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발산업화와 소련관료제의 특징: 

보로네쥐 지역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하 용 출 견 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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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본격적인 스탈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 1차 5개 

년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나타난 지방행정체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러시아 보로네쥐 지역을 중심으로 당， 공장， 집단농 

장 차원에서의 인사정책의 급격한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로 대표되는 이 기간동안의 소련의 인사정책에 

관한 연구가 중앙과 지방 차원을 막론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지 

적할 수 있겠는데1) 소련연구에서 행정체계2) 특히 인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왔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요인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에 나타난 행정의 종속변수적 처리에 기인한다. 맑시즘에 나타난 국가는 계급 

세력의 대변자 내지는 그들 이익의 착취 수단에 불과하여 행정에 대한 적극 

적 의미 부여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레닌의 경우 적어도 혁명 이전 저작 

에서 행정은 아마추어들의 게임으로 간주되거나， 국가 소멸론의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무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가 조직론과 혁명론에서 쌓은 막대 

한 이론적 업적과 영향력에 비교한다면 아주 대비적인 것이다. 둘째 요인은 

* 이 논문은 때2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은 것엄(KRF -2002-072-BM2075).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박사과정 
1) 소련행정체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지적은 Rees(2003). 

2) 러시아어에서는 라틴어 계열의 atlMHHHCTpaUHlI와 구별하여 ynpaBJJeHHe를 일반적인 
행정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위부서의 관리개념으로 축소된 atl빼HHCTpaUHlI와는 

달리 ynpaBJJeHHe는 한편으로는 지배 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는 기업경영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접두어 ‘국가(roc-)’를 붙이게 되면 일반 

적인 행정의 의미를 띄게 되거나 행정조직상의 단위부서 (rJJaBHOe ynpaBJJeHHe)를 

지칭하게 된다. 이에 비해 공산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적 개념 대선 ‘지 

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런 특이한 용어사용에서부터 소련의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서구의 사회과학적 접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분석틀을 요 

구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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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소련체제에 관한 관심이 이데올로기나 정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련체제를 설명하는 대표적 관점으로서 ’전체주의적 

접근’은 모든 것을 정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테러와 폭력에 기초한 통제에 주 

로 관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정이나 관료제에 관한 관심은 그 

러한 접근 방법에서 부차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3)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성립 시점의 소련 지방행정체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소련행정체계의 전반적 성격 규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연 

구는 소련 행정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또는 일반 행정학적 

인 접근방식보다는 ‘후발산업화’라는 비교적 관점을 중심에 두고 분석을 진행 

함으로써 소련행정 현상에 대한 보다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1. 기존 문헌 검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행정체제 자체에 대한 미시적 연구 즉 인사정 

책，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인사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연구에 비해 더욱 적다 문서 

고의 자료들이 대거 개방된 현시점에서도 인사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 

근이 지극히 제한적인 형편4)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이 분야에서의 연구부 

진의 주된 이유가 소련정부의 극도의 인사보안과 이에 따른 정보자료의 미공 

개 때문임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 연구 사례에서 소련 인 

사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해석을 전혀 얻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연 

구들에서는 자료 제약과 정보의 부족이라는 원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3) 국가기관이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틀 국가기관의 변천사를 다루는 역사학의 
영 역 이 었다 KOp:l<HxHHa (1995) 

4) 인사자료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제한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75년이라는 비밀해제기 
간의 제약과 문서보관소 내 분류작업의 더띤 진행을 들 수 있겠다. 소련해체 후 

문서보관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대숙청기 희생자들의 복권조치를 위한 친지 

들의 자료열람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서들이 햇빛을 보았지만 이 자료들이 오히려 

비밀해제기간에 묶이게 되는 결과플 초래했다 1938년을 시점으로 계산하면 친지 

들의 동의 없이 자료 열람이 가능한 시점은 2013년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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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해석방식이 시도되었다. 행정문제와 연관된 과거의 연구 성과들을 분류 

의 편의상 체제론(체제론은 사실상 광범위한 범주다. 이 범주에는 정체체제론， 

경제체제론을 포함할 수 있다)， 정책분석 그리고 미시적 엘리트 분석으로 나 

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1 체제론 

소련 관료제는 혁명 이전의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낙관론적 예측에도 불구 

하고 혁명 직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간부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 문제는 스탈린 등장 

이전까지는 혁명 과업 집행에 관한 거시적 논쟁에 밀려 큰 관섬거리가 되지 

못했다. 우파와 좌파 간의 이론적 논쟁과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핵심적 과제가 

공산당의 정치적 우위 즉 행정에 대한 정치의 우위 확보에 관한 문제였기 때 

문이다. 한편 트로츠키로 대표되는 좌파에서 러시아 혁명이 관료들에 의해 침 

식되면서 체제의 전반적 성격이 관료화되어 갔다는 비판이 등장하는데， 트로 

츠키가 소련체제를 관료주의로 규정하면서 체제 전반적 성격과 관료제는 밀접 

히 연계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Bellis 1979) , 이런 이미지는 산업화의 보편적 

결과로 인식되는 관료화의 개념이 수렴론파 연결되면서 한동안 강화되었다，5) 

초기 소련 국가론은 이렇게 체제론과 이데올로기 논쟁과 연계되어 ‘산업화 

는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서구 정치사회학의 명제를 강화시켰다. 이런 논쟁들 

