khutoriane). Their attitude was fundamentally 

changed after extensive peasant uprisings ensued by the Revolution of 

1905, especially after the October manifest. The Witte government prepared 

for measures to improve peasants' land tenure system, along with the 

Kutler project that proposed a forced appropriation of lands of nobility. 

Nicolas II resolutely opposed the Kutler project while accepting provlslOns 

for improving peasants' land tenure system. The Witte government 

immediately submitted a provls lOn to the State Council that allowed 

peasants to retreat from their communities, but did not succeed in 

legalizing the new agrarian policy due to a strong opposition from the 

State Council. 1n sum, Stolypin did not play a decisive role in adopting the 

new agrarian policy, later known as "Stolypin's agrarian reform". 

Stolypin had thought it essential to cultivate farmers(khutoriane) long 

before becoming Minister of 1nterior. As Minister of 1nterior, Stolypin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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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xecuted the new agrarian policy according to Article 87 of State 

Fundamental Law, but also led the June 3 coup d ’etat in order to revise 

the election law of State Duma. He propelled the new agrarian policy with 

authority and resolution,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s was compatible with human nature and that it would 

306 

his 

improve wellbeing of peasants. He also tried to make the new policy a 

central axis of his domestic policies, because he had no doubt that it 

would provide his country with a strong socio-economic basis of the new 

political system and promise "Great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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