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노동운동 초기 단계에서의
노동자와 지식인의 위상문제
: 볼셰바커 지도부 분열의 뿌리를 찾아서
최 대 흐1*

1. 머리말
1880 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사를 관통하는 가

장 근본적인 문세는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과 노동자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초기 노동운동사에서 발견되는 가장 주목
할 만한 특정인 ‘노동자의 강력한 자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동운동의
인민주의 단계에서부터 드러난， 자칫 ‘反지식인적’이라고까지 보일 수 있논 노
동자의 강력한 자발성은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사회민주주의자의 손으로 넘어
간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전술적 문제가 제기되는 국변에서 주요한 갈등요

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지식인이 왕년

의 인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문화전달자’라고 이해하는 한에서는，
즉 ‘서클주의’시대에서는 잠재된 형태로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 노동
자서클의 주도권이 지식인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진행된 ‘선전’에서 ‘선동’으로
의

전술적

변화는 노동자의

자발성을 희생시키면서

지식인의

주도권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과 노동자의
터

벌어진

젊은 노동자출선의

위상문제는 이를테면 1890 년대 후반부

‘실천가 (npa I< T I1I<I1)’와 플레하노프， 마르토프 및

레닌을 위시한 명망 있는 ‘노장들 (CTapl1I<l1)’의 대립에서， 나아가 이후 소위 ‘경

제주의자’와 이스크라 추종자의 논전에서 주요한 대립각을 형성했다. 주지하

다시피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잘 정립된 ‘노동자의 노동조합주의적
인 의식’에 관한 테제는 바로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지도적 위상을 정립하
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05 년 혁명의 좌절 이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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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위기의

쇠퇴와 함께 본격화된 레닌주의자와 좌파볼셰비키의

분열도 같

은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다.

1890 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진영에서 ‘선전’에서 ‘선
동’으로의

전술적

이행이 진행되던 무렵 마르토프를 위시한 벤셰비키 지도자

들과 레닌은 이러한 전환을 환영하면서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을 의섬하지 않
았던

반면， 장차 좌파볼셰비키의

지식인의

대표자로 부상할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는

역할을 이전 인민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선전적 의미에서만 인정

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지식인 엘리트로 구성된 전위정당의 정치적 권력장악

에 초점을 맞춘 레닌의 ‘정치혁명론’과 학명
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및 사회주의에

대비하여

노동자

초점을 맞춘 좌파볼셰비키의 ‘문화혁명론’이라는 서로

다른 혁명전략을 구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이룬다])
이 논문은 이 두 분파의 결합이 애초부터 사회주의혁명전략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으며， 노동운동에서의 노동자역할에

대한 서로 상

이한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상이한 혁명전략이 레닌과 좌파볼셰비키의 분열

의 씨앗이었다는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이 논문은 첫째 러시아 노동운동의 근
본적 문제를 지적한 다음， 둘째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가 활동한 노동자조직

의 특정을 살펴보고， 셋째 이들이 받아들인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를 분석하면서

그 특정을 레닌의

그것과 비교한다. 결국 이 논문은 좌파볼셰

비키와 레닌의 분열이 사회민주주적인 러시아 노동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심적 문제로 등장한 지식인과 노동자의 위상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그 뿌
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1890 년대 러시아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갈등
‘노동자 지식인’의 등장과 ‘노동자의 강력한 자발성’

2.1

러시아 노돔운돔에 대한 인민주의의 유산

1880 년대부터 짜르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위로부터’의 산업화정책

1) Z. A. Sochor(989) Revol!따on and Culture. The Bogdanov- Lenin Controversy,

Ithaca an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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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

노동운동이

전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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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 1880년대 말부터 1890 년대에 초에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민
주주의적 노동자 조직들은 이미 인민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토양 위에서 자

신들의

작업을 전개했다. 1870년대 농민을 혁명화하려는 소위 ‘브나로드운동’

이 참답한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인민주의의 다양한 그룹들은 당시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막 형성되고 있던 도시노동자들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인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새로운 경향의 특징적인 면은 유명한
‘러시아노동자 북부연맹 (878) ’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연맹은 선진적 노
동자를 조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말하자면 비합법적

도서관의

건립을 주도

해 왔다. 이와 유사한 작업들은 1880 년대에 ‘인민의 의지당’의 후예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고 있었다. 러시아 주요도시에 산발적으로 존재한 이들은 일반적
으로 인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주요활동은 더 이상 농민층이 아니라 교

육받지 못한 노동자대중에게 지식을 매개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등 노동자의
자기교육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않았다

이

그룹은 여타 ‘평온한’ 1880년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이로써 지식인이 소규모 서클 (KPY;KKH) 을 만들고 그곳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문

화적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서클주의’시대의 막이 올려졌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혁명이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은 그 어떤 직접적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들이 혁명활동에 미온적인 기본성향을 가지게 된 데에
는

라브로프적

개념인

‘문화주의 (KYJlbTYPHH앤 CTBO) ’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러한 노동자교육서클로부터 ‘노동자지식인’이라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선진
적

노동자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동자지식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지

식의

양이나 갚이에서 지식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2) 이러한 노동자지식

인의 성장은 앞으로 러시아 노동운동사에서 반복해서 드러날 노동자지식인과

2)

아키모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

식인 이데올로그인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주위의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미래

의 선동가로 훈련시켰다
로부터

받았지만 후에

지식인 집단은 자신의 혁명적 세례를 ‘인민의 의지당’으

사회민주주의적인

원칙들을 수용하여

노동자교육서클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활동으로 고양시키
고자 했다

물론 그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선전작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

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방법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V. Akimov (1 969)

On the dilemmas 01 russian marxism 1895-1903, Cambridge ,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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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적인 지식인 사이의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 노동운동은 인민주의단계부터

노동자의

강력한 자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1885/86 년에 조직된 러시아노동운동의 선구적 단체 중의 하나인
토치스키 (TO l1HCKHH) 그룹은 노동자계급을 유일한 혁명적 계급으로 간주하면서

지식인을 불신하는 경향을 강하게
게’ 부르주아적 세계관에

갇혀

띠었다. 토치스키는 지식인이란 ‘불가피하

있고 그럼으로써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

신자’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이

일

정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어쨌든 노동운동에서 ‘우연적인 손님’에

불과했다，3)

또한

브루즈네프

토치스키

그룹의

몇몇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구성된

(5pY:l<H eB) 그룹도 역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일’이라는 명제를

자신들 조직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 명제에 따르면 지식인이란 노동해방운동
에서 노동자들을 계몽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야 했다. 브루즈

네프 그룹의

한 지식인 지도자에

따르면 “지식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관

한 한， 우리는 그것을 부차적인 일로 여겼고 운동의 지도를 떠맡는 것도 오로
지 잠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다 "4) 이러한 견해는 1928 년 브루즈네프 자신의
회고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조직의 목표는

필자) 지식인에 의한 지도가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식인의 지도로부터 노동운동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것이라는 사고는 우리플 시작으로 하여 전 노동자서클로 확산되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러 한 사고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5)

노동자조직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J에서

정립한

사고에 대한 완벽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좀더 살펴보겠지만， 바

3) R. Pipes(1963) Social Democracy and the St. Petersburg La bor Movement,
1885-1897, Cambridge , Mass , pp .l 6-17
4) B H. HescK JotJl(1925) O'l epKH no HCTOpHH POCCHiÍCKO iÍ KOMMyHH 'IecKOη napTHH, J1., No.l,
c. 302
5) M. H. 5PY ll<Hes(1928l
c. 69.