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국가를 정태적， 추상적 실체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트로츠키 의 관료주의 는 공산당의 역 할이 관료들과 관료조직 에 의 해 흡수되 는 

현상에 주목하는 권력의 소재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에 소련행정제도의 개념 

적 인식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당연하겠지만 트로츠키로서는 소련 관료 

제가 베버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 관료적인지 등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관료주의가 전통적인 의미의 관료제도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조 

차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6) 

5) 관료화에 따른 수렴론에 입각하여 소련을 본 예로는 Meyer(l964) , 이의 비판에 대 

해서 는 Hollander( 1967l. 
6) 그러나 문서 공개 이전에도 소련 관료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Hough의 지방당연구， Pakulski의 당파주의 (partocracy) 개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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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의 두 번째 유형은 경제관리 체제에 관한 논의다. 이것은 권력의 소 

재에 중점을 두기보다 실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운영되는 모습의 분석을 통 

해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Berliner의 고전적 소련 공장 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나 Lewin의 집단농장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Davis의 산업화와 집단화에 관한 연구 등 이미 페레스 

트로이카 이전부터 경제체제론은 소련식 사회주의의 낭비， 부패， 혼란， 무질 

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Berliner 1957, 

Davies 1980, 1989, Lewin 1975) , 

이런 경제체제와 경제체제 건설과정에 관한 분석들은 공식적인 노멘클라투 

라의 제도적 측면을 벗어나 경제 건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적 인적 네트워크와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 관료들이 직면한 상충되는 압력과 

시간과의 경쟁， 보고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분석들은 부분 

적이고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관료들의 살아있는 모습과 행정제도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인사행정의 생생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 

공해주고 있다(Shearer 1996, Gregory 2001) , 

1.2 정책분석 

정책분석의 특징은 경제체제 분석과 달리 특정 정책， 예컨대 농업집단화나 

산업화， 철도정책，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 

서 공개 이후 나온 정책분석들은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동안 전체주의 모델이 스탈린과 중앙 중심적이었던 시각을 상당부분 교정 

해 주고 있다. 이는 지방 관료들의 구체적 행태와 인적 관계를 제시하고， 나 

아가 이러한 인사문제에 나타나는 정치， 사회적 함의를 드러내는 분석의 성과 

를 보여 주고 있다(Harris 1999, Hughes 1989, 1991 , 1996a, 1996b) , 예를 들어 

스몰렌스끄 벨리 라이온 당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공산당의 사회 침투 정도 

와 당원의 인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당시 소 

이에 속한다 Hough0969l , Pakulski (1 986l 또한 공개문서를 활용하여 한층 더 역 
사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Gorliziki(2002l이 최근 제시한 neopatrimonialism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 모두 스탈린 시대플 직접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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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국민이 단순한 전체주의적 통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 

으며 공산당원의 낮은 교육수준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자료를 이용한 Fainsod의 고전적 연구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것이었다，7) 

소련 전체주의의 전지전능에 대한 누수를 지적하는 이런 방식의 비판적인 

정책분석 작업은 최근 러시아 역사학계의 주요 흐름이기도 하며， 특히 집단화 

과정에서의 농민들의 반항과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안티소비에트적 행위에 

대한 자료발굴작업은 서구학자들과의 공동연구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의 인사정책 자체와 관련된 연구 즉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기용되고 전보， 승진되며 해직되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공산 

당원의 변동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공산당원의 변동 

으로 모든 국가 관료조직의 변동을 포괄하는 방식이었으며 공산당 이외의 조 

직에 대한 분석은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인사정책의 관점에서 1937년 테러는 

공산당 이데올로기(紅)와 전문성(專)을 모두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 어려웠으 

며 이런 상충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결론(Azrael 1966, Kuromiya 1988)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논거들(구체 

적인 충원 기준이나 전보 및 해직과정 또는 이런 인사교체의 구체적인 빈도) 

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3 엘리트 분석 

끝으로 엘리트 분석은 통계적 분석과 사례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8)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연구에서의 통계적 분석은 자료가 불완전한 시대에 

유행한 방식이었는데 엘리트 분석에 쓰여진 통계적 분석은 공식문건을 통해 

입수 가능한 소련의 당， 국가 관료들의 인적 배경을 주로 나이， 교육， 출신지， 

경력 등으로 정리하고 이의 변동을 추적해나가는 것으로 소련 엘리트들의 정 

치적， 정책적 공통분모와 외형적 성향을 추출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 

이 대부분이었다.9) 이런 부분적 분석에 반해 최근에는 당시의 관료조직의 변 

7) Fainsod(958) , Manning(984) , Fitzpatrick(2000) , Khakhordin(2001), Lewin (1 995). 
이 밖에 러 시 아측 연구 자료로는 Danilov(989) , naHHJloB(1989, 1990a, 19906, 2000) , 

3aropOBCKH꺼0995， 1997). 
8) 역사적 배경을 곁들인 것은 Pintner (1 980l, Fanner(1 992). 



276 러시아연구 채 14권 채 1 호 

화와 증가 및 관료수의 증가에 대한 연구 등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반이 

넓혀지고 있다. 

