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러시아 사회계층화 요인의 변화 및 

학력에 의한 계층화 현상* 

최 우 익** 

시장개혁기의 현대 러시아 사회는 과도 상태에 처해 있다. 사실 국민들 앞 

에 처음 예고 없이 등장한 시장경제와 이에 따른 급속한 개혁조치들은 그들 

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에야 비로소 러시아 국민들은 차츰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과도적 러시아 사회의 모습에서 주목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국민들 다수는 극히 일부의 권력 엘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는 크게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종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사회 집단들조차 분열되고 재편되어 기존의 정 

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경제의 정체성을 깨고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이것은 소비에트 

시대의 소수 엘리트와 다수 국민 간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역전시킬 수 있 

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도 이러한 불평둥한 사회구조는 계속 이어지 

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시장경제에 국민들 다수가 초기 

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었고， 특히 소비에트 시대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역 

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중간계층의 미성숙에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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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있다고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 엘리 

트는 정치， 경제적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었지만(물론 자신들 내부의 권력다툼 

이나 세력재편과 동시에) 다른 사회집단이나 사회계층들은 이에 적극적이지 

도 못했고， 심지어 이에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경제에서 이에 기초한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고 기존 사회계층들의 적응이 일 

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과거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지 

속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과거 평등사회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던 사회주의 이 데올로 

기 종주국 러시아에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졌고 또한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는 과연 과거 사회계층구조의 틀은 어떠하였으며 불평등은 어떠한 기제로 유 

지되었는가， 그리고 각 개별적인 사회계층들의 위상과 특징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계층구조의 성격이 

시장개혁 과정에서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까지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소비에 

트 시대로부터 시장개혁기까지 양 시대의 사회계층화 현상과 구조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규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사 

회계층화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계층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란 궁극 

적으로 각 시기의 사회가 어먼 성격의 사회인지(소비에트 시대는 국가와의 

관계가， 시장개헥기에서는 시장과의 관계가 보다 중점이 되는 사회)를 추적하 

면서， 각 사회 계층과 집단이 어떠한 범주와 기준들로 구분될 수 있는지， 즉 

그들을 가르고 구분하는 사회 계층화(혹은 집단화)의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회계층화 현상 

이나 구조의 모습에 대하여 그것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중섬 속을 파헤쳐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고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학력 

(혹은 교육수준)이 라는 요소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 사실 학력 은 자본주의 사 

회의 계급 및 계층의 귀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또한 시장개혁 

기의 러시아 사회의 계층화 현상에서 역시 학력은 많은 영향을 주는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그 사 

람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의 수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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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다른 사회집단으로의 귀속을 결과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장개혁이 시작된 초기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 

다. 만약 기존의 소비에트 사회의 교육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활용되지 않았 

었다고 가정한다면 1990년대 개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타난 학력 혹은 교 

육수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회계층화 현상은 이해하기 곤란 

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학력이 소비에트 시대와 시장개혁기의 체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 연속된 불평등한 사회계층화 현상에 중대 

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고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향후 수행할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현상과 사회계층구조 분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특히 지역연구)를 대비하여 이 

론적 관점의 정럽을 위해 첫 준비단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본 고의 많은 구성 부분은 기존 학자들의 견해 및 문헌들의 분석 및 비판적 

고찰에 할애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적인 내용보다는 논리적인 맥락에， 그리 

고 미시적 수준보다는 거시적 수준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인 논문 

으로서 한계를 지닐 수 있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첫 단계로서 

의의를 갖는 것이며， 차후에는 경험적 연구를 거쳐 종국에는 러시아 사회계층 

론에 대한 본 연구자의 독자적인 관점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2장에서는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 

계층화 현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형성과정과 성격에 대해 기숭하고 있는 

데，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에 대해 본 고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소비에트 시대와 시장개혁기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요인과 구조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부가하고 있고， 4장에서 

는 현대 러시아에서 이미 불평등한 사회계층화 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이라는 요소가 과거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어떠한 위치와 특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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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에트시대부터 시장개혁기까지 러시아 사회계층화 현 

상의 과정 

본 장에서는 제정 러시아 이후 소비에트 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사회계 

층화 현상의 주요 흐름과 특정들에 대해 고찰하고， 또한 이러한 사회 구조가 

1990년대 이후 시장개혁기에 들어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정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본다면， 수백 

년간 봉건제 사회를 유지해 왔던 러시아에 자본주의적 성격이 농업과 공업에 

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수준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게다가 1861년의 농노해방과 1890년대의 

산업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의 러시아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인 생활은 

절망적일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상 

황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 성장이 낡고 경직된 질서에 

의해 방해 받고 있다는 인식은 어떠한 혁명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되었고， 결국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을 낳았다.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시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 기간을 거쳐 

러시아 사회는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 낡은 사회집단의 퇴거와 몽락 그리고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과 형성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먼저 1917 

년 10월 혁명은 공산당을 권력 집단으로 부상시킨 반면에 기존의 모든 사회 

계급과 계층의 붕괴와 재편을 초래했다. 여러 세기 동안 러시아 사회의 지배 

집단으로 군림해온 지주 계급은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 급속히 사라졌으 

며 농민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산업， 상업계의 상층 

자본가 계급도 볼셰비키의 국유화 조치에 의해 제거되었다. 도시의 중간층 및 

쁘띠부르조아와 농촌의 중·소 자영농은 신경제정책 기간 동안 잠시 호황을 

맞이했지만， 이들도 5개년 계획경제의 실시와 더불어 마침내 붕괴되었다. 귀 

족이 오랜 세월 러시아 사회를 지배해온 반면 자본가 계급은 제대로 자라기 

도 전에 싹이 잘려나갔다. 그 대신 새로운 볼셰비키와 당시는 아직 소수였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혁명가 집단이 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고l) ， 

1) 당시 노동자들은 당의 간부， 적군장교， 심지어는 집단농장의 조직책의 역할까지 담 

당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동자들은 속성훈련을 통해 기술 



러시아 사회채층화 요인의 변화 및 학력에 의한 계층화 현상 365 

1930년대에는 집단농장원과 새로운 농촌 출신의 대규모 노동자 계급이 형성 

되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급속히 추구되었는바， 자원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볼가강과 우랄산맥을 지나 서부에서 동부로의 인구 이동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그리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농촌사회의 축소와 

도시 및 산업사회의 확대는 수백 년간 이어온 러시아 사회의 전통적 모습을 

급속히 바꾸어 갔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산업화의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공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고 수공업 기 

술이 신속히 대체됨에 따라 작업장과 주거장소는 분리되기 시작한다. 농촌과 

같은 촌락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직업간의 상호의존성과 의사소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비인간적이고 복잡한 위계체계가 생기며 그 체계 속에서 개인의 인격 

은 이제 그의 직업이나 소득 등과 동일시되어진다. 이웃과 친척들이 서로 도 

우며 살아가던 전통적 유대감은 사라지고 반면에 시장경제 본래의 경쟁과 효 

율， 그리고 갈등에 기초한 사회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안정을 확 

보하기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도 장기간 전통적 관계의 모습들 

(가족관계， 친고관계(동향， 직장， 학교 등) )이 잔존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농민의 도시이주와 노동자화 