“ nepsμe peSOJJIOUHOHHμe

marH JJ. KpacHHa ," rO/1b1

nO/1no刀b5l， M 끼.，

러시아 노동운동 초기단계에서의 노동자와 지식인의 위상문제

391

로 이런 태도가 브루즈네프 그룹 소속의 노동자에 의해 툴라 (TYJIa) 로 전파되

었고

결국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가 툴라로 유배되어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를 결정지은 태도였다.

2.2

노돔자지식인 문제

1890 년대부터

1903 년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2 차 당대회까지

러시아 노동운동은 크게

3 단계로

첫째 단계는 여전히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전주의’

혹은 ‘서클주의’의 시대이다. 둘째 단계는 파업을 위한 선동이 중심화두로 떠
오른 시기였다

임금， 노동시간 및

궁극적으로는 노동자틀
번째 단계는 소위

노동조건을

정치투쟁으로 유인하기

매개로 파업이

위한 노력이

’이스크라‘시기로 불리는 세기의

선동되었으나

경주되었다. 서l

전환기이다

이때

정치적

슬로건과 정치적 선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였다.
1890 년대 노동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 비합법적 노동자서클은 80년대와 마
찬가지로 미래의 노동운동을 지도할 노동자지식인을 교육시키는데 활동의 주

안점을 두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자서클의 주도권이 사회민주주
의적인 지식인의 손으로 이행하고 있었지만， 활동이나 조직의 형태는 이전

80

년대와 전혀 탈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새로

운 사회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논 이론을 발견했을 뿐이다. 새
로운 이론은 노동자지식인들이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다윈， 스펜서， 라브

로프 혹은 체르니셰프스키의 개념틀을 보완하면서 인민주의보다 이들의 자의
식에 훨씬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틀 노동자지식인의 주요관
심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화적 발전과 세계관의 확럽에 놓여

있

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적 의미에서는 파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지만 실제적
인 행동규범의 측면에서는 이 시기의

인민주의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

았던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비합법적 노동자서클도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
로 자기교육에

활동에

전념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받아들인 마르크스주의적인

학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대부분의 초기 마르
크스주의 적 그룹들의 특징 적 인 모습이 었다，6)

6)

이와 관련하여 미츠케비치는 마르크스의 저작 전체를 연구하지 않은 자를 사회민주
주의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 마르크스주의자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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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두 번째 단계로의 진입은 이러한 ‘평화로운 방법’과 ‘혁명에

한 장기적

전망’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대

이루어졌다. 특히 젊은 마르크스주의

자들은 1891 년 기아사태를 배경으로 구체제의 좀더 신속한 몰락에 대한 희망
을 잉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혁명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들
은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도 못하는 기존 운동세대들의 이론강의，
대화와 토론을 더 이상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이 제시한 ‘서클주의’시대

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은 그것의 무용성에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대해서는

이들은 직접적 행동을 원했고， 이를 위해 일반적으

로 경제투쟁을 매개로 한 파업을 선동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한 궁극적 목

적은 노동자들을 혁명활동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위 ‘선전’에서 ‘선동’으로 전술적 변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선배들이
오랜 시간동안 정성을 들인 선전작업이 겨우 한줌의 노동자지식인 층의 형성
만 갖고 왔을 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상

황판단이 깔려

있었다. 당시 이런 젊은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던 미츠케비치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선진적

노동자지식인은

노동대중이라는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의 정신적 태도는 물론
말하는

방식과 옷을

입는

패션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을

닮아갔다고

주장했

다.7)

미츠케비치가 노동자지식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는 그가

1894

년 리야도프 등과 함께 ‘중앙 노동자연맹’을 조직하면서 소수의 노동자지식인

을 생산해 내는 종래 노동자교육서클의 ‘선전적’ 방법을 비판하고 이제 대중
적 ‘선동’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변환경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지식인’에

그러나 자신의 ‘주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견해를

선전용 소책자는 물론 특히 팝플릿을 경멸했고 그것들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했다. 모든 노동자들은 자본론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모습이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는 노동운동의

마르크스를 연구한 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다시금 새로운 노동자들을 마르크스 연구로 끌어틀인다면

더

발전은 다음과

늘어나고 이들이

러시아 전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연구단체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결국 러시
아에 서 노동자정 당의 성 럽 을 가져 올 것 이 다
ero 21BH :I< eHH Jl Bb MOCKBe ," TeKy띠'HH

7)

같은 책， p.

8

,

MOMeHT

C. H MHl.\K eB Hl.f (1 906) “ Ha 3ape pab0 1.J

MOCKsa , 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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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악셀로드는 1891 년 브루즈네프 그

룹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러시아 최초의 노동절행사를 논평하면서 새로운 선
진적 형태의 노동자지식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노동자의 혁명적 인자는

이제 더

이상 12 년 전과 같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식인에

종속된

혁명운동의 종속적 구성인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이제

인민대중의 품속에서 솟아오른 자립적 혁명인자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

는 노동자지식인은 자신의 계급적 동지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피억압 대
중에 대한 자선의 의무를 완벽하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지식인이다 "8)
또한 마찬가지로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전술변화에 반대한 보그다노프와 바

자로프도 당시의 지식인노동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바자로프
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은 자기 자신의 지식인 맹아를 일구어내는 데에 성공
했다. 그러한 노동자지식인은 비록 혁명적 지식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자

신의 주위환경의 대표자로서나 가장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는 영향력 있는 활
동가로서 자신의 주위환경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다 "9)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지식인 사이에서 ‘노동자지식인’이라는 개념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지식인이 노동

자지식인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가 하는 문제는 노동운동조직에

서의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노동자지식인이 지식인의

위상에

대

해 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2.3

노동운돔에서의

지식인의

위상문제와 레닌의

『무엇을

할 것

인가?.JJ
초기

사회민주주적인

노동자서클에는 비합법적인 선전활동을 원활하게

수

행할 목적으로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작업분담이

존재했다. 이때 일의 성격상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떠맡게 되었고 노동자는 지식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게 되

8) P. B. Axelrod (1 892) “ Das politische Erwachen der russischen Arbeiter und ihre
Maifeier von 189 1. Zum intemationalen Arbeiterfeiertag ," Neue Zeit, Bd. X. 2,
p. 114
9) B 5a3apoB (1 916) “ nHOHephI MapK 대 3Ma ，" BeHorepoB , PyccKafl 까fTepaTypa， KH.2 , M. , 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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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노동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수동적 역할이 당시의 비밀스런 작업을 감안

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에 만족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대중선동으로 나아가면서 노동자지식인과 지식

인의 관계는 더욱더 후자의 지배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주도권
변화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했고 노동자들이 지식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과 불만올 더욱 증폭시켰다

게다가 지식인이 노동자로부터 전

달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 그것으로부터 그릇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적

지

않자 노동자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자는 지식인이

방학을 맞이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체포를 당함으로써 조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결국 노동자들이

조직재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작업들이 지식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자 노동자들은 점점 더 자립적이 되었고 때론 자신들
의

주도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동자 연대기금 조직의

문제에서 좀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인은 노동자의

연대기금에

대해 불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지식인이 연대기금을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연대기금의 관리에서 독

자성을 주장하자， 지식인들은 노동자지식인들에게서 이념적

결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10)

이러한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의 연대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노동운동조직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결부되어 표출되었다. 1894 년 모스크바에서 ‘중앙 노동자
연맹’의 창설을 주도하던 미츠케비치는 논의과정에서 이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에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회고했다. 중앙 노동자
연맹이

노동자서클의

노동자대표들과 지하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대표플 사이

의 일종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노동자측의 입장과 노동자들은
아직 그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
를 가지고 있던 미츠케비치와 리야도프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지식인의
장이 있었던 것이다

입

미츠케비치는 이러한 견해차이가 이스크라주의자와 경제

주의자들 사이의 분열， 나아가 멘셰비키와 볼셰비키 사이의 분열과 직접적 연

관이 있다고 보았다 11) 리야도프도 같은 맥락에서 ‘지식인의 지도로부터 벗어

10) Allan K., Wildman(967) The Making 0/ a Workers Reuo!ution Russian Socia!
Democracy , 1891-1903, Chicago and London , pp. 89-117
11) ‘중앙노동자연맹’과 그 조직형태를 둘러싼 논쟁을 좀더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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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의 옹호자들이 ‘노동조합주의’적 입장을 받아

들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2)

동일한

경향이

빼쩨르부르크에서도

발견된다.