구체적이고도 집약적인 자료의 존재를 요구하는 사례 연구는 문서 공개 이 

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와 초기 공산당의 국가건설을 설명하 

려는 보다 거시적 분석과 스탈린과 주요 인사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례분석에 의한 소련 초기 엘리트 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10) 이런 분석들은 중앙과 지방 관료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하거나 

스탈린의 인사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앞서의 개략적인 검토에 근거하여 인사정책과 소련 행정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인사 

문제， 특히 지방차원의 인사 문제는 아직 연구의 대상조차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틀 연구에서 인사문제는 아예 빠져 있거나 중앙의 권력투쟁 

과의 연장선상에서 간략하게 처리될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인사문제 

가 다루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간헐적으로 묘사하는 

가중된 중앙의 압력에 허덕이다 처벌받고 교체되는 관료들의 모습에서는 그 

들의 실존적 고민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 국가행위와 관련된 관료제의 변동 

요인 등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한 소련 행정체 

계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지금까지 소련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산업 

화와 농업집단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탈된 정책결정과정과 무리한 집 

행과정 속에 수반되었던 비극적 실상만이 들추어졌을 뿐 이런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동기를 연결짓는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전체주의 모델에 가정하고 있는 일인 독재자와 이 

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이미지， 관료주의 또는 관료화 

모델이 제시하는 관료 통제의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하다. 한편 

문서고가 공개되면서 이런 전체주의 모델의 모습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9) 사회학적 의미를 처음 제기한 것으로 Fitzerpatrick(979), 초기 지역당 엘리트의 배 
경 적 연구로는 Stewaπ(1968) ， Beissinger(l983l, Breslauer(l 984), BlackwelI(1974). 

10) 소비에트 관료제도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시작으로는 Lewin(995), politburo 연구 
로는 Khlevnyuk(1995) , Hughes(1996) , 20년대 초기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과 특 
정에 관해서는 Rigby(981), 초기 국가건설과 혁명투쟁에서 발생한 연결망의 기능 
에 관해서는 Easter(l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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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데， 이 중 하나는 경제체제 연구들이 제시해왔던 무질서한 현상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즉 혼란스럽고 비체계적이고도 무질서한 행정 

의 이미지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경제체제 연 

구들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나아가 소련 연구 전체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 

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껏 소련 체제의 문제를 ‘왜곡된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무리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로 간주해 온 것이 사실이 

다 후발성의 문제와 사회주의가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서(특히 Lewin) 

사회주의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더 큰 몫을 차지해온 것이다 1 1) 즉 ‘사회주의 

적 후발성 I 의 문제를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대부분의 혼란을 사회주의의 

원칙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련 체제를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체제의 독특성을 강조 

하는 ‘사회주의적 후발성’이란 관점에서보다는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 

발산업화’가 직면하게 되는 유사한 과제의 ‘극복 l 에 초점을 맞추는 ‘후발성 사 

회주의 l 라는 관점으로의 시각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닥후된 경제의 발 

전이 불가피했다는 관점에서 후발 자본주의와 선발형 소련식 사회주의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소련 산업화와 사회 

변동의 사례를 후발성과 관련된 일반적 현상과 비교해 이해하고 소련식 사회 

주의의 성격을 후발성 극복과 관련해서 해석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련변화 과 

정의 혼란의 성격규정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는 발상이 될 것이다 12) 

그렇다면 소련 산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후발성을 우선시 

11) 이런 사실은 소련의 사례가 정치체제차원의 경우 나지즘과 비교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례와 거의 비교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독특한 사례로 치부되어 온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비사회주의적 체제와의 비교관점 

을 끌어올 수 없게 된다， 

12) 최끈 공개된 문서에 근거해 스탈린의 역할과 소련 행정체제제의 성격을 분석한 
Rees는 기존 전체주의 모델의 이데올로기 중심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성격과 수정주 

의자의 다원적 시각 모두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내포하는 홍미로운 

시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탈린의 지도행태가 이 시기 집단지도체제에서 독제체 

제로 전환하는 극적인 상황은 스탈린 개인의 열망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국가의 관리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와 

연 결 되 어 이 해 되 어 야 한다(Rees(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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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하나의 방식’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 

적으로 지금까지 해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후발성을 우선시 한 

다는 것은 후발산업화의 사례가 갖는 공통적 요소가 소련의 경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주목하는 한편 이런 후발산업화의 과제를 사회주의적으로 풀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특정을 소련적 특수성의 의미로 해석해 내는 

것이다 13) 

다시 말해 소련식 산업화를 후발산업화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 이 데올로기 

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후발산업화가 가지는 공통적 과제와 문제에 주목하고 

이의 해결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활용되는 방식과 나아가 이런 활용이 다른 

후발산업화와 비교하여 갖는 차이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후발산업화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발산업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지도자의 극단적인 

후진성 인식과 극도의 열등의식이다 14) 

둘째， 후발산업화의 추진을 위해 정치지도자는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oyal and competent) 인적 자원을 펼요로 하며， 충원의 소스는 역사적 조 

건과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셋째， 후발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경계는 애매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급격한 산엽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음 통해 특정한 

전통 요소와 제도， 그룹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후발산업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산업화 추진 세력과 사회전통 사회세력과 제도의 상호 작용 

검토가 펼수적이다. 이렇게 후발산업화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게 사 

회변동의 이해와 연계된다. 국가←사회 상호작용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사회 

의 이분법을 상정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경계가 혼재된 상태에서 

의 상호작용을 상정하는데 있다. 즉 국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 

회가 국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다 15) 

13) 후발성의 경제정책적 특성에 대해서는 Gerschenkron (1966) , 소련산업화를 제3세계 

의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Eley(993) 
14) 스탈린과 박정희의 후진성 인식에 대해서는 Stalin(934), pp. 300-426, 박정희 (997) ， 8 

장 
15) 후발산엽화의 인사와 국가의 동력에 대해서눈 하용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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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인사정책이며， 왜 지역(보로네쥐)인가? 