의 추진이 너무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이들에게서 농민공동체적 의식과 관계 

가 금방 단절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농촌에서 막 

이주한 노동자들은 공장을 고향에 있었던 공동체의 대체물로， 그리고 노동조 

합은 노동자들에 게 있어 서 하나의 상호부조회 정 도로 여 기 기 도 했다.2) 

교육을 이수했고 고등교육기관 등 어디에서나 우선권을 누렸다. 노동자 출신 집단 

의 급속한 사회적 지위상승은 구체제의 정적인 사회질서와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 

인 현상이었다. 소비에트 시대의 지도급 인사 중 다수가 이러한 지위향상의 혜택 

을 입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2) 기업은 노동자에게 일터와 주거시섣은 물론 직업훈련학교， 유홍장， 약국 등의 복지 
시설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편의와 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의 집단성이 촌 

락의 규범을 대신하게 된다 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구에 속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회적 위계체계 내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정해주는 명함을 가지는 것 

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시대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르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바질 께르블레(1988) ~오늘의 소련사회~ , 최재현 역， 창작과비평사， 73-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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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새로운 집단적 공동체로 등장한 기업 혹은 공장 내의 작업장 모습 

을 살펴보면， 그것은 주로 숙련도에 따라 분화되곤 했는데， 소비에트 시대 전 

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그 비율은 육체노동자가 84%(이 중 60%는 숙련공， 

40%는 비숙련노동자)， 단순사무직이 4%, 감독 지위(기사， 기능사， 작업반장 

등)가 12%인 것으로 나누어지며， 위계상으로는 작업장의 노동자 위에 감독 

(작업반장)이 있고 다시 그 위에는 기사 및 관리자， 그리고 그 다음 정상에는 

경영자(디렉또르)가 위치해 있다. 또한 연령별로도 분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숙 

련노동자들 중에는 젊은이들이 특히 많았고(평균 8.7년의 교육)， 이에 반하여 

미숙련노동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평균 나이는 46세이며， 

학력은 5-6년 정도)(바질 께르블레 1988, 270-273). 

또한 소비에트 전 시기에 걸쳐 성별로도 노동자들이 분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성들로 하여금 

집과 가깝거나 근무일이 적은 직장을 선호하게 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반복적인 작업을 택하였으며， 남성들은 출세 기회의 여부를 크게 중요시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았다.3) 

이와 같이 노동자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계층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층화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일반 노동자들과 아주 구 

분되는 집단이 존재했다. 그들은 바로 공산당원이나 노조 간부， 그리고 경영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당원들과 노조 간부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노동자들 

로 하여금 주어진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있 

었다. 이들 활동가들은 직업적 위계체계와 나란히 정치적 위계체계를 구성하 

며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영웅적 노동자， 개혁가， 엘리트 

등으로 불리며， 자신의 업적과 빠른 승진에 따르는 물질적 편의와 명성을 향 

유하였다. 

반면에 노동자 계급의 교육 수준과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하층 노동자나 미숙련 노동자들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서 

내세우는 ‘주인공’ 만큼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의 다수는 여전히 농촌 출신의 도시 첫 세대였으며 여전히 농민적인 성향 

과 그리고 농촌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3) 소비에트 시대 여성노동의 일반적 특정에 대해서는 최우익 (1999) r 현대 러시아의 

여성 노동과 기업가 활동J，사회과학연구J ， 제8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9-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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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에트 시대 전반에 걸쳐 점점 위상이 축소되어 가던 농촌에서도 

역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농촌공동체인 집단농장은 1929년 12월 

본격적인 집단화정책을 실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는 16세 이 

상이 된 사람은 모두 집단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권리 그 이 

상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집단농장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 

을 수 있고 또 자신의 나이와 성 그리고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농촌공동체처럼 집단농장은 모든 개인을 보살 

펴준다고 할 수 있었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사회는 여전히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과거의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위계질서와 행동양식이 농촌사회에서도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 농촌사회에서는 귀족과 상인 그리고 성직자 등과 같은 지 

배세력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혁명과 더불어 또는 신경제정책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세력이 등장하였다. 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은 지역 당서기이고 그 다음에는 차례로 집단 농장의 위원장， 국 

영농장의 경영책임자， 인민의회 위원장， 그리고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 편 

제되어 있는 당세포조직의 비서 등과 같은 사람들 이었다찌 

소비에트 정권 초기에는 이와 같은 지도급 인사들이 되려면 지도력과 당에 

대한 충성심만이 요구되었다(전쟁참여 노동자출신 등도 선발기준) . 그러나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는 집단농장이 최신 기계를 갖춘 하나의 거대한 기업 

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 

작하였다.5) 

하지만 그 밖의 거의 모든 농민들은 여전히 전문화되지 못했다. 게다가 영 

농의 기계화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따라서 농촌 

사회는 여전히 남성 우위적 성향을 보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형성된 독특한 사회집단으로서는 노멘끌라뚜라를 꼽지 않 

을 수 없다. 어원상 고위관리직 명부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뾰뜨르 대제 

4) 소비에트 농촌의 사회제도나 구성에 대해서는 하정수(1991)， 61-64쪽 참조， 

5) 1970년에는 집단농장 위원장이 3만 5천 명 있었는데 이들 중 7000명이 쁘락찌끼(정 

규교육을 받지 않고 실무분야에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가 된 사람)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된 사람들이었다(이는 1950년도 

당시 전문 기술인력의 비중이 2.6%에 불과했었던 것에 비하여 매우 대조적). 이에 

대해서는 바절 께르블레 (1988) ， 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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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신분목록과 유사한 것이었다. 노멘끌라뚜라에 속하게 되는 직위들은 

당이나 정부의 공천에 의해 지명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의 여러 계층이나 

집단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등은 유일한 고용주인 국가가 

결정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엘리트는 지명에 의해 충원되 

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제에 입각한 임명권이 지배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지배체계에서는 정치권력이 있으면 공유재산 

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중요한 독립변수가 된 

다. 무엇보다도 사회체계의 변동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적 세력의 역동적 역할 

은 소련사회의 본질적 모습이었다. 

특히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은 행정 및 기술요원 수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 

으며， 이들은 대개 기존의 당 및 정부 관료와 함께 소련의 지도계급을 이루었 

다. 또한 정화되어 새 체제로 통합된 과학자， 작가， 예술가， 교수 등의 지식인 

은 특권층의 대표적 구성원이 되었으며 육군 및 해군 장교와 그들의 가족도 

또한 특권층에 포함되었다.6) 역설적이지만 이들은 서방자본주의 사회의 특권 

층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대중에 비해 더 큰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다.7) 앞서 

언급한 노동자나 집단농장원의 지도적 집단은 사실상 각 해당 범주의 집단에 

속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지배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구조는 시장개혁기에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90년대에 들어와 정치 · 경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사회 계 

층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사회 집단의 새로운 형성에 영 

향을 준 몇몇 과정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는바 그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에 따른 강력한 사적 경제 부문의 형성이다. 