1892 년

이래로

이곳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지식인의 지도권’을 주장하는 라드첸코 (Pa1l4eHKO) 의 서클이 주
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전시킬 수 있는 노동자의
노동자는 “음모적

능력”에

요소를 소홀히

입힐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1 3 )

으로 가입했고 1894 년 초에

대해 유보적
하기

때문에

정치의식을 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모든 조직에

해를

1893 년 여름 빼쩨르부르크로 온 레닌이 처음

정회원으로 등록한 조직이 바로 이 서클이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레닌이 마르토프와 함께 시베리아로 망명을 떠나
기

전 ‘투쟁단’의

대표자들과 노동운동의

벌였을 때 논쟁의

초점이

된

조직문제에

것은 바로 이

노동자에

대해서

격 렬한 논쟁을

대한 지식인의

지도권

문제였다. 즉 ‘실천가’， 즉 노동자의 관념 속에는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노동자
출신의

연대기금의

대표자와 지식인들이

집단 그 자체는 노동자가 주도적

공동으로

구성되어야

했고 지식인

역할을 행사하는 지도부가 지침으로 하달하

는 순전히 기술적 기능만 떠맡아야만 했다 이에 비해 레닌， 마르토프와 같은
명망 있는 ‘노장들’은 이러한 역할분담은 지식인의

지도적

역할을 위협할 것

이라는 우려플 갖고 있었다. 마르토프는 노동자의 이러한 계획은 혁명적 활동
에

제약을 가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역할분담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노

동조합주의적인’ 투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4) 레넌이 후
에

자신의

팝플릿 『무엇을 할 것인가 ?j 에서 ‘노동자의

순수 노동조합주의적

의식’이라는 테제로 강화하려 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지식인에 의해 도전 받고
있던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지도적 위상이었다

레닌과 마르토프에 따르면

사회주의 의식은 지삭인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고， 이것이 노동자

대중에게 이식되어야 했다

이로써 두 이론가는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에서

으로는 다음 회 고를 참조하라

C H 씨iUKeBH4(1932)

Ha 3ape pa6o~ero ßBH*eHH~ Bb

MOCKBe ,

cc. 175-176.
12) M. J1 51ilOB (1 906) “HCTOpH51 pOCCH끼 CKOH COUHaJJbileMOKpn 씨 eCKOH pa60 니 eH napT씨
KHHra 1,

B03HHKHOBeHHe COL(HaπbßeMOKpaTH~eCKOro ßBH*eHH~ Bb POCCHH ,

13) H. H. Pail니 eHKo (1 933) “CTenaH HBaHOBH4 Pail4eHK。’
177 186
14) D. Geyer(962)
•

CrapblH

CTI6. , c.73.
No.2 , cc ‘

EOllbUleBHκ

‘

Lenin i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

Köln , pp. 80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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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주도적

역할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했다 15) 노동자의

거 부감은 1890년 후반기 에
같은 잡지에서

지식인에

‘노동자사랑’과 같은 그룹이 나 ‘노동자의

대한

사상’과

반복해서 표현되었다. 플레하노프나 레닌 같이

망명생활을 하

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경제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투쟁하고자 했

던 경향이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플레하노프와 레닌이 스위스 망명지에서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천가’를 정치적 목표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목표만을 추구한다는 의미

에서 ‘경제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플레하
노프와

레닌은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주의가 노동자의

자기해방을 강조하는

조직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주로 사고하며， 그 바탕에는 노동자와 지식인의

역

할에 대한 상이한 사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러시아 내부의 실천가에게 ‘경제주의자’라는 닥인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주의에

대한 투쟁에는 그저 단순한 개량주의적 노동운동(베른슈타인) 대 학명적 노동
운동(카우츠키)이라는 서구적 대립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믿게 하려했다
나 경제주의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적 목표가 포기되지

그러

않고 있었

다. 다만 그런 사회주의 목표의 실현이 노동자계급의 자발성과 자기해방에 기

인해야함을 강조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실천가’의 이
데올로기로서의 ‘경제주의’는 20 세기로 넘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문제와 짜르의

문제가 전변에 부각되었기

전제정의

제거의

때문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경제주의자의 언로역할을 하던 ‘노동자의 사상’지
까지도 이런 점에서는 경제주의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또한 플레하노프가 (약간의 시기적 주저함이 있었지만 레닌도 역시) 러시아
사민당의

국외연맹

기관지인

‘노동자대의 (Pa60 1.J ee lle Jlo) ’의

젊은 추종자틀을

노동자의 경제투쟁이 급진적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운동으로부터 해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주의자로 비난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온당하

15)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마르토프 주도의 멘셰비키는 1903 년 사회민주당의 분열 이후

에 레난주의자와 비교하여 “조직민주주의” 및 “노동자 주도권”을 비록 주저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식이었지만 방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벤셰비키는 러시
아 사회민주당을 독일사민당의 모범에 의거해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정당으로 변모
시키려고 했다.

16) G. Schraman (1 983) Handbuch der Geschichte
292.

Ruβ'lands，

Bd. 3: 1, Stuttg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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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 거의 대부분 러시아 내에서 ‘실천가’로 활동한 ‘노동자대의’의 추종

자와 이제 막 창간되려고 하는 명망 있는 망명가 중심의

이스크라의 편집진

(레닌， 마르토프， 플레하노프， 악셀로드 및 자술리치)을 진실로 구분한
조직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였다

그들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기본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민주적

것은

‘노동자대의’를 중심으로 뭉친 ‘젊은이’들은
조직원리를 거부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실제로 권력

의 탈중앙화와 민주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동자들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
도록 그들에게 좀더

많은 자유공간을 확보해 주길 원했다. 이들은 이러한 관

점에서 ‘베테랑’인 플레하노프의 경제주의에 대한 비난 17) 과 레닌의 당의

재조

직을 위한 계획에서 뭔가 새로운 것， 즉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에서
무게중심의

이동을 간파했다

레닌은 이스크라의

첫

번째 호에

실은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주의적 이념 및 정치의식을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에게 이식시켜
혁명정당을 조직하는 것이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실천해야만 하는 급박한 과

제라고 주장했다 18) 레닌의 새로운 당에 대한 구상은 몇 년 뒤인 1902 년 간행

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즉 그의

구상에

따르면

중앙집권적이고 위로부터 위계적으로 조직된 직업현명가로 이루어진 당이 노

동자를 이끌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당의 조직을 위해서 이스크라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만 했다.
좌파볼셰비키 지도자인 바자로프가 1900 년 여름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이
미 ‘젊은이’와 ‘베테랑’ 사이의
의자’ 그룹에

가담했는데

이

분열은 봉인된 상태였다
그룹은 러시아의

그는 ‘혁명적 사회주

현상을 분석하여

팽플릿을 만

들고 그것을 러시아 내로 반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그룹의 회원들은 경
제주의