후발산업화의 국가연구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후진성 인식과 강박관념이 의 

사결정， 집행 및 인사문제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펼수불가결하다. 특 

히 인사 문제는 단순한 충원과 전보라는 사설로 드러나는 국가 기능 수행상 

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친화성이 있는 그룹의 

형성(엘리트 형성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 출 

발점의 의미를 지닌다. 

어느 후발산업화의 경우든 산업화에 개입하는 국가 조직의 충원(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의 존재 유무와 이의 지속적 보장)은 중요한 문제 

가 된다. 또한 이들의 충원 방식(이데올로기 vs. 설적)에서의 차이점은 후발 

산업화 국가 조직의 장기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행정요원의 정치적 신뢰성에 충원의 비중을 높게 두게 되면 외부의 영향이 

행정조직에 침투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게 된다. 이와 함께 충원된 요원의 전보 및 해임 유형도 조직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인사문제는 후발산업화 과정의 복잡성과 급박 

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관찰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련 산업 

화와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후발성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사과정에 있 

어서의 여타 후발산업화 사례와의 공통성과 소련식 대응 양식이 가져오는 독 

특성을 다중으로 분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발산업화 과정에서는 강력한 중앙 행정력의 존재가 전제됨으 

로써 지방행정의 의미는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산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성 

격논쟁에 있어서도 공개된 문서에 기반하는 최근의 반박들 역시 지방의 문제 

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의 존재에 매몰된 

인식음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밑 

에서 위를(bottom up) 바라보는 방식 l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소련의 경우 

산업화와 농업집단화가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으로서의 공장이나 집단농 

장 단위에서 인사， 의사 결정， 집행상의 구체적 문제들과 후발산업화의 목적 

론적 과제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현장의 관점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후발산업화 과정이 초래하는 제도적 영향을 관찰하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후발산업화의 국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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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국가 사회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사정책 이외에 의사결 

정 및 집행 과정의 총체적 분석이 요구되는바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장기 

연구과제의 일부임을 밝힌다. 

다음은 이번 연구에서 사례 연구 대상으로 보로네쥐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이다. 다른 후발산업화와 달리 소련 산업화의 특정은 폭력성이 

노골화된 농업집단화가 수반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업화보다는 농업집단 

화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졌기에 산업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도 농업집단화와 산업화가 모두 제공되는 사 

례의 채택이 필수적이었다. 보로네쥐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흑토지구는 러시아 

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이 압도적인 곳으로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진 중 

심 지역이었으나 산업화 과정에도 소외되지 않고 철강 및 기계， 화학 그리고 

소련을 대표하는 민간 항공 및 로케트 제조를 담당하는 방산공업지역으로 변 

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28년 1차 5개년 계획의 공식적인 출발과 더불어 

탄생한 흑토지구는 이전의 보로네쥐， 꾸르스크， 오롤롭스크， 땀봅스크 구베트 

나야(제정러시아 시대 행정구분의 연속)와 똘라， 랴잔， 구베르나야의 일부를 

포함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 사회주 

의 연방공화국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곳이며， 출발 당시 

1 1.3백만의 인구로 시작해서 1932년 12.2백만 명의 거주인구를 가록한 거대한 

행정지역이었다. 

이번 연구는 1928년에서 1934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 시기는 

1차 5개년 계획기간0928-1932)을 포함하는 한편 행정구역으로서의 흑토지구 

의 존속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이후 2개 주로 분화). 1차 5개년 계획의 

개시와 종결은 지표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는 시기이나 현장에서 산업화는 

아직 1차적인 결과를 맺지 못하였고， 농업 집단화가 대규모 기근으로 귀착되 

는 위기의 시기가 1차 5개년 시기를 넘기고도 지속된다는 사실로 인해 연구 

대상 기간이 1934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인사정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 

고 있는 이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 볼 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기 구분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 이전파 비교할 때 이 시기는 본격적이고도 체계 

적인 산업화와 사회변동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체제건설 과 

업과 연관이 비교적 약했던 1936-8년의 숙청 시기와 달리 체제 건설의 기초 

인 산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추진이 우선시되어 과격한 체제외적인 정치적 충 

격이 비교적 약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시기는 따라서 소위 소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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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행정적 기초를 세우고 이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위해 작업이 진행된 문서보관소는 보로네쥐에 위치한 정부문서보 

관소(rABo-rOCYllapCTBeHHbl꺼 apXHB POCCH낀CK。다 φellepaUHH)와 당문서 보관소(국 

가문서보관소 PocapXHB 산하 소련 공산당Kncc 문서보관소의 지부， UllHHBO

UeHTp lloKyMeHTau뻐 HOB태weH HCTOpHH BOpOHe:l<CKOH 06JlaCTH)와 구소련 제 2 

합성고무공장(CK-2)의 기업문서보관소 3곳이다 이곳에서 주로 취급된 자료종 

류는 다음과 같다. 