둘째로는 여러 국민 집단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진 경제 위기이다. 이 과 

6) 노멘끌라뚜라의 양적 규모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1977년 1600만명의 당원중 4%인 65만 명을 노벤끌라뚜 

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약 50만 명에서 200만 명까 

지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가족의 수까지 합한다면 이들은 약 150만 

명에서 약 500만 명까지로 추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최 

우 익 (2002), 95-97쪽 참조 
7) 로이 메드베제프(1998)는 최고경영진과 그 회사의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10대 1, 

혹은 20대 1 심지어는 50대 1 정도로까지 차이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국가 
에서 제공되는 실칠적 편익이나 의료혜택， 휴일 등을 고려하면 이들 간의 차이는 

100대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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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각의 발전은 사회 세력 배치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회 집단 

과 계층의 발생을 촉진시키며， 전체적으로 사회 계급 · 계층 구조의 질적인 변 

화를 야기했다.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 

의 구조적 재건과， 이로 인한 가격 자유화와 사유화 정책에 따라 형성된 사적 

경제 부문의 창출은 사회 계층화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무엇보다도 새로운 

비즈니스 계층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왔다. 시장경제의 사적 부문에 종사하는 

비즈니스 계층의 내부 집단은 기업가， 자영업자， 반기업가， 매니저 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1994년 1단계 바우처 사유화가 종료된 후 1995년 무렵에 이 

미 이들의 총 규모가 전 국민의 11.5%(3acJlaBcKa51 1995, 6)에 달하게 된다. 

또한 시장경제의 주도적 집단인 비즈니스 계층의 확대와 함께 사적 부문의 

취업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비에트 시대 때 전 국민의 약 90%가 

국영 및 공영 혹은 공공 사회조직 부문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4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대로 60%가 넘는 국민이 적어 

도 국영과 사적 부문이 혼합된 분야거나 완전 사적 부문， 혹은 외국 합작 부 

문에 취업해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 부문이 축 

소되고 사적 경제 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8) 

또한 사적 부문의 형성은 비즈니스 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사회 계층을 분화시키고 재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노 

동자와 같은 소비에트 사회의 대중적 집단은 오늘날 일련의 개별적인 집단으 

로 분열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틀어 사적 부문의 상엽적인 건축 회사의 노 

동자와 여전히 대부분이 국영으로 남아 있는 군산복합체의 노동자들을 비교 

해 보면 그들의 입장과 심리는 다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립하기도 한 

다. 게다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숙련노동의 차이보다 시장경제의 조건에서는 

수입 수준의 차이가 더욱 의미있는 것이 된다. 농업 종사자들은 외양상으로 

동일한 농민이면서도， 한편의 농민들은 자영농의 위치에서 다른 자영농들과 

연대하여 판매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집단농 

장을 사설 회사로 개조하여 합동 소유주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단순히 새 

로운 사회 집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범주와 소유권 유무에 

따른 아주 복잡하게 재분류된 사회 집단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8) r 러시아 통계연감(rOCKOMCTaT Pocc째 199% , 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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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사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 

소는 국민들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보호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임금 및 

연금의 상대적 하락 및 실업률의 증대 등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생 

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물질적 상태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1998 

년 8월의 모라토리움 선언 파동 이후 국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지만， 그 이전의 개혁 과정상에서도 이미 이러한 위기는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물질적 상태에 대해 시장개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5-10%에 달 

하는 국민들만이 만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9) 

한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도 국민들의 경제적 위기의 또 한 측면이다. 소 

비에트 시대의 1970년부터 1990년의 기간에 수입 수준의 상위 20% 국민이 

차지하는 총 수입양의 비율은 약 1/3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1/2을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층위의 국민들 수입은 소비에트 시대 때는 

일정정도 자신의 비율을 지키다가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로 들어와서는 전체 

적으로 하락했으며 하위 층위로 내려갈수록 그들이 차지하는 총수입양의 비 

율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수입수준의 상위 20%와 나머지 층간의 빈 

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199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개혁의 결과 야기된 국민들의 경제적 위 

기의식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도는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최악에 달했 

지만， 2000년대로 들어와 최근의 상대적인 경제적 성장 속에서는 개선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물질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포함한 긍정적인 평가는 1998년대 9월에 30%남짓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 가 

서는 60%에 탈하게 된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동기간에 약 65%에서 약 

40%로 줄어틀어 역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년간의 사회변화에 대 

한 적응도’에서도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1999년 8월 

에는 65%이었지만， 1년 후인 2000년 8월에는 약 54%로 축소되었다(최우익 

2002, 214-215).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9) 러시아 국민들의 시장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최우익 (2002) r 현 

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 형성에 대한 연구: 비즈니스 엘리트 기원과 형성과정 

및 발전 전망J ，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 1 호. 91-120쪽 참조 

10) ~러시아 통계연감 (rOC I<OMC TaT POCCHH 1999)~.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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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시장 

경제체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지 

만， 적어도 더 이상 시장경제가 러시아 사회에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차츰 중 

심적인 체제로 변화해 가는 방향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개혁기의 러시아 사회는 사적부문의 비즈니스 계층을 중심 

으로 새로운 사회계층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전적 수입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다수의 국민이 아직 이에 적응하 

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경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보유하 

고 더 나아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이 형성되 

고 있는 것이다 11) 

3. 소비에트시대와 시장개혁기 러시아 사회의 계층화 요인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소비에트시대부터 시장개혁기까지 나타난 사회계 

층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 시대의 사회계층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 시대에 대한 사회계층구조와 계층화 요인에 대해서 

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바， 본 고에서는 이러한 연 

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1960년대 후반부터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교조주의적 해석 12)으로부터 차츰 

탈피하기 시작한 러시아 사회학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을 추구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계급 · 계층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 

라서 소비에트 시대의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연구들이 

1970-80년대에 걸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연구 성과들은 1980년대 후반 

과 1990년대 전반에 가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 

존 러시아 학자들13)의 대표적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과도적 시장개혁체제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간계층의 형성과 한 

계에 대해서는 김우승(2003) r 러시아 중간계급 형성의 문제 J (한국슬라브학회 2003 
년 제 1차 정기논문발표회)， 23-45쪽 참조 

12) 소비에트 시대의 교조적 계급 및 계층 이론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PblBKHHa 

(1989) 3KOHOMH'leCKaJl COIÆHOJIOrHJf H nepeCTpoltK8, M. , C. 72 참조. 
13) 과거 소비에트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아르쥬난(1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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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슬랍스까야(T. H. 3aCRaBCKa~)는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계층화의 요인으로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요하게 꼽았다. 

제일 첫번째로 고려되는 기준은 직업적 직무상의 지위 (npo~eCCHOHaRbHO

nOR%HOCTHOR CTaTYC)이다. 즉，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 

는가’라는 문제이다. 소비에트 사회에서 이 지위는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획 

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의 양， 소속 사회 집단 둥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두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사회적 노동 조직 (COl.\HanbHo-TPynoBa~ CTpYKTypa) 

의 문제이다. 즉， 사회적 노동 조직이 노동 집단들과 그 밖의 기능(예를 들어， 

교육이나 군사)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부여된 각각의 역할에 따라 기능과 형성이 구분 

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연방의 사회적 노동 조직의 특수성에 의해， 그 

리고 여러 분야와 부서에서 노동집단들의 생활 및 활동의 조건이 세세히 분 

화되어 있는 소연방의 상황에 의해 이 사실은 소연방체제의 주요한 특징인 

것이다.14) 

이와 같이 사회계층화의 요인으로서 ‘그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일하는가’ 등 

의 기준들을 고려하면서 1990년대 초반의 저작(3aCRaBCKa~ 1993, 3-4)에서 자 

슬랍스까야는 개혁 이전의 소비에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가장 큰 

범주의 네 가지 기본적 집단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즉， 이 집단들은 

1) 지 배 계급(‘노벤팔라뚜라(HOMeHKRaTypa)’)， 

2) 관리 집단과 일부의 인텔리겐차를 포함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중간 계급 
(cpenHHR KRacc), 

3) ‘피고용 근로자들’， 즉 노동자， 집단농장원， 중·저 수준의 숙련도를 지닌 
인텔리겐차로 이루어진 하층 계급(HH3m뼈 KRacc), 

4) ‘사회적 밑바닥층(COUHaRbHoe nH이’이다. 