전숨을 점검하여

정치혁명의 슬로건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17) 플레하노프는 자신이 경제주의의 진원지로 지목한 크레머의 「선동에 대해서』라는
팡플릿에

대한 서평을 이 팝플릿이 출간된지 8 년이 지난 1900년에

는 이곳에서 크레머가 지식인의

발표했는데，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으

며， 계급(프롤레타리아트)과 프롤레타리아트 정당(그것의 전위)을 동일시하거나 혼
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이론가들이 당을 통제해

야 하고

당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Frankel ,(969)
polarization of Russian Marxism 0833-1903): Plechanov , Lenin and
Akimov ," V Akimov on the dilemmas of russian marxism 1895-1903,
Cambridge, pp. 3-73
18) Lenin, Lenin Werk , Bd .4, p. 368

“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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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대의’의 추종자틀과 이스크라 추종자로 분열된 국
외망명자들의 통합을 꾀하려고 노력했다 19) 중앙집권적인 직업혁명가의

을 지향하는 이스크라와 노동자의

창발성을 중시하면서 분권적

정당

당구조를 지

향하는 ‘노동자대의’의 분열에 대하여 바자로프가 취한 태도를 우리는 마르티
노프가 남긴 회 고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그룹에서 바자로프와 나는 국외연맹의 기관지인 ‘노동자대의’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경제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결연하게 전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주의란 개념을 이스크라 추종자들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조
직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노동자대의’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격분시킨 것은 이스크라 주종자들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정책을 취하면서

연맹을 내부로부터

연맹을 분해하려고

개혁

했다는

점이다 "20)

바자로프는 레닌의

조직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자로프가 경제주의에

대해 비판한 것은 정치적 목표를 배제한 경제적 목표추구라는 측면에서였지，
민주적 조직형태라는 측면에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첫

세례를 툴라의

입장은 그가

노동자교육서클에서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두 지도자 마르토프와 레닌
이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이행시기에

선동으로의

전술전환을 강력히 지지하

면서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남
기지

않았던

반면， 아래에서

상세히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는 지식인의

살펴보겠지만 좌파볼셰비키의

지도자인

역할을 구시대의 ‘선전주의자의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이들이 노동자의 강력한 주도권이
서클에서 노동운동의

행사되던 툴라의

노동자

첫발을 내 디댔고 인민주의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

신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의 툴라 노동자 서클에서의 활동

19) rAPφ φ。 Hll 124, on .4, ell. xp .59 , 11.72.
20) MapTbIHOB 매 Kep(1928) “ BocnOM뻐 aHH lI peB0 1l1Ol.lHOHepa ," f7pOJTe TapCKa J/ PeBOJlIOI<HJ/,

11 ,

c.27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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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툴라 노돔자서클의 형성
보그다노프의

기억에

따르면，2)) 자신과 바자로프는 툴라의

노동자교육서클

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역할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

혀 감을 잡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한 역할
을 수행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툴라의 노동자교육서클에

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면서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는 인민주의자

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변신했다. 보그다노프 자신은 물론 바자로프와 스크보
르효프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변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툴라의 노동자
서클은 암에서

러시아 노동자의 강력한 자발성 경향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바

있는 브루즈네프 그룹이 의식적으로 툴라에서 만든 조직이었다.
브루즈네프 그룹은 브루즈네프가 지식인

자서클의

지도부에

참여한 1889 년에

대표자로서

형성되었다， 이

빼쩨르부르크의

노동

서클들에서는 노동자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노동자들을 위한 세계관， 역사 및 정치경제학 강의
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이곳에서는 노동조건， 노동자조직

및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 논의되기도 했다. 서클회원들이 낸 회비로 형성된 기금은

책을 구입하거나 파업중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개별 서클에
서 파견된 노동자대표와 지식인대표들로 중앙 노동자서클이 구성되었는데 일
종의 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다. 이 중앙조직도 또한 개별 지역

는 일정한 액수의

기금들이 보내

돈으로 운영되는 자체의 중앙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2) 빼

제르부르크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브루즈너l 프 그룹은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다른 도시들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동일한 노동조직들을 나라 전체에서

2]) “우리

지식인들은

명확하게

규정된，

1896년 초에서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의 판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고 여기에 도착했다
두륜
πoe，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그전에 바자로프와 나는 ‘인민의

세계관을

의지당’

스크보르죠프와 폴리야코프도 역시 동일한 관점을 갖

곧바로 노동자서클에서의 작업성격과 서클의 심리가 우리 모

결 정 지 었 다 " A. 5orllaHoB (l 923) “ Moe l1 pe6blBaHHe B TY 1l e ," PeBO지.1Ol(HOHHoe Db/-

No.. 2,

c.

22) 1889 년부터

17
1890 년 사이에 도시전체 공장과 작엽장에 홀어져 있던 이러한 서콜의

수가 무려 20 개
다음 회 고록에
KpaTH~eCKHX
19-20‘

이상으로 늘어났다. 브루즈네프 그룹의
의 거 했다

opraHH3a l1 HH

활동과 성격에

대해서는

“ B03HHKHOB8HHe l1epB비 X CO l1Ha1llleM。
(BOC110MHHaHH껴)，" f7pOJ1 eTapCKa Jf PeBOJ1IOl(HJf, No. 2 , cc.

M K 5pY*HeB(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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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툴라의

노동자서클이

직면한 가장 어려

운 문제는 자신들의 학습을 지도할 지식인들의 부족현상이었다. 주로 모스크
바로부터 유배되어온 지식인을 서클작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
곤 했으나 1893 년 툴라의 브루즈네프 노동자서클은 지식인과의 연계가 완전
하게 단절되어 서클 자체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사벨리
에 프 (H. H. CaBenbeB) 라는 무기 공장 노동자가 조직 을 다시 복원하면서 극복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지식인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인을 찾아

교사， 의사 혹은 농업기술자 등과 다방면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 문제
논 1894 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스크바로부터 유배되어온 보그다노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23) 바자로프도 1895년 초부터 보그다노프의
주선으로 노동자서클에 가답했다.

브루즈네프 그룹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툴라 노동자서클에
서는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주체적 활동이 두드러졌다. 먼저 노동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들의 필요에 걸맞는 지식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나아가 노동자

들은 스스로 학습내용을 결정했고 지식인에게 그내용을 가르칠 것을 요청했
다

스크보르효프는 보그다노프가 자신을 처음 서클작업으로 끌어들였을 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강의하도록 주문했다고 회고했다 24)

노동자교육서클에서의

비합법적

스터디는 마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보그다노프는 정치경제학， 바자로프는 노동운동사，
스크보르효프는 국가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 바로

교육활동의 산물로써 보그다노프의

이런

노동자서클에서의

정치경제학 저술과 바자로프의

영국노동

운동사에 관한 저술이 출간되었다.