- 당기구의 공식문서들인 각종회의자료 및 결정문， 현장 지도 보고， 상벌자 

료 및 인사자료 등이 참조되었다(이시기 오브콤 문서는 모두 l띠HI1BO iþOHll 2, 

on 1 에 2922건의 문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전체 문서분량은 수만 페이지를 넘 

는다). 특히 몇몇 라이콤(pa다KOM) 서기들의 인상변동자료를 도표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인사발령 결정문에 대한 조회가 필요했다. 단순히 인사변동 조치 

만을 기록한 결정문 이외 인사 발표일을 전후한 회의자료를 검토해서 인사변 

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력했으나 대다수의 경우 원인을 밝히기 어려웠다. 

몇몇 흑토지역을 떠난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경력추적을 하지 않았 

으며 당과 국가직 주요 계선 포스트에 올랐던 25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명세 

표 등을 작성할 수 있었다. 집단농장과 개별공장들에 대한 자료의 경우 당세 

포 및 당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경우 일정자료가 남아있으나 전반적인 공장건 

설과 재정， 복지， 생산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공장장의 보고서는 인력배치 

및 자원배분이 주요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 OrnY(06belll’HeHHoe rOCYllapCTBeHHoe nOJlHTH4eCKoe ynpaBJleHHe 

- Kr5전선) 지부의 정치공작 보고자료. 노동자 농민들의 동향보고가 주를 

이루는 한편 지방 지도부의 탈선사례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소수의 지방 및 중앙 집행부에 열람된 이 보고서들 

에는 공식 출판물과는 탈리 노동자， 농민들의 반소비에트적 경향을 과장한 대 

목이 엿보이기는 하나(강력한 계급투쟁의 전개가 권력 원천이었던 조직적 특 

성을 반영) 당시의 지역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1932년까지 보고서 1부를 지역당 서기에 전달한 관행에 따라 이들 

문서들이 대거 당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후 자료는 현재 사안에 

따라 개별허가를 요하는 연방보안국(φC5)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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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까다로운 실정이다. 이외 대숙청 당시의 희생자 복권을 위한 참조자료로 

형사조서와 판결문등에서 이들의 해당시기 행적들을 추적해볼 수 있지만 자 

료 열람에 친권자의 동의가 펼요한데다 강압적 형사조서의 신빙성 등이 문제 

되어 취급대상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 중앙당과의 교신문틀. 중앙위원회 (UK BKn(6))의 공식 결정문 등의 통 

지 및 공식보고와는 별도로 지방당(06KOM)은 수시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당과 전문을 교환하였다. 대다수 스탈린 동지와의 직접적인 교신형태를 

띠고 작성되어진 이 문건들은 실상은 스탈린이 직접 개입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방의 미묘한 사안을 다룬 경우가 많았으며， 지령의 경우 포괄적이며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이틀 문건을 통해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보 

고함으로써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지방당의 의도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교조적이고 포괄적 지령 속에서 지방당의 책임량을 극대화하는 중앙당의 의 

도간의 충돌을 엿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들 자료가 중앙과의 교신이라는 한 

항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종 문서들 속에 산재해있어 지령과 보 

고간의 상관성 파악과 빈도수에 대한 통계적 작업등에 쓰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rABO의 경우 자료의 분류 및 보관상태가 당문서 보관소에 비해 럴 조 

직적이고 부실한 편이다. 이는 당문서 보관소의 경우 추가 유입자료가 없으면 

서 현존 자료에 대한 분류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비해(당문서 보관소의 경 

우도 개인신상 자료를 제외하곤 원칙 적으로 모두 열람이 가능하나 분류작업 

등 기술적 문제에 의해 자료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rABO는 지속적 

인 자료유입과 자료량의 방대함으로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듯 하다 지 방정 부(06IlCnOJlKOM)의 자료들은 공문서 형 식 의 결 정 문들이 주를 

이루며， 각종 경제， 사회 통계보고 등이 발견된다. 연구팀이 관심을 둔 자료 

들은 정부조직의 끝에 해당하는 현장조직인 집단농장 자료로서 당세포 활동 

이 없어 당문서 보관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집단농장들의 실태 및 인사변동 

에 관한 자료였으나 워낙 산만하게 분포되어있어 농장별로 시기적 연결성을 

갖춘 자료를 열목요연하게 추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류의 자료는 

주로 집단농장의 주민전체회의 및 간부회의 자료이다. CK-2 개별 공장자료 

는 중공업성 흑토지부 자료를 주로 참조했으며 여기서는 공장건설 및 생산활 

동과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계획달성， 품질관리， 

재정 및 복지문제가 다루어지는 한편 계획달성이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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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산업화 건설현장의 긴박성을 감지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계 

획수치의 작성， 결정과정과 수행과정이 연결되어 파악되기 힘들고 많은 경우 

일일 업무 보고서 수준의 근시적인 보고서들이었다 

p 뜻밖의 자료는 CK-2 공장의 문서보관소 역할을 하는 공장박물관에서 

찾아졌다 야로슬라블에 이어 소련에서 두 번째 합성고무공장이라는 의미의 

CK-2 공장이 발행한 공장선문 <KayqYK>의 사본이 발견된 것이다. 이 신문 

으로 인해 공장건설의 주요 일지와 문제점들과 함께 공장지도부의 변동사항 

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이용된 자료는 당시 흑토지구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이다. 