ApTIOHaH) , 고르돈(11. A. rOPlIOH) , 자슬랍스까야(T. H. 3acJlasc l<a.sl), 끌로뽀프(3. B. 

KJlonos), 나지모바(A. K. Ha3HMOSa), 라다예프(B. B. PalIaes), 뢰프끼나(P. B. PblSKHHa), 
슈까라딴(0. H. WKapaTaH)과 같은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14) 그밖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들로는 가족경제조직 (ceMeAHO-X03 .s1AcTSeHHa.sl CTpy

KTypa), 사회 적 지 역 하부조직 (COUHaJlbHO-TeppHTOpHaJlbHa.sl nOlIcTpYKTypa), 인종인구 
학적 하부조직 (3THOlIeMorpa빼qeCKa.sl nOlIcTpYKTypa) 둥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경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동을 야기하며， 결국 소비에트 사회를 평등 

한 관계가 아닌 불평둥한 관계의 사회 집단들로 구성하였다(3aC JlaSCKa.sl 1991, 
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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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슈까라딴(0. H. WKapaTaH)과 라다예프(B. B. Pa.llaeB)의 소비에트 사회계 

층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원칙적으로 다른 이론적 전제에 서있다. 즉， 슈까라 

딴과 라다예프는 경제적 계급이 아닌 신분 구조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의 

‘봉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한 형태의 사회들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주로 다양한 수준의 수입에서가 아니라 생활상의 지위와 특권에서 나타난다. 

특정한 분야들에서나 혹은 종합적인 특혜를 자신의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대기업들에서는 신분 구조적인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다. 신분 구조 

내부에는 비금전적인 상호 의무 시스템(보호 체계나 가족적 일가와 유사한 

체계)이 형성되어 있다. 

슈까라딴과 라다예프는 소비에트 사회를 비계급적 국가소유주의 사회 

(HeKnaCCOBoe 3TaKpa깨qeCKOe OÕ~eCTBO)로 명 명 하며 , 이 러 한 사회 에 서 그들은 

‘권력의 분배’를 사회계층화 요인의 기본적인 지표로 삼고 있다(Pa.llaeB ， WKa

paTaH 1996, 268-269). 이들에 따르면， 국가소유주의 사회의 현실적인 계층 시 

스템을 형성하는 공식적인 서열은 상속된 서열과 획득된 서열로 구분되며， 그 

리고 후자는 일의 위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서열(nepCOHanbHbI때 paHr)과 단체적 

인 서열 (KopnopaTHBHbI~ paHr; 조합적인 서열)로 다시 나누어진다. 개인적 서열 

과 단체적 서열은 그 사람의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물 

질적 특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특권의 행사는 소비에트 사회의 단체적 

성격(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회 집단 사이의 관계는 많은 점에서 단체적 주체 

의 상호행위에 의해 대행된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각 단체 내부에는 자신의 

계층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내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1) 권력도 가지고 있고 특권도 가지고 있는 관리 계층(ynpaBmllOI따뻐 cno까)， 

2) 권력은 없지만， 일정한 이득을 얻기에 충분한 권리를 지난 실행자 계층 

(cno~ nonHonpaBH“X HcnonHHTene~) ， 

3) 권력도， 이득도 가지지 못한 벼특권적 설행자 계층(cno꺼 HenpHBHnerH

pOBaHHbIX HcnonHHTene~) 이 다(Pa.llaeB ， WKapaTaH 1996, 273-277) 

이러한 위계의 합법화는 부권주의 체계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체계에서 

“지배 계층은 아주 묵직한 특권을 가지면서 실행자들의 노동 기여도와 상관 

없이 최소한 그들의 생존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 그러한 부권주의적 교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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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숙련된 일부의 중간 계층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결 

국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 분화의 재생산은 자신의 특권의 

차이를 결정하는 개인적 단체적 서열의 차이에 기초한 불균형적인 사회적 교 

환의 형 태를 띤다(PaLlaeB ， mI< apaTaH 1996, 280-282)."15) 

위에 제시된 방법론들에서 자슬랍스까야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바로 불 

평등한 경제 관계에서 기언한다고 보면서， 이 원인의 발생을 ‘어떤 직위로 어 

느 노동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가’등의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찾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은 소비에트 사회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아주 주 

요한 경제적 불평등 관계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슈까라딴은 소비 

에트 사회를 ‘비계급적 국가소유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한 계급 관계는 일차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국가의 체계’에서 권력과 특권을 표시하는 신분이나 직위가 가장 

중심적인 계층화의 기제이며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결정되 

는 것이다. 

양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계층화를 규명하는 

경로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슬랍스까야는 사회 불평등을 경제 

적 불평등 관계로부터 찾고 있는 바， 이것은 마르크스적 전통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슈까라딴은 경제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15)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한 일린 (B. H. 써bHH)은 소연방에 존재하는 사회-경제 시 

스템을 국가사회주의 (íOCYJlapCTBeHH뻐 CO뻐a재3M)로 특징지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는 생산의 전체적 국유화의 결과 계급 구조(KnaCCOBa~ CTPYKTypa)가 사라지고， 그 

장소에는 모든 국민이 단일한 국가의 종사자로 되어 있는 신분-계층 구조(cocnOB

HocnoeBa~ CTPYKTypa)가 나타난다. 또한 일린이 강조하는 것처럼 국가사회주의의 

조건에서는 직무상의 계층화(npolþeccHoHanbHO-OTpacneBa~ CTpaT빼HKa때~)와 사회 

부문상의 계층화(COUHanbHO-OTpacneBa껴 CTpaT빼HKaUH~)가 합성된다， 서로서로 얽혀 

진 채 그들은 일정한 본질적 특정(즉， 사회적 노동 분화의 체계에서의 위치， 수입 

의 크기와 특정， 교육 수준과 형태， 사회적 심리의 특수성 등등)의 종합 세트를 보 

유한 일련의 층을 형성한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권력의 범주(직무상의 계층화)에 

따라 나누어 지 게 된 사회 부문적 공통성 이 다(HnbHH 1991. 202-204). 이 외 에 도 이 와 
유사한 다른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방법론으로써， 안드례예프(c. AHJlPeeB)가 소연 

방 사회 계급·계층 구조를 두개의 기본적 계급인 엘리트(노멘끌라뚜라)와 비엘리트 

계층으로 나누어진 신분적 위계 구조(cocnOBHO-HepapXI씨eCKa~ CTPYKTypa)로 보는 

관점 이 있다(AHJlpeeB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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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평등이 권력의 소유 정도를 표시하는 지위(직위 혹은 신분)로부터 기 