23)

H. llo6poTBo r( 1923) “ Ha 3ape peBO JllOl..l HOHHOro nB Hll< eHHJI B TYJl e ," PeBO.1llOl.(HOHHOe EbJ

.1Ioe. No.. 2. c. 11.
24) 이러한 사실은 스크보르효프가 1919 년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강조한 바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확하게 말하여 노동자들 스스로가 보그다노프를 작업으로 끌어들

였다

보그다노프는 인민주의자의

정신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자틀은

바자로프가 자신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작잡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수정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민의 의지당’의 추종자가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그 어떤 이
론도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11. CTenaHoB (1 919) “ 113 B03nOMHHaHI때 " Ha 3ape pa6o 'l ero /JBH:KeHH5I B MOCKBe , M.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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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자서클에서의 활동은 공개적인 형태를 지향했다. 비록 참가자들이

별명으로 불리어지고 비합법적 서적과 팝플릿 등을 보관하는 비밀스러운 장

소를 갖추고 있었지만， 모임은 공개적인 형태를 띠었다

보그다노프는 비합법

적 문헌들을 공공연하게 지니고 다녔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바자로프도 역시

서클의

의섬받을 만한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합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졌다. 물론 스크보르효프는 좀더 은밀한

방식을 선호했지만， 툴라의 노동자서클에서는 되도록 공개적인 형태를 유지하
여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세했다 25)
툴라 노동자서클의 특정은 무엇보다 그것이 순전히 ‘선전주의적’ 성격을 띠

었다는 사실이다

리야도프가 툴라에선 오로지 선전작업만 이루어지고 일종의

사회주의적 ‘노동자대학’을 만들어

소수의

노동자들만 교육시키고 있다고 비

난한 것은 툴라 노동자서클의 바로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렇다
면 왜 툴라에서는 당시 용어로 말하면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가? 확실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과 높
은 급여를 받는 무기공장이 주로 입주해

있는 툴라의 지역적 특수상황이 노

동자서클이 선동전술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의 일단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러한 노동운동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않은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즉 노동자들 자신이 ‘선전’에서 ‘선동’으로 전술적

변화를 원하지

않았

고， 툴라의 노동자서클에서 활동하는 보그다노프 중심의 지식인들도 노동자들
을 좀더 강력한 저항 형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지식인의 이러한

태도는 지식인에 대한 독특한 자기인식과 관련이 있다. 툴라 노동자서클의 노
동자는 물론 지식인들도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의 것’이고 지식인의 임무는

25)

엄밀한 의미에서 음모적 방법은 이미 1894년 모스크바 노동자연맹은 소위 ‘선전’에

서 ‘선동’으로 전술을 전환하면서

채택된 바 있다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 둘 다

바로 그 모스크바 노동자연맹과 관련되어 툴라로 유배된 만큼 그러한 음모적 방법

의 무용성올 일찍 자각했다

비밀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음모적 조직의 성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전술의 변환을 주도한

미츠케비치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음모적 조직이 두 번에 걸쳐 파괴된 이후인

1897

년부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자서클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
러한 조직이 곧 파괴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경찰의

조정을 받는 어용 노동자조직으로서 주바토프의 조직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C. H.
싸Ltl< eBH l/ (1906) “ Ha 3ape pa6o l/ ero Il BH:I<eHH5I Bb MOC l< Be ,"

17-18.

TeKy.찌HH MOMeHπ M.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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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계몽하고 그들에게

펼요한 지식과 자기조직의

방법을 가므치는

것

이라는 브루즈네프 그룹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툴라의 지식인
들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선전’에서

‘선동’이라는 슬로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동자서클을 마치 ‘사회주의 노동자대학’과 같은
것으로 만들면서 선전과 계몽활동에 주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후에 레
년의

정치혁명에 비견될 혁명에 대한 문화주의적 접근을 낳을 터였다 .26)

보그다노프 중심의

지식인그룹은 서클작업을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자

신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갖출 수 있게끔 그들을 교육하는 첫 번째 단계로써

파악했다. 1903 년 이스크라 시대의
위원회가 제 2 차 당대회에서

지식인들이

영향 하에

있던 러시아 사회민주당 툴라

제출한 보고서는 회고적

관점에서

당시

툴라의

파업을 매개로 한 선동작업을 방기하고 선전작업을 통하여

달성

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선전주의자들은 선전작업을 통하여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좀더 큰 규모의 다른

산업중심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적
노동자운동이 툴라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들

은 자신들의 서클을 일종의 노동자대학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위해 준비시키고 조직가로 교육시키고 난 다음 다른 도시로 파견했다， 선진작업은

마치 대학에서 행해지는 방법과 똑같이 이루어졌다‘ "27)

26) 둘라에서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이행이라는 문제는 1897 년 초 모스크바 노동자연
맹에서 활동하던 한 지식인이 불라에 와서 노동자에게 파업을 호소하면서
었다. 그의

목표는 모스크바 노동자연맹에서

제기되

적용된 바 있는 선동방법을 그대로

툴라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1897 년 8월 휴일전날 노동시

간을 늘이려는 철도공장 당국의 발표를 기회로 파업을 조직하려했으나 이 계획은
사전에 당국에 누설되었다

파업을 계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집회플 하던 노동자들

은 밀정에 의해 사진이 찍혔고， 그 중 73 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던 것이다. 보그
다노프는 당시

이러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파업보다는 좀더 “신중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식”을 우선시하면서 이 파업계획에 참가하지 않았다， 보그다노프 중심의 그
룹은 이 그룹과 달리 서클 작업을 단순히 대중파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작업으
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PeBO끼OL(HOHHOe Bbl.πoe ，

27)

A. 5ornaHoB (l 923)

“ Moe npe6bIBaHHe B Ty Jl e ,"

No. 2, c. 17.

OT4eT TyJlbC I< OrO KOMHTeTa. B. H. 5bIHH I< a (l 959) μ3 μCTOpHH B03HHKHOBeHμ5lX 60 Jl bme-

BHCTCKOií oprilHH3il L(HH TyJlbl (1894-1904rr ,J, Ty Jl a, C. 137에서

재인용

또한 보그다

노프와 바자로프가 1908년 레년과의 결별 이후 차프리와 볼로그다에서 노동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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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이 교육시켜 배출하길 바랐던 노동자는 짧은 시간 내에 노

동운동을 위해 필요한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여 지배질서에

대항해 투쟁하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클작업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정선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발달시킴과 동시에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려고 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전략은 지식인의 임무는 그 어떤 파

업을 조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조직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지식인을 교육해내는 데에
인

전략과 동일한 연장선에

동자 자신의

있다고 본 브루즈네프 그룹의

있다. 결국 툴라의 지식인은 노동자의

전형적

해방은 노

것이라는 브루즈네프 그룹의 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노동자들

이 미래에 지식인의

역할을 완전히 넘겨받기를 희망했다.갱) 그렇다고 보그다

노프와 바자로프가 지식인에 의한 계몽작업의
바자로프와 보그다노프는 ‘계급의식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완전한 자동적

발전’이라는 테제를 믿

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는 형식적 지적 훈련이 부족하
다는 사실을 인식한 바탕에서 지식인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는 확선을 갖고 노동운동에 임했다. 좌파볼셰비키가 꿈꾸는 교육활동이란
외부로부터(즉 지식인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을 노동자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을 창립해 노농자에게 사회주의적 의식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툴
라에서의 경험에 그 뿌리가 놓여있다

28)

선잔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풀라의

‘문화주의 (KynbTYPHH~eCT80) ’가

노동자서클의

살아있었다는

침이

주변환경에

인상적이다，

여전히

라브로프의

노동자교육서콜과

밀접한 판련을 맺고 있던 합법적 노동자조직인 일요학교와 금주인연합회에서는 노
동자뜰 좀더 “고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는 신문과 책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겼다

금주인연합회에서

친교를 맺고 담소를 즐

일요학교에서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고， 시를 낭송하고 유명한 작곡가

의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브르즈네프 그룹의 일원이었던 보그다노프 (H. M. 50rnaH
08) 가 좋은 조직자의 전제조건으로 병시한 세 가지 조건이 툴라 노동자교육서클에
서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첫째로 좋은 조직자란 모든 방변에서 ‘진

실되어야’ 하고， 둘째 ‘품위있는’ 동지여야 하고， 셋째로 ‘문명화된’ 인간이어야 된다
는 것이다. 풀랴의 지식인은 노동자서클과 위에 언급된 두 합법적 조직들을 매개
로 하여 완전히 라브로프적인 의미에서 노동자를 단순한 노동자로부터 “문명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새로운 인간”이라는 이념이 툴라 노동자서클
에서 는 결코 죽은 개념 이 아니 었다 A. C. ~pono8(1923) np06y*peHHe B03ll0MHHaHHH
Ty刀bCKoro pa6o l.fero,

XapbK08 , cc.