대부분 공식적인 선전물의 성격을 띠는 한계를 띠지만 1930년을 지나면서 

한층 강화된 검열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일간지 <KOMMyHa>는 당， 정부의 

공식문서를 공표하며 산업화와 집단화 진행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쏟아내는 

한편 지역의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지방 내 노동규율 문제와 불량품 문 

제 등에 대한 고발적 기사들도 종종 접할 수 있다. 한편 지방당 공식기관지 

<끼eHHHCKHH nyTb>의 주요발표문들은 당시 의 이 념 공세 에 대 한 경 향성 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소련에서의 후발산업화의 인사정책상의 

3. 1. 가설적 문제제기 16) 

토~^I -, 0 

앞서 지적한대로 후발산업화에서는 열등의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치지도 

자의 심각한 후진성 인식과 이를 초고속으로 극복하려는 긴박감의 조성을 특정 

으로 하며， 가장 중요한 일차적 과제는 바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과 동 

시에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력의 확보이다. 이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 

냐는 바로 한 국가의 역사적 유산 즉 교육제도， 사회선뢰도， 강한 국가의 전통 

의 유무(관료제의 여부) 및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16)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행한 시론적 또는 서론적 성격을 띠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그 대표성보다 가섣을 세우거나 새로운 해석의 출발로 보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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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후발산업화의 인력충원 과정에서 소련의 사례를 포함하여 공통적 

으로 기대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후발산업화 

에서의 과부하 현상이다. 즉 과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단기간에 걸쳐 해결하 

려는 과속 현상이다. 이런 과정은 자연히 정책적 실수와 혼란을 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잦은 인사 교체나 전보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17) 그 

런데 문제는 후발산업화의 펼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은 적격한 인력의 부재현 

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질 높고 풍부한 인적자원에 기초한 행복한 후발 

산업화는 애초부터 성 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후발산업화의 경우 이들 

에게는 국가의 의도와 목표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지도자의 뜻을 충실히 집 

행해 나갈 수 있는 복합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발산업국에서의 심각한 인적 자원난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여 

기에다 소련과 같이 서방과 대치하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새로운 체제적 실험 

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전문적 소양에 대한 펼요성의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소련의 경우와 관련되어 

지금까지의 해석은 이데올로기와 실적 즉 개인의 전문적 능력을 대치하는 관 

계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발산업화의 목표 달성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볼 때면 급격한 산업화의 성취 

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산업화 달성의 부차적 기능이나 활성화 

기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충원 대상의 선정과 

실적에 따른 책임 추궁과 해임 및 전보 등의 과정을 종합적이고도 실증적으 

로 따라가 봄으로써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후발산업화의 관점에서 추론 가능한 또 하나의 현상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 

계 즉 기획부서와 생산단위체 사이의 과중한 압력과 이에 따른 하위 생산단 

위나 행정단위의 적응 양태에 관한 것이다. 합리성과 동떨어진 과중한 목표설 

정과 속도전과 강압적 압력에 의존하는 집행방식이 현장에서 항상 최선의 결 

과물을 내놓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결과 

물보다는 과제달성에 관련 상부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이다. 대 

부분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이나 시간편차의 문제 등으로 정확한 정 

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누 

적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방행정 단위에서 관찰되는 비공식적 그룹 

17) 하용출(2003) ， 3,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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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이다. 이는 중앙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어망 구축’이라는 자연 

발생적 인적 모임의 성격에서 조직적，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후발 산업 

화의 압력에 대항하는 지방에서의 이런 방어적 기제의 형성 여부는 이후 행 

정조직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3.2 보로네쥐 지역 주요 인사의 신상 배경 

다음은 보로네쥐 문서고로부터 추출해낸 각종 인사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분석 사례들이다. 인사에 관련된 자료는 거시적인 자료 예컨대 개인별 구체적 

인 내용이 없으나 인사 교체의 빈도를 볼 수 있는 자료， 부분적이나 개인의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잡힌 경우， 간접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중앙흑토지역의 1928-34년간 주요 인사의 신상 배경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전체 분석대상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명으로 이들 

은 지역당과 지역소비에트 및 지역 주요 공장과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1930년 기준으로 20대 4명， 30대 19 명， 40대 2명으로 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은 없어 상당히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 

고 혁명 이후 성장한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입당 연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1917년 이전 입당한 사람은 25명 중 3명으로 13%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1917년 이후 입당한 사람들이다. 더욱이 1920년 이후 입당한 

사람이 12명 으로 전 체 의 48%를 차지 하고 있다. 

교육배경이 알려진 21명의 공산당 입당 이전 교육 배경을 보면 초등교육 6 

명， 중등교육 6명， 농민학교 5명， 고등교육 3명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15% 미만에 이른다. 이런 낮은 교육배경은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18) 

출신성분이 알려진 23명중 18명이 노동자 농민 가정 출신이고 중농 1, 귀족 

2, 숙련공 1, 군인 1명으로 대부분 노동자 농민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들 25명 중 18명이 적군 입대 경력을 가지고 있어 적군 입대 경험이 공산정 

권 하에서 입신의 주요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에 입당한 후 

이들 중 9명은 공산아카데미， 농엽아카데미， 붉은 교수 과정， 고급 당학교 등 

18) 이와 유사한 분석은， Manning(198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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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 및 연수 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을 보면 9명을 제외 

한 16명이 중앙흑토지대 출신인데 주요한 보직(지역당 제 1서기， 지역소비에트 

의장 등)을 제외하면 같은 지역 출선을 지방 행정조직에 발탁할 수밖에 없었 

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농민， 노동자 출신 등 형식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충원 소스가 있었으나 이들의 역량은 급박한 

산업화와 농업집단화 과업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것이었으며 중앙의 이에 

대한 볼신과 불안감은 빈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19) 