인한다고 하는 바， 이것은 또한 베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관계이건 권력 관계이건 직무상 

의 지위 (np때eCCHOHaRbHo-nOR*HOCTHOß CTaTYC)를 불평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자슬랍스까야나 슈까라딴 모두 소속(단체， 조합 

등)을 사회계층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는 점도 유사하다. 사실상 소비에트 

의 현실 속에서 경제 관계와 권력 관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나타난다. 경제 관계에서 최고의 직무상의 지위를 가진 자는 이미 

최고의 권력을 보유한 자이며， 권력 관계에서 최고의 직무상의 지위를 가진 

자는 경제에 대한 관리권과 나아가 많은 부의 획득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따 

라서 양 방법론이 ‘직무상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모든 불평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는 데에 동의한다면， 나머지 문제 즉， 불평등이 경제적 관계 

의 ‘지위’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인지 권력적 관계의 ‘지위’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인 지의 문제는 부차적인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시장개혁기에 러시아 사회는 심각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 정치 및 경제 영 

역에서의 격변과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 및 기존의 각 사회 집단과 구성원의 

지위는 몇 해 동안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과거에 동일한 직업 

및 지위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꾸어 놓았 

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러시아 학자들이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 

급·계층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시도했다17) 

16)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입장들이 존재하 
고 있다， 193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모텔， 1960-70년대 이후 

로는 성숙한 산업사회모넬이 적용되기도 하며， 스탈린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전 

체주의를 소비에트 체제의 전반적인 주요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를 국가사회주의체제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적인 성격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는 봉건 사회적 특정으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규명 

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7)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층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소비에트 사회의 주요 연 
구자들이었던 자슬랍스까야， 슈까라딴， 라다예프와 더불어 벨랴예바(JI ， A, 5eJIlIesa) , 
골렌꼬바(3 ， T, rOJIeHI<Osa), 이기뜨하난(E ， ll, 11대TxaHlI H) ， 라뻔 (H， 11, JIamlH), 스따리 
꼬프(E ， H, CTaPHI<OS), 찌호노바(H， E, THxoHosa), 체르늬슈(M， φ ， lIepH뻐) 등의 학자들 

을 대표적 연구자들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과거와 현대의 사회계층 

구조와 계층화 과정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에 할애되고 있다. 또한 연구는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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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소비에트 사회계층구조는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에 필요한 현실적 

인 노동력 가치와 노동시장에서의 우월한 경쟁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적 소유자로서의 경험이나 교육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은 시장 

경제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아주 새로운 사회계층구조가 출현 

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자슬랍스까야는 새로운 계급화 현상의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정들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 계급·계층 구조의 형성과 개조 과정이 자율화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나고 낡은 사회 집단이 사라지며 새로운 사 

회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위 상숭의 통로가 열렸고， 수평적 수 

직적 이동이 증대되었다. 

둘째， 교육과 숙련도에 대한 사회적 위신과 힘이 증가했고，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대규모의 지역적 공통성이 유지되었던 각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 

적 지역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회적 지위의 성분에 대한 

비교우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소비에트 사회의 계층화에서는 권력과 관 

리 체계의 위치와 연관된 행정적 직위의 범주가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오늘날 

은 소유와 수입의 범주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3aC JlaBCKa.ll 1996b, 18) 
소비에트 시대와 비교하여 시장개혁기의 사회계층화 요인에서 나타나는 가 

장 큰 변화는 바로 위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지위와 소 

속’이 아닌 ‘소유와 수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 시대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체제 자체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슬랍스까야는 다음과 같은 시장개혁기의 

주요 사회계층과 구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1) 정치·경제 엘리트 

2) ‘중간 상위(혹은 중상)’ 계층: 대·중규모 회사의 소유자들이며， 대부분 자 
기 회사의 관리자들이다(혹은 적어도 중간 정도의 관리자들). 

3) ‘중간’ 계층: 소기업가， 반기업가， 다양한 기업의 매니저， 비즈니스 전문 

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의해， 혹은 때로는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며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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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급 인텔리겐차， 노동자 엘리트，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하세계(마피아 같 

은)의 종사자들이다. 

4) ‘기본’ 계층: 숙련된 수행 노동에 종사하며， 주로 국영 경제 부문에 종사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5) ‘하층’ 계층: 가장 떨어지는 직업적 숙련도와 노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 

며， 가장 빈곤하다. 

6) 사회적 밑바닥 층18) 

한편 슈까라딴(0. H. lliKapaTaH)과 라다예프(B. B. Pa.llaeB)는 현대 러시아의 

사회계층화 연구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들은 소비에 

트 체제의 ‘낡은’ 계층 모텔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와 현대 러시아 사회에 대 

한 부족한 통계 연구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 결과들은 

예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에서 사회계층화의 낡은 형태로부터 새로운 형태로의 

이전이 진화적이고 점진적인 전화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 

제구조와 직업구성의 변화 속에서 복잡한 사회적 수평 및 수직 이동이 전개 

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회집단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Pa.llaeB ， WKapaTaH 

1996, 311) 

슈까라딴과 라다예프의 견해에 따라 지적해보면 먼저 언텔리겐차는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영향력 있는 중립적인 특정 조 

직으로서의 특징은 사라지고 사이비 전문가틀이나 혹은 낙오된 낮은 사회 계 

층으로 분열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지식계급이 아닌 중소기업가들의 계층으 

로 이제 이들은 변신하고 있다. 한편 사적 기업가 계층의 형성은 반대급부로 

노동자 계급을 ‘사회의 주도 세력’이라는 관제 사이비 계급으로부터， 자신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주들과 투쟁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단결 

한 피고용 종사자로 변신시키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농 

민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개인 차원의 부업 

에 대한 과거의 제한이 사라졌고， 한편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술자 및 비료 생산자와 관계를 맺 

18) 각 계층의 비율은 1995년 말， ‘상층 중위’가 1.4%, ‘중간’이 28.3%, ‘기본’이 64.3%, 
‘하부’가 6%이 다 (3aCJlaSCKa51 1996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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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자영농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과 사회 집단의 위치가 국가 권력 구조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중 

앙집중화된 자원 분배 시스템에 대한 근접 수준에 따라 정해졌던 위계 형태 

의 계층화로부터 문명 세계의 주요 형태인 계급적 계층화로의 이전은 아주 

빠르게 완수되고 있다. 권력 중심의 관계는 이제 사적 소유 중심의 관계로 대 

체되고 있다(PallaeB ， IIlKapaTaH 1996, 311-312) , 

이러한 슈까라딴과 라다예프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낙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들 

은 소비에트 사회를 권력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신분사회’의 성격을 

지닌 사회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하의 ‘자본주의 

적 계급사회’로 이행하는 모습이 마치 이들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기업가 계층， 노 

동자， 농민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되 

었다. 모호한 인텔리겐차도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슈까라딴과 라다예프에게는 문명 세계로의 진입 

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슈까라딴과 라다예프의 연구는 스스로 예비적이라고 전제한 만큼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폭넓고 통시적인 관 