54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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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자신만의

문화적

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자적 활동이다.왜)

툴라 노동자서 클에 서 나타났던 이 러 한 식 의 노동운동에 의 접 근을 모스크바
지식인들은 커다란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았다.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전술적

전환을 주도하고 있던 소위 ‘젊은 마르크스주의자’ 중의 하나였던 리야도프는
이러한 전술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마치 대학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은 완
벽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아직 ‘인민의 의지당’의

전통

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0) 미

츠케비치도 역시 툴라 출신의 한 노동자를 예를 들면서 자신들이 취한 방법
이 툴라의 방법보다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개발하는 데에 더 적합한 전술이었
다고 회고했다 31)

4.

‘인민주의의

본래적

의미’와 인민주의에서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의 마르크스주의자로의 변신

4.1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의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자로의 변신의 의미

마르크스주의자로 변신한데는 당시

불러일으키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인민주의자 사이의

커다란 반향을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로 알

29) A., Walicki (1 990) "Alexander Bogdanov and the Problem of the Socialist
Intelligentsia ," The Russian Review , vo 1. 49 , pp. 301-302; Sochor (1 98 1) “ Was
Bogdanov Russias Answer to Gramsci? ," Studies in Soviet Thought , vo 1. 22.
30) M 깨 LIos (1 906) ‘꺼 CTOpll꺼 pOCCI때 CKOII COUllaflbLIeMOKpaTII4eCKO꺼 paÕ04e꺼 napTHH ,"
KHHra 1, B03HHKHOBeH.μe CO l.(Ha Jl blJ eMOKpaTHtfeCKarO lJB H!KeHHJf Bb POCCHH, cnb. , c. 51.

31)

“나는 몇 년 전 툴라에 살았고， 무기공장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한 노동자가 나에

게 말을 걸어 우리는 짜르는 물론 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 말을 듣고 또 들었다， 결국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그를 떠났다

나는 그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의 팡플릿을 읽고서야 나는 짜르에 대해서는 물론 신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
tfero lJBH){(eHHJf Bb MocKBe ,

M. , c.

12.

M. , cc .1 2-13; c.

C. fl. MIIUKes깨 (1932)

Ha 3ape pabO-

fl. M때 KesII4 (1 940) PeBO刀잉'l.(HOHHaJf

MocK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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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스트루베와 레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는 툴라의

노동자서클에서

노동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자로 변하였다. 두 친구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바램을 자신들의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툴라의 지식인들은 ‘노동자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지고 노동운동에서의 지식인주도에

일’이라는 확선을 가

대해 반발하는 강한 경향을 가진 노동자

들 사이에서 활동했다. 바로 이런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이 대학
에서

유배되어

온 급진적

젊은 지식인들을 ‘인민의

의지당’의

추종자에서

마

르크스주의자로 바꾸었다，32) 그렇다면 바자로프와 보그다노프가 스스로 말하

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로의
인민주의의

전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들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바자로프의

포기한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인민의 의지당’원으로서 여태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자본주의

적’ 미래 전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그다노프 및
바자로프의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향이 당시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환을 주도하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를 똑같이

전술적

전

수용함을 의미하는

32) 바자로프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당시 ‘인민의 의지당’의 추종자에서
마르크스주의로 변선을 한 젊은 학생들의 경험을 다음과 갇이 회고하고 있다· “젊

은 학생들은 통상 ‘인민의 의지당’의 옹호자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도그마의 선전
작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견해에 토를 달지 않았고， 심지
어 자본주의를 우회해야 한다는 그들의 희망사항이나 음모적 조직이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라는 그들의 견해도 다 맞는 말이라고 이해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는 그들에게는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들이 긴급하게 해결해
야 한다고 생각한 문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다양한 노동자집단들의
요구조건들이 일견 상호모순 될 경우 이들이 사용자와 공동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가? 외국에서의 노동운동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
어 왔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노동자는 정치적 현안에 대

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가? 젊은 선전주의자가 자신이 예기치 않게 떠맡
게 된 활동에 얽혀 들어가변 갈수록， 그는 노동자의 관심사에 주의블 보내게 된다
또한 그는 그렬수록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 작업이 발달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구조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힘을 조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지 결코 이러

한 발전을 우회 하도록 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 하게 느끼 게
된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사회적 작업이 저 신성한 미래의 문제들과 모순되고 있
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된다

1894 년부터 합법적 매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러한 지식인에게는 하나의 계시와 같은 것
이 었다‘" B. 5a3apoB (1 916)

“ nHOHepbl

MapKCH3Ma ," PyCCKafl

J1HTepaTypa

, 2, M. , ι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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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이에

대한 시사적

답변을 바자로프가 당시

‘선전’에서

‘선동’이라는

전술의 변화를 주동하고 있던 리야도프와 1895 년 모스크바대학 기술연구소에

서 행한 토론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혁명 후 리야도프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토론을 회고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을 제시하고 이미 대중운동 양상을 띠고 있는 러시아
초기 노동운동에 대하여 개관했다， 나는 지식인들 스스로가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
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로 다가가서 지식을 전달하고 부르주아
에게 봉사하는 부르주아적 지식인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

다. 나는 매우 길게 말을 했다 당시 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
을 표명한 이가 바로 스크보르효프와 바자로프였다 이들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인
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33)

바자로프가 이때를 회고하는 글을 단 한편도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위에

인용된 리야도프의 설명만 가지고 그 논쟁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내
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논전에서 리야도프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개관하면

서 노동자지식인의 무용성과 이러한 노동자지식인을 양산하는 부르주아적 지
식인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소수의

자대중에 초점을 둔 ‘선동’으로의

노동자지식인을 교육하는 ‘선전’에서

이행을 촉구했을 것이다. 이에

노동

대해 바자로

프와 스크보르초프는 반대견해를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리야도프는 벚 년
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의

다 선동적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민주의자들을 무엇보

방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로 지목하면서

는’ 것을 자신의

이틀은 민중블 ‘돕

의무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리야도프가 정의하는 ‘인

민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당시

자신의

그룹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러한 방법

추진하고 있던 ‘선동적
대신 ‘마치

대학에서

방법’에
행해지는

것과 같은 완벽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이다，34)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바자로프와 스크보르효를 비 롯한 툴라의

지 식 인들이

노동자교육서 콜을

일종의 ‘노동자대학’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모스크바 기술연
33) M 끼꺼 tlOB (1 932) “ KaK 3apotlllJJaCb MOCKBKall pa60 1.J all opraH lI 3a l1l1l1," Ha 3ape pa6otfero
J]BH:KeHH꺼 Bb MocKBe , M. ,

cC.80-8 1.

34) M. ß lI tloB(1906) ‘꺼CTOpllll pOCCII꺼 CKoA CO l1l1 aJJbtleMOKpaTII맨 CKoA pa60 1.J eA napT싸i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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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에서

이미

벌어진

리야도프와의

논전에서

407

바자로프와 스크보르효는 무엇보다

러시아노동운동의 대중운동으로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는 리야도프의 선

동적 방법에 대해 반론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툴라 노동자서클에서의

활동이 그가 지식인의

바로 이 시기의 바자로프의

임무를 노동자들을 간단한 팡

플릿이나 소책자를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투쟁의

대열에 세우는데 있다는 주

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선동’으로의 이행이라는 슬로건에 함축되어 있는 노동
운동에서의 지식인의 지도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자
로프의

이러한 활동과 태도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것’이고

지식인의 임무를 노동자의 이러한 과제해결을 돕는 데 있다는 브루즈네프 그
룹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파이프스(R.