〈표l. 1차 5개년 기간 중 흑토지구 주요 당정관료 프로필 요약표20)> 

이용 출생 출신지 출생육성분/ 년 입당도 교육2 적군경력 흑토지구주요보직 특이사항 
년도 교 1 

바레이끼스 1892 라트비아 1913 오브콤제l서기 19자년숙청 

:t랴딘스끼 1893 레넌그라드 1912 소비에트의상 1930년 
타지역전출 

야 ~I 년 1892 니궤고로L 화덕공/호둥 1917 삼산아카데이 묘브콤뷰로국원 1937년숙챙 

비른 1891 라트비아 대장장이/초등 1909 공산아카네띠 오므폼 제 2서시 1930년 
타지역선출 

이바노프 1892 블라디미르 적군/농민학교 1917 균꼬미사르 KK←PKH의흑 장토지 구 1937년숙정 

야띄7，1 1893 오렌부르그 도장공/중둥 1918 균꼬1>1사르 하위간부→제2서기 1938년숙정 

쁘랴드첸꼬 1894 땅보프 노 기민계학공교/ 1917 군끄"1사르 소비에트부의장 
1930년 

타지역전출 

라 I :-;! 1899 러1 년~라으 iι직 측고량둥사피/육 1920 선션선동 오브휴 산엽부정 1937년숙청 

만ι 려!예프 1892 스볼렌스끄 풍산귀족/고상 1918 농업아카네1'1 !i!.. 무1'1 샤관르 계획위원부익장 1936년숙쟁 

따따므추끄쓰 1885 보로네쥐 볼락구1 족/고둥 보직 ['1 상 계획위원회의장 1937년숙청 

자마나예프 1893 랴잔 목초경영/증둥 1920 사병’1사 군Mt 르 
십단농장연맹익장 라이콤서시둥 

랴홉스끼 1886 땀보프 노동자/초둥 1920 사냉 흑토지구 공업단당 7,1 항설공책회인사자읍 
빠블보」프 1899 모스크바주 노동자/중동 1917 피→은 jtL수과정 계획위원회의상 1938년숙청 

수듭째프 1898 하리꼬프 노조운동가/ 
192~ 사병 설땅공장부사장 1938년숙칭 τ:5z「 r tjτ→ 

좀라 1895 꾸르스끄 
철도수리공/ 1926 보직 "1 상 라이콤서시 1937년 

ι&-5=。 출당조치 

엠렌꼬 1897 보호네쥐 농민/초둥 1925 사병 라이콤서시 
냐양한 

중간직위섭염 

벨로 111 센7，l 1901 보로네쥐 중농/중둥 1921 기병사관학 ltL 장 jJl 라이콤서시 2차대전참전 

꼬꼬선 1898 보모 l네，1 쥐 농민/초둥 1920 고급딩학교 보직 "1 상 라이콤서기 1935년 
타지역선출 

아쉬흐년 1897 보호네쥐 노동자 1918 문송학교 하사관 
납웅첼도구역당서 1932년 

기 타지역선출 

꾸르나또프 1897 보로내쥐 ]!L X6L 고。 1919 보직미상 요릎칠도역 당서 71 1937년유형 

까시야.:.:프 1903 꾸트스끄 화덕공/ 1925 설탕공장 당시 71 

19) Gregory(2001), pp. 29-31 

20) n. B. 3aropoBcK깨가 UDHHBO φ 2 자료플 중심 으로 작성 한 25인 각각의 프로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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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 

꼬뜨랴토프 1902 보로네쥐 농민/초둥 1926 라이콤서기 

관쪼프 1897 보호네쥐 농민/농민학jι 1924 "1 여 1 다 。하 itè 사병 따C당서기 후 볍플교육 
검사됨 

네스뚜르긴 1903 보로네쥐 농민/농민학 j~ 1927 농엽당학교 보직이상 농촌소비에트의장 MT부C정의치장무 

마선 1893 오폴 농민/농민학교 1919 해군 
라이콤시기 중하위당1내직에 

꼬미사프 계속 뭉 

3.3 지방 요원의 빈번한 교체 

보로네쥐 CK-2 합성 고무공장의 21)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의 지방당 

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끊임없는 중앙의 지시와 가중 되는 업무 등 전형적 

인 후발산업화의 단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합성고무공장은 보로네쥐 지역 

에 지어지는 전국적 의미를 지닌 최초의 공장으로 부족한 자금， 인력， 자재 

등을 무릅쓰고 단기간에 공정을 마치기 위한 긴박한 상황들이 흑토지역 발행 

신 문 인 K.“〈ω。야M싸‘”뻐M에M’ 

건설자재’ 공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 예정이었던 공정이 157M 월 만에 

끝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노골화하고 있다 22) 이는 특별 노동력의 

동원과 - 군대의 동원， 돌격노동력의 투입， 토요일 휴무 반납 - 타공장(이 경 

우 야로슬라블 지역과의 경쟁) 건설과의 경쟁 등 속도전을 치뤄내는 당시의 

전형적인 노력동원의 결과였다. 이와 더불어 CK一2 건설로 인해 고무의 해외 

수입을 대체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점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부분 사회주의적 용어를 쓴 것 이외에 전형적 

인 후발산업화 국가들의 수입대체에 대한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3) 