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적 특수성에 대한 이들의 강조와 무분 

별한 서구 모델의 도입과 비교에 대한 경고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 

다 19)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각 학자들은 다 

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우선 자슬랍스까야는 풍부한 경 

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사회 구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소비 

에트 시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경제적 영역의 범주에 계속 초점을 

19) 자슬랍스까야， 슈까라딴과 라다예프의 연구 외에도 시장개혁기 러시아사회의 계층 
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시도하였는바， 예를 들어 자슬랍스까야 

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는 이기뜨하난(HnITXaH~H 1993), 레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루트케비치 (PyTKeBHY 1996), 네오마르크스주의 적 견해의 벨랴예바(6eJJ~eBa 1996)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들 연구의 의의는 오늘날 러시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많은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대 립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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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슈까라딴과 라다예프는 러시아 

의 사회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주의를 돌릴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경제 개혁 초기의 환상이 깨지고 러시아 

가 결코 서구식 경제발전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지 

금， 러시아적 특수성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4. 러시아 사회의 학력에 의한 계층화 현상 

앞에서 소비에트시대로부터 시장개혁기까지 사회계층화 현상의 변화를 추 

적하고 또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한 일련의 계층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양 

시대 모두 불평등한 사회계층구조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러 

시아 사회에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미 소비 

에트 시대부터 학력이라는 요소가 사회계층화 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인자 중의 하나였음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도 학력 

은 어떤 체제의 사회에서든 각 구성원을 일정한 사회집단으로 귀속시키는 데 

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력 외에도 수입， 권 

력， 위신 등도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하지만 학력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은 그것이 또한 사회적 수직이동의 주요 

통로라는 점에 있다. 학력 이외에도 수직이동의 통로에는 예를 들어 군대， 교 

회， 가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자들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임에 반해 

교육은 민주적 사회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 곳이다. 많은 나라 

에서 대학의 높은 경쟁률은 그만큼 교육이 빠르고 확실한 수직이동의 통로라 

는 증거이다. 과연 소비에트 사회에서 교육과정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학력 

은 어떠한 작용을 하였을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에트 사회는 신분적 조합적 성격이 강한 국가 

사회주의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체제 속에서 사회계층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자신의 신분(혹은 직위)과 조합(혹은 소속)의 위치를 스스 

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위와 소속은 상부로부 

터의 지명과 임명 등에 의해 정해졌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명과 임명은 어떠 

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을까? 만약 노벤끌라뚜라와 같은 상층조직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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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과 임명의 문제라면 그들이 지니는 대인관계나 정치권력에 대한 태도 

등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때) 그러나 상층조직으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 조 

건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각 구성원들의 직위와 소속의 결정에서 전제 조건 

은 소비에트 사회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때 많은 경우 ‘일정한 정도의(혹은 그 

에 적합한) 교육 수준의 충족’이었음을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 

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학력은 주요한 결정인자이자 기준이었 

다. 소비에트 사회에서 학력이 사회계층화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나아가 사회적 수직이동의 주요 통로)로 자리 잡게 된 몇 가지 역사적 

계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급속한 산업발전을 위해 소비에트 사회는 평등주의 정책이 아니라 불 

가피하게 능력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소련의 산업체계는 가장 발달된 선진국을 따라잡고 능가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이미 지나온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소련정권은 노동자화 된 

농민들을 공장에 유치하게 위해 산업혁명 초기단계의 기술들 - 분절화 된 노 

동과정， 테일러리즘 등 - 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평 

가와 승진의 기준은 생산량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활동성이 

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공산주의적 윤리의 근간인 단합정신， 협동의 미 

덕， 공평무사한 업무 등을 희생함으로써 경쟁을 고무하고 경제적 동기 유발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탈린의 정권 초기 몇 년 동안 표방했던 

평등주의는 1930년대 중반에 이미 막을 내렸고， 대신 능력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숙련노동자들의 사기고양을 위한 것이었다. 

소비에트 시대의 후반부인 브레즈네프 시대의 특별기업과 전통적 기업 간 

의 구분도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21) 전통적인 기 

업에서는 기술개발， 기계화 및 자동화가 점점 늦어지고， 특별한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의 집결지가 되어버렸다. 또한 노동자 계급 내 

에서의 계층 분화를 초래하여 특권층 노동자와 하층 노동자의 계층을 낳게 

20) 주요 간부들의 노멘끌라뚜라의 선출이나 도태에서 개인적인 관계들의 역할과 의 
미， 그리고 상급기관의 보호와 보증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AφaHaCHeφ (1997) KJlHeH 

TeJlH3M H poCCHHCKi1J1 rOCYDi1pCTBeHHOCTb, M. 참조 

21) 특별기업이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과 

국경 근방에 위치한 기업，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채굴·생산하는 기업， KGB와 

같은 국가기밀을 직접 처리하는 특수기관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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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별기업의 전문·숙련노동자는 보통기업의 최고 엔지니어보다 많은 

보수와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사회 내에서 배타적 이익 

집단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브레즈네프 체제 하에서는 특별기업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체제안정과 현상유지정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별기 

업을 사회적 이동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하고， 숙련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주 

는 정치적 목적에 교묘하게 활용하였다22) ， 이와 같이 소비에트 전 기간에 걸 

쳐 숙련 노동자(이들 중 다수는 중간급 관리자에 해당하기도 한다)에 대한 우 

대 정책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노동숙련도를 위한 전문성， 기능성 등의 확 

보는 다양한 고등교육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소비에트 사회가 형성되면서 급격한 계급 

및 계층의 재편성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사회 집단간 역학관계의 

차원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스탈린 시대에 도시의 중간층과 농촌의 자영 

농이 결국 제거되었는데 이들이 과연 순전히 구체제의 잔존물이고 제거되어 

야할 대상으로 단순히 소멸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할 펼요가 있다 

물론 쁘띠부르주아가 사회주의 이념에는 배치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 

이들의 형성은 수세기 동안 수탈당했던 농노들의 수직적 사회 이동의 한 결 

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현실적 욕망은 사회주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만으로는 아마도 결코 꺾기 힘든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볼셰비키는 

그 현실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욕망의 힘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힘을 

이용하여 노농동맹을 앞세운 신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 

는 데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스탈린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과 5개년 계획의 수립은 도시와 

농촌의 ‘잔존하고 있는’ 쁘띠부르주아를 해소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 과정이 

혁명 초기의 구체제 지배계급을 제거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무자비하 

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역사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과의 

일정부분의 타협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미 사라진 구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위계를 급속히 건설할 펼요성과 또 위에서 언급한 산업화의 달성이라 

는 목적을 충족시켜줄만한 사회집단의 등장의 필요성과 맞물린 것이다. 결국 

구체제의 폐허를 딛고 새로운 인텔리겐차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소 

비에트 정권에 동조적이며， 한동안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사회를 이끌어 

22) 이에 대한 논의로는 하정수(1991) r소련의 실상~， 고려원， 164-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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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데 있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에 따 

르는 특권도 인식하고 있었다.23) 

또한 소비에트의 교육제도에는 이미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집단 즉， 인텔리 

겐차에게 더욱 유리한 측면이 일정정도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기득권층에게 더욱 교육 

의 특혜를 줌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하였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의 교육개혁 