Pipes) 가 정의한 바 ‘인민주의의 본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2

‘인민주의의 본래적 의미’

1883 년 플레하노프가 ‘노동의 해방’이라는 첫 번째 마르크스주의 그룹을 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마므크스주의는 1880년 대

내내

지식인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890 년 대 초반이 되어서도 젊은 급진적
학생뜰의

의에

절대 다수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인민주의자에

의해 최초로 번역되었을 정도로 마르크스주의는 인민주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들은

학습의

있었다.염) 많은 지식인들이

측면에서
대거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했다는 사실은 다음 두

35) 사회， 경제이론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와 인민민주의자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
이 었다 이 집 단 모두 Lubbock , Maine , Morgan 및 Kovalevskii 의 고대 및 원시
사회에 대한 경제적 연구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Sieber의 마르크스주의적 연구서
인 경제문화사는 실제로 라브로프와 미하일로브스키의 사회경제이론의

루었다

끈간을 이

이 두 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한 저작들은 두 집단의 추종세력에게 자본주

의의 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자본주의에 특유한 사회관계를 초기의 사회

질서의 특질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실증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러
시아 사회과학을 지배하고 있었고 러시아 혁명적

지식인의

압도적

다수들에게 -

이들이 인민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영향 아래 있었던 간에 - 공통의 지표역할
을 하였다

특히

러시아 마르크스주의는 처음 확산될 시기에

의 이런 실증주의적 요소를 전변에 부각시켰다

러시아의

지적 토양

James D. White(98 1) “ Bogd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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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회정치적 상황과 갚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첫째로 1880년대

산업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러시아의

러시아의

비자본주의적인 독자적인 발전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둘째 70년대 인민주의자들의 주력사업이었
던 농민대중에

대한 교육문화 작업이

이제 챔스트보 자유주의주의자들의 손

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890년대 중반 이래로 무엇보다 젊은 지
식인들 사이에서

인민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로의

세계관의

변화가 진행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이 실천적인 측면은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단절이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890 년 대 초에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현실에서는 사회민주주자들과

인민주의자들 사이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두 집단 사이에 이론적
의견차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두 집단의

현실에서의

협력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마르크스주의로의 인식의
대적으로 일찍

적극적인

전환을 상

경험한 플레하노프， 스트루베， 레닌과 같은 지식인 그룹은 인

민주의자와의 이론적 논쟁을 통하여， 즉 인민주의의 주관주의적 경향과 이에

근거한 비자본주의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마르크

스주의로 전향을 했다면，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를 위시한 툴라의 지식인 그

룹은 바자로프가 말했듯이

미래의

문제보다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경험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로 인식의

구체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이들의 마르크스

주의자로의 변신은 ‘인민의 의지당’의 후예들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다.
1891 년 극심한 기아를 경험하고 난 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러시아 주요도
시에서
당원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인민의 의지당원들이 ‘인민의 의지

그룹 (rpyna HapOnOBOJJbueB) ’을 결성했다.

지향한 바는 이 그룹의 이름과 더불어
지도자로 알려진 미하일로프스키 (H.
어

이

그룹이

애당초

정치적으로

창립선언문을 당시 인민주의의 이론적

K. 싸XaHJJOBCKH꺼)에게 부탁한 사실로 미루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민의

의지당원 그룹’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이

점점

강화되었다

‘인

민의 의지당원 그룹’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강령에 담겨 있는 농민공동체와 같
은 구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미하일로브스키와의 단절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친화성을 더욱 강화
시켰다. 이들의 눈에

인민주의자들은 선동과 무엇보다도 정치적

in Tula ," Studies in Soviet Thought , No. 22 , p. 49

행동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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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자들은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교육작업

에 만족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3 6 )

인민주의의

정신을 가진 이런 ‘선전주의자’들은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들의 프로그램이 이미 낡았고 ‘새로운 개념’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느끼

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문헌리스트에 마르크스주의적인 저작틀을
끼워 넣을 수 있었다. 실제로 1890 년 대 초반에는 혁명적 서클에서 활동한 이

들 급진적 지식인의 사고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인민주의적인 이념들이 뒤섞
여 병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크라신(지 E. Kpac~!H)과 같은 혁명가의 회고에
따르면 이 시절에 뚜렷한 윤곽을 갖춘 세계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고 한다.인)

마르크스주의와 인민주의의

경계가 매우 유동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인민의

의지당’의 추종자였던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가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함은 결국 인민주의자의

희망이었던

러시아에서의

비자본주의적인

발전가능

성에 대하여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주의의

본래적

의미’가 스트루베가 정의했고 후에

레닌이

받아들인 경제적 도그마로서의 비자본주의적인 발전에 대한 신념체계였던가?
파이프스는 지식인과 단순한 대중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해야 될 필요성
이 대두된 1870년대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인민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사회주의적

혁명운동

내부에서의

밝힌 바 있다. “인민주의의
로부터

‘반지식인적’

옹호자는 지식인이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었음을

추상적이고， 현학적이며

가져온 이념의 이름으로 인민을 지도하지

외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의 인민에게 맞추어 실제적이고 일상적 필요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한 저항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38)
파이프스의

정의에

따르면 인민주의라는 개념이

이 의미하는 바는 농촌공동체에
의적 길에

처음 사용되었을 때 그것

대한 신성화이거나 혹은 러시아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혁명적

민중운동에

비자본주

대한 이러한 입장이

었다. 19 세기 중엽 실제로 독일어 단어로 volkstümlich (민중적)와 비슷한 의미

36) M. Hilderrneier (l 978) Die Sozialrevolutionäre Partei Ruβ'lands. Agrarsozia
lismus und Modernisierung im Zarenreich(]900-1914J , Köln und Wien , p. 35
37) D. Geyer (l 962) Lenin i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 Köln, p. 24.
38) R. Pipes (l 964) “ Narodnichestvo: A semantic inquiry ," Slavic Review , No. 23 , 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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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에서는 HapOllH뻐라는 형용사는

‘대중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점차 ‘민주적’ 혹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운동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이 라는 말은 ‘민주적’ 원칙을 의미하게 되었다잃) 요컨대 인

민주의는 그 어떤 특수한 강령적 맥락과 연계되지 않은 일종의

정치적

태도

였다는 것이다. 파이프스는 인민주의의 이러한 의미를 ‘본래적 의미의 인민주

의’로 정의하고 나중에

스트루베와 레년에

구별했다. 스트루베는 1890 년대
사이에

당시

다시

회자되기

의해

정의된 ‘경제적

인민주의’와

초반 인민주의라는 용어가 러시아 지식인들

시작했을 때 ‘본래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이해하고 있던 스트루베는 인민주의자와의

대결에서 ‘러시아의 특수한 발달’이론을 믿고 있는 자를 인민주의자로 명명했
던 것이다. 그는 초기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언문으로 기능한 자신의
저서에서 인민주의를 ‘러시아의 자생적 발달이론’으로 정의한 바 있다. 레닌은
바로 이 런 맥락에서 스트루베의 충실한 옹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스트루

베식의 인민주의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여 인민주의를 경제정책의 강령체계로
간주했다 .40)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브루즈네프 그룹 및

툴라의

노동자서클에서

정치적

태도로서의 인민주의가 계속 살아 있었고，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경계가
매우 유동적이었다면，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의 마르크스주의로의 인식전환은