(중등학교의 대학입학 위주의 교육 탈피， 교육과정 속에서 사회내의 특정집단 

의 특권 재생산의 배척)이나 1965년 경쟁적 입시제도의 도입 등 몇 차례의 

교육정책이 입안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사람의 

증가에 따라 입시경쟁은 치열해졌고， 따라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 

하는 학생들보다는 인텔리겐차의 자녀들이 경쟁에서 보다 더 유리하게 되었 

다(중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 

에 불과하였고， 이들 중 다수의 부모가 인텔리겐차에 해당하였다).24)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인텔리겐차에 분류되는 새로운 사회집단의 등장으로 

서 1970년대의 소위 정신노동자에 해당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및 숙련기술 

자들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스탈린 시대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 

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소비에트 시대의 후반부에 ‘과학기술혁명’의 테제 

와 함께 인텔리겐차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농촌의 인텔리 

겐차의 경우에는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집단들(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자 

나 수의사， 전문기술가 그리고 학교 선생 등과 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범주의 사람들이 소비에트 시대 후반부에 부상했는데 이들 

은 주로 트랙터， 트럭， 각종 중장비 등의 운전사이거나 기술자들로서， 이들의 

생활상이나 의식도 대개 소부르조아적 특성을 띠었다. 농업과 공업의 결합은 

23) 군부는 1935년에 다시 지도층에 영입되었고， 1940년에는 중등학교의 최종학년과 

대학교에서 수업료 납입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그리고 1939년에는 활동이 두드 

러진 예술가， 작가，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스탈린상이 수여되기 시작했다 상속법 

또한 1943년과 1945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관대해졌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의 인텔리겐차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24) 또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연구해온 소련 사회학자들은 그 결정적 원인이 가 
족환경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학업성적과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이들의 상관계수는 0.52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바절 께르블레 (988) ， 

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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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에 새로운 사회계층을 낳게 하고 새로운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형성 

하여 소련의 농촌사회를 변모시켜 갔다. 전반적으로 스탈린 시대건 브레즈네 

프 시대건 노동자와 집단농장원을 기본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은 계속 시행되 

었지만， 동시에 인텔리겐차의 중요성과 비중은 그 이상으로 계속 커져갔다.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아마 보다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 노동을 하겠다는 마 

음가짐 때문일 것이며， 학위취득이 학업비용을 보상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생각 

도 원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 및 학위 취득이 특정 

한 사회집단에게 상당부분 독차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력취득으로부터 얻어지는 특권들이 결국 일정한 사회집단에게 독점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사회의 지배집단과 ‘학력’과의 연관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노멘끌 

라뚜라에 속해 있는 자리들은 거의 당 지역위원회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런데 노멘끌라뚜라에 올라 있는 직책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체 노동인구 

의 2%에 불과한 고위관리나 전문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자리이다. 한편 노멘끌 

라뚜라에 명시되어 있는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절반 이상이 당원이거 

나 공산청년동맹의 회원이었다. 또한 노멘끌라뚜라에 속해 있는 지위에 오르 

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과 입당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위관리들 

은 높은 수준의 학력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충원되었다(당국가 및 노조의 

지도자들은 90.8% , 공장 및 기업의 경영자들은 85% 문화기관 및 과학기관의 
책임자들은 99%가 고등교육이나 전문인력양성소를 수료). 따라서 당의 사회 

이동에 대한 통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련사회의 지위분화가 인텔리겐 

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경향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 

다2.5) 

브레즈네프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에트 사회에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 

25) 소련에서는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하나의 승진수단으로 여겨졌다. 또한 가장 
비난받는 사회적 장벽은 대학졸업장이기도 했다. 소련사회에서 학력은 과거의 선 

분목록과 비슷하게 위신이나 소득수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소련에서는 흔히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 인텔리겐차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준은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외에도 엘리트의 자체 충원이 지식인 계층 내 

에서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논조에 대해서는 송두율(1990) ~소련과 중국~， 한 

길사， 2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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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게 되었다. 소련의 도시는 계속 건설되었고 도시인구는 1968년에 비로 

소 농촌인구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도시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스탈린의 

죽음과 더불어 속박이 사라지게 되고 소련 경제는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두 

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도시인들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소비재를 이용하게 

되었고， 봉급수준이나 주택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경주되었다.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의 혁명적 열기나 혹은 스탈린 시대 

의 강압정치를 겪지 못했는데 이들은 이제 타산적이고 때로는 부르주아적인 

양상을 띠기까지 하였다. 즉 이제 그들은 인텔리겐차들이 갖는 직장을 얻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한 시험에 대비하면서 출세를 갈망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이동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소비에트 체제에서 학력에 의 

한 사회적 수직이동은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그만람 학력이 계층적 귀속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 

소비에트 시대에 교육받은 계층인 인텔리겐차는 양적으로 1926년에는 300 
만 미만에서， 1939년에는 이미 약 1300만이 되었고， 1986년에는 4200만 명인 

된 것으로 추산된다(TPOl.\ K때 1989. 253) , 스따리꼬프(E ， H, CTaPHKOB)는 1970년 

대 말 소비에트 사회에 중간계급(물론 서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이 출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 중간계급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겐차를 중 

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당시 독자적인 재생산 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분 

석되었다(OpJJOB 2001 , 56쪽)， 그러나 이들은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결국 개혁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주변화되었다，26) 오로지 지배 

집단이자 인텔리겐차의 상층에 속했던 노벤끌라뚜라만이 소비에트 사회구조 

의 유일한 능동적 집단이었으며 이후 탈소비에트 시기에도 개혁을 주도한 집 

단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UIKapaTaH ， CepreeB 2000, 37), 

26) 반면 뢰프끼나는 인텔리겐차를 특정한 사회적 집단으로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이 
러한 현상은 단지 후기 소비에트 시대에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녀는 판단 

하고 있다(PbIBKHHa 2000, 176-178)‘ 본 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주된 것은 아니므 

로 더 이상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적 정신적 능력을 자신 

의 주요 특정으로 하는 사회집단이 소비에트 후기 시대에 특정한 구심점을 가지는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교육과 학력에 의한 

특권을 차지하는 데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재생산하였다는 점 

에 있을 것이다 



러시아 사회계층화 요인의 변화 및 학력얘 의한 계총화 현상 385 

소비에트 체제 초기의 평등주의는 후반기의 안정화 단계에서 점차 뒷전으 

로 밀려가고 위계적 사회구조가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것은 

마치 사회이동의 기회가 평둥하게 보장되어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 

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이동에서 당과 국가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이분법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은 동질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이들 사이에도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행정직과 서비스 직종이 존재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시 

대의 후반기로 갈수록 서비스 부문의 팽창 관료제의 확산에 따라 수많은 인 

텔리겐차들이 대두되었고 사회적 직업적 집단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결국 학력은 소비에트 시대의 주요 사회계층화 요인이었던 ‘직위’나 ‘소 

속’의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였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학력을 취득한 사회세력으로서의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 

집단을 소비에트 사회에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시장개혁기 러시아 사회계층화 현상의 특정은 시장경제에 적응해 가고 있 

는 국민의 약 20%의 집단과 적응하지 못하고 닥오한 나머지 국민들 간의 여 

러 가지 측면의 양극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물질적， 심리적 상 

태의 변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회 변동과 새로운 사회계층구조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균형은 오늘날 러시아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 

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지배집단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사회의 2/3를 차지했던 피지배(피관리)집단은 종전대로 러시아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하향 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소비에 

트 시대에 양적으로 1/3을 차지하던 중간계층은 이제 규모가 줄거나 혹은 과 

거보다 약화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 불평등 사회구 

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비에트 사회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비에트의 사회계층 

화 요인과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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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직위’와 ‘소속’은 그들의 계층적 분화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 

라 소비에트 사회는 크게 ‘관리자’와 ‘피관리자’의 사회집단으로 구분되는 구 

조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피관리자’ 집단은 다시 소수의 ‘중간계층’과 다수의 

‘하층계층’으로 내부적으로 나쉰다. 이러한 메카니즘의 사회계층구조에서 각 

사회계층의 경계를 념을 수 있는 주요 통로 중의 하나는 ‘학력’이었다. 학력은 

‘직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인자였으며 소비에트 시대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비중 있는 사회계층화 현상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 

에 학력은 결국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에 의해 독차지 

되는 경향을 보이며 평등한 수직이동의 기회를 막고 일정 사회 집단의 특권 

유지를 위한 기제로 쓰이는 모순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와 비교할 때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계층화 요인의 변화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의 성분에 대한 비교 

우위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소비에트 사회의 계층화에서는 권력과 관리 

체계의 위치와 연관된 행정적 직위의 범주가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소유와 수입의 범주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회적 수직이동의 통로였고 사회계층화에 중대 

한 영향을 미쳤던 ‘학력’은 여전히 시장개혁기에서도 중요한 계층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이것에 가장 빨리 적응했으며 

또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집단이자 지배엘리트로부터 기업가계층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인자는 바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겐차이다. ‘학력’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인텔리겐차는 고학력 사회집단이라는 일개 집단의 틀과 또한 사회주 

의체제와 시장체제의 틀을 넘어서는 러시아 역사의 특유한 사회집단으로서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기회와 학력이 특권층에게만 독점되어 사회적 불 

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남아 있게 될지， 아니면 여러 사회집단에게 사회적 

수직이동과 평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러시아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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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0we 

H3MeHeHHe OCHOBHHX npHQHH COQH&nbHOrO p&CCnOeHH~ 

poccHAcKoro 06.eCTB& H ypoBeHb 06p&30B&HHOCTH 

K&K npHQHHa p&CCnOeHH~ 

니 09 ， By-HK 

B nepHon P~HOqH~X pe~opM B POCCHH oc06eHHocTH COUHanbHoro paccnoeHH~ 

3aKJJlOqaIOTC~ B TOM, qTO 20% HaceneHI쩌 3TO Te, KTO npHcnoca6nHBaeTc~ K 

PblHOqHOR 3KOHOMHKe, a OCTanbH~e - Te KTO He MO ll<eT npcnoc06HTbC~ HnH 

。TCTa강T B pa3BHTHH. 3TH cnOH npOTHBOCTO~T npyr npyry KaK B MaTepHanbHOM 

TaK H HpaBCTBeHH~ aCneKTax. BMeCTe C TeM He CMOTp~ Ha 60nbmHe cOUHanb

H~e nepeMeH~ H 06pa30BaHHH HOBoro COUHanbHorO cno~ ， CHCTeMa cOUHanbHo꺼 

HecnpaBeMHBOCTH 6b1BmerO CCCP H B HamH nHH COXpaHHnaCb, a rne TO na ll<e 

yCHnHnaCb B 06meCTBe COBpeMeHHOA POCCHH. 

He CMOTp~ Ha TO, qTO cymecTBylOT pa3H~e B3rn~~ Ha OÕ띠eCTBO CCCP, npH-

1뻐H~ cOUHanbHorO paCCnOeHH~ H 06meCTBeHHOrO CTpO~ MOll<HO OXapaKTepH30BaTb 

cnenylO띠HM cnOC060M. B COBeTCKOM 06meCTBe nOnll<HOCTb H CnylI<eÕHOe nOnO ll<eHHe 

~B~nOCb Ball<H뻐 KpHTepHeM B nH~~epeHUHH 06띠eCTBeHHbIX cnoëB. Hcxo때 H3 

3Toro, COBeTCKoe 06mecTBo CTano CHnbHO pa3nen~TbC~ no CTpyKType Haqanb

HHK H nOnqHHëHHblR. 3necb rpynna ‘nOnqHHëHH~ ’ nenHTC~ BHyTpH ceõ~ Ha 

MeHbIDHHCTBO cpenHero Knacca H 60nbIDHHCTBO HH3mero Knacca. OnHHM H3 npHOp 

HTeTOB B npeononeHHH 6apbepa KnaCCOBoA nH~~epeHUHaUHH 6bIn ypoBeHb 06pa-

30BaHHOCTH. 3HaHH~ ~Bn~nHCb rnaBH뻐 onpene~1O뻐M ~aKTφOM CnylI<eõHoro nono ll< 

eHH~ H 3aH~nH MeCTO OCHOBHO꺼 npHqHHμ COUHanbHoro pa3neneHH~. 

EcnH cpaBHHBaTb KnaCCOBoe pa3neneHHe BO BpeMeHa COlO3a H cOBpeMeHHoA 

POCCHH TO MO ll<HO CKa3aTb cnenylOYmee. CymecTBeHHo H3MeHHnOCb cpaBHHTenbHoe 

npHHMymecTBo nOH~TH~ 06 06mecTBeHHoM nOnO ll<eHHH. EcnH B KnaCCOBOM pa3ne

neHHH COBeTCKoro 06mecTBa pemalOmHM 6b1no anMHHHCTpaTHBHoe nOnO ll<eH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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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j3aHHOe C CHCTeMOR ynpaBJJeHI깨 H BJJaCTblO, TO B HamH llHH pemalOw.y lO pOJJb 

HrpaeT COÕCTBeHHOCTb H llOXOll. YpOBeHb OÕpa30BaHHOCTH ÕblJJ npOBOllHHKOM K 

nOBbIllieHHIO OÕw.eCTBeHHrOrO nOJJO*eHHjj B COBeTCKOM oÕw.eCTBe H Hrpa lOT pOJJb H 

nOHblHe B pa3BHT뻐 pμHOqHbIX pelþopM. 

3HaHHjj Bcë e w.ë HMe lOT CHlIY B HblHemHeM POCC써~CKOM oÕw.eCTBe. B03MO*HO 

TaKajj HHTeJJereHUHjj MO*eT CTaTb OÕbeKTOM HayqHOrO HCCJJellOBaHHjj KaK OTJJH

qHTeJJbHajj COUHaJJbHajj rpynna B HCTOpHH POCCHH. B TaKHX OÕCTOjjTeJJbCTBaX 

MO*HO CKa3aTb, qTO maHC B OÕpa30BaHHH H ypoBeHb OÕpa30BaHHOCTH TOJJbKO 

llJIjj npHBeJJerHpOBaHHblX CJJOëB MoryT OCTaTbCjj Ba*HOR COUHaJJbHO때 3allaqe찌 POC 

cl깨 Ha nyTH K COUHaJJbHOMY paBeHc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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