단지 그들이

인민주의의 ‘농민적 사회주의’의

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바자로프의

설현가능성을 더
정치적

이상 믿지

태도로서의

않

인민주의에

대한 신봉은 바로 대중선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리야도프로 하여금 그를 인
민주의의 추종자로 비난하게 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바자로프는 서클 작업
의 중심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의식을 개발할 때 그것을 돕는 것에

두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조력자활동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과제를 발
견했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바로 ‘본래적 의미의

인민주의’와 연

39) 1883 년 티코미로프 (J1. THXO써pOS) 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주의는 민족발달의 ‘독
특한 자생성 (caMo6비THOCTb)’이라는 문제와 결코 특별하게 관련된 개념은 아니었지
만， 그것의 ‘자주성 (caMOCTO꺼 TeJlbHOCTb) ’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과 관련되어

있었

다 인민주의의 공통의 불가결한 토대는 말하자면 그 어떤 특별한 러시아적인 것
이 아년， 가장 정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으로서의 민주성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다

" H. KO Jlbl.losb(1983)

파이프스의 책， p. 445 에서 재인용.

40)

파이프스 책 p.

454

“띠 a TaHHe

nO Jl HTH4eC I<o ii MhIC Jl H," lleJ/o, No.3 ,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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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년대

갖고 있는 힘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을 일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5.

맺음말

지식인과

노동자의

노동운동에서의

위상문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둘러싼 러시아노동운동사의 중요한 대립국면에서

전술을

반복해서 등장했다. 1890 년

대 후반의 러시아 내부의 ‘실천가’와 주로 망명가로 구성된 명망가적인 ‘노장’
의 대립은 물론 세기

전환기에 별어진 경제주의자와 이스크라 추종자의 논전

에서도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 테마로 작용했다
볼셰비키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7 년 이후

레닌주의자와 좌파볼셰비키의

분열도

혁명운동에서의 노동자 및 지삭인의 역할규정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장차 좌파볼셰비키의 지도자로 부상할 보그다노프와 바자로프는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이행기에 툴라에서 ‘강력한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도권’이라는 전
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브루즈네프 노동자서클에서 노동운동가로서 활동을 시
작하였다. 툴라 노동자서클에서의 활동은 주로 인민주의자와의 이론적 논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로 귀의한 플레하노프， 스트루베 및 레닌과는 달리
인민주의자에서 사회민주주의자로 변신에
서클

작업의

중심과저l 가 일차적으로

이들의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이틀은

노동자들을

임금파 노동조건과 같은

제적 문제를 선동해서 파업을 준비시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려

경

오히

이들은 계몽활동에 중심을 두고 미래의 ‘자각한 자기해방자’로서 노동자의

조직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고민은 후에 혁명에 대한 문화주의적 접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스툴리
핀에

의한 쿠데타 후 의회주의적인

노선으로 방향선회를 모색하면서

정치혁

명에 그 밖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레닌식 혁명관과 갈등을 빚게 된다. 결국
좌파볼셰비키

지도자와 레닌의 결별은 ‘선전’에서 ‘선동’으로의 이행시기에 보

그다노프와 바자로프가 툴라에 서 경 험 한 노동자서 클에 서 의 활동에 그 뿌리 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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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kt

Das Problem der Rollenverteilung zwischen der Arbeiter
und der Intelligenz in der Frühphase der
sozialdemokratischen Arbeiterbewegung in Rußland
Choi , Dae-Hee

Als Lenin im Zuge der Spaltung der bolschewistischen Fraktion gegen
die ‘linken ’

Bolschewiki den Vorwurf richtete , daß diese Anhänger des

‘Otzovismus ’, des ‘Gotterbauertums ’

und ‘Machisten ’

seien , wollte Lenin

genau das kulturell geprägte Revolutionskonzept der ‘linken' Bolschewiki
treffen. Den ‘ linken ’

Bolschewiki schien der einzig mögliche Neuansatz

zur Wiederbelebung der Arbeiterbewegung in der

‘ Bewußtseinsbildung ’

des Proletariats selbst zu liegen. Das Proletariat sollte nicht nur für seine
Rolle als treibende Kr aft der Revolution vorbereitet , sondern zugleich auch
als voll bewußter Organisator der zukünftigen sozialistischen Gese!l schaft
ausgebildet werden. Aus solcher Uberlegung ergaben sich die Pläne zur
verstärkten Verbreitung der sozialistischen Weltanschauung mittels der
Herausgabe der populären propagandistischen Literatur und zur Ausbildung
der Arbeiterkader durch einen neuen Typus von Parteischule.
Was in der Parteikrise Lenin störte , war das Konzept der kulture!l en
Revolution der ‘ linken' Bolschewiki. Das Kulturprogramm unterschied sich
von dem Leninschen vor allem dadurch , daß es nicht auf das autoritäre
Aufklärungsmode!l, wie es sich in der Leninschen Schrift

'"Was tun? .l

zeigt , aufbaute , sondern mit dem antiautoritären Revolutionskonzept des
Anarchismus einherging. Als Grundsatz galt im antiautoritären Konzept des
Kollektivismus die Uberzeugung , daß die Befreiung der Arbeiterklasse die
Sache der Arbeiterklasse selbst sei. Der sozialistische könne nämlich nicht
von den Berufsrevolutionären in die Arbeiterklasse hineingetragen we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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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dern müsse durch bewußte Uberzeugung entstehen. Dies ist das Credo ,
an dem seit 1908 Ii nke Bolschewiki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Lenin
festhielten.
Die Wurzel dieser Unterschiede zwischen Lenin und ‘Ii nke ’ Bolschewiki
Ii egt meiner Meinung nach bereits in jenen Jahren , als sich der Ubergang

von der ‘Propaganda’ zur ‘Agitation ’ i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schen
Bewegung

vollzog.

Während

Lenin

und

die

Führer

der

späteren

Menschewiki Hand in Hand für die agitatorische Methode eintraten und in
der Praxis an der herrschenden Rolle der Intelligenz nicht zweifelten ,
definierten Bazarov und Bogdanov als zukünftige Vertreter der ‘linken ’
Bolschwiki dic Rolle der Intelligenz ganz im Sinne der Propagandisten
alten Stils.
Die Tulaer Arbeiterbildungszirkel , an der Bogdanov und Bazarov als die
Vertreter der Intelligenz teilnahmen , hatten nur rein propagandistischen
Charakter. Die durch das Narodnichestvo stark beeinfußten Tulaer Arbeiter
selbst

waren

nicht

willens ,

von

der

‘Propaganda ’

zur

‘Agitation ’

überzugehen. Die Intelligenz ihrerseits drängte die Arbeiter aber auch nicht ,
eine

noch

kräftigere

und

umfassendere

Form

des

Widerstandes

zu

ergreifen. Sie hatten mit ihrer ablehnenden Haltung zum Ubergang zur
Agitation

und

ihrer

Akzentuierung

der

bzw.

Propaganda- ,

Aufklärungsarbeit in den Zirkeln als einer Art von ‘freier sozialistischer
Arbeiteruniversität’

eine

andere

strategische

Uberlegung

zur

Arbeiterbewegung. In dieser Erfahrung lagen die Wurzeln der Idee der
‘linken ’

Bolschewiki um Bogdanov , in den späteren Jahren etwa 1908 1909
•

in Capri und Bologna eine proletarische Schule zu gründen. Bazarov und
Bogdanov maßen ihrer propagandistischen Zirkelarbeit in Tula als einem
Embryo der proletarischen Universität große Bedeutung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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