21) 1931년 착공해서 15개월 만에 완공한 소련에서의 두 번째 합성고무공장. 주로 트 

랙터의 타이어 재료 등을 생산했으며 보로네쥐 지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건섣된 중공엽 공장이다 
22) "15개월 만에 두 공장에서 완제품이 나온다， 이는 산업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KOMMyHa 사설， 1932년 10월 20일자 이 호에는 공장건섣과정을 보고하는 많은 이 

들의 전문과 편지가 소개되고 있다 

23) CK←2건섣책임자 마테예프와 공장장 카슬례프가 스탈린에 보낸 1932년 10월 19 
일자 전문은 공장 건설이 계급의 적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고무한다고 하여 

산업화와 사회주의 건설이 동일시되고 있다 (KOMMYHa, 1932. 10. 2이. 또한 이후 분 

석을 위해 지적해두어야 할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공장 건설 과정은 단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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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고속 공장 건설의 성공은 그 이면에 긴박한 중앙으로부터의 

압력과 수많은 공장 건설 책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엄격한 인적 통제가 없 

이 는 불가능 했다. CK-2건설 책 임 자와 공장장의 교체 상황을 구체 적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CK-2건설책임자와 공장장의 교체 상황24)> 

이톰 출생 년 입당도 군경력 출신배경(가정) 교육정도 끈무기간 년도 

시"니꼬프 NA NA NA NA NA 31.6-31 .7?(건설책엄) 
o}띠1 예프 1899 1918 적군 공무원 플레하노프정제연구소 31,7,15-31.9: 2 개월 (건설책인) 
수하레프 1897 1918 적군입대경력 ;-';A 31.9-32.6 (건설책임 ):9개월 

끼슬로프 1892 1922 무학 32. 10 않.1 (초대공장장): 3개월 
노비꼬프 1891 1919 스탈린 공업아카데미 33.1 -33.4 :3개월 

궁벌레비치 1887 1917 상동 쩌‘4-35.7: 3개월 
뽀뽀~r. 볼꼬쓰 1897 1919 적군경력 특별한 교유 없음 33.7→34 .1 :6개월 

끄를 1897 백러시아 레니~[라드화학공엽부 34.2-36.6? 약16개월 

자이덴베르그 1901 우크라이나출생 36.6-37.5 약 l사l 개망월) 
(공장화제로 

블룹에르~[ 1897 레인그라드 37.5-39.9: 5개월 화학 71 숨연구소 

무라제쓰 1904 37.9-38.9: 12개월 

이들 공장건설책임자와 공장장 임명의 배경에는 오시뽀프-쉬미뜨(0. n. OCHllOB 

-DlMHllT )의 영향력이 컸다. 그는 당시 전연방경제위원회 의장이었던 오르드조 

니끼제 (r. K. OP~OHHKHa3e)의 측근으로 그에 의해 전연방 합성고무공장 건설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보로네쥐 CK→2공장 건설에도 관여하게 된다. 초대 

CK-2 건설책임자 시뜨니꼬프도 지역당의 추인을 받아 그에 의해 임명되었다. 

2대 마떼예프도 오시뽀프-쉬미뜨 밑에서 부책임자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 

다. 또 흥미로운 것은 공장장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끄롤은 레닌그라드 화공 

학부에서 오시뽀프-쉬미뜨와 같은 그룹에서 공부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는 

장 건설에 그치지 않고 공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이었다 

는 사실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공업화플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장 건설과 노동자 

의 복지， 이들 자녀들의 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공장 밖의 경로나 조직을 통해 

해결할 여유가 없었으며 공장 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CK-2공장장 끼 슬로프의 기 고문 (KOMMyHa, 1932. 10. 20.) 
24) iþOHIl KOMHTe Ta BKn(ð) 3aBOlla CK -2 (UllHI1BO. φ.206) ， n.B.3aropOBCKHH가 공장신문 까 

우축(Kay1.!yK)과 UllHI1BO φ.206을 종합하여 분석한 미출판 원고， PyKOBo때TeJlH 3aBOlla 

CK-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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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이나 동일직 근무가 인선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중요한 것 

은 중앙의 영향력 행사이다. 끼슬로프 초대 공장장 이후 중앙흑토지구 집행위 

원회에서 시드렌꼬라는 지역인물을 추천했을 때 모스크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영) 

위 표가 잘 말해주듯 공장 건설 책임자나 공장장들의 수명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짧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짧은 경우 2개월가량 근무했으며 가장 

긴 끄롤의 경우 1년 6개월이었는데， 이는 오시뽀프-쉬믿뜨와 동학한 관계로 

중앙 후견인의 영향이 컸던 것이 감안되어야 하며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였다. 

상기 10명의 공장장들의 평균 수명 대략 5.87ß윌로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끄롤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의 전임자의 임기는 4.37ß월로 더욱 짧게 된다. 특 

히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의 건설 단계에서는 평균 3 개월을 겨우 넘기는 임기 

로 공장 건설 기간의 숨가쁜 상황을 엿보게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장노동 

자들 사이엔 공장장이 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잦은 인사 교체는 지방 하위 당 조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흑토지 

역 아닌스끼 라이콤 주요당직자(1928→33) 39인의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3.아닌스끼 라이 콤 인사변동표26)> 

이름 근무기간 :C.!f'-\"1y 해염사유 

P서기들 

스미쿄노쓰 28.l2• 29.l 1 개윌 전보 

2 플류힌 29. 1.23-30.l 12개윌 계획미달성 

3 사브효쓰 30.2-30.7 5개월 지역당 소흰 

4 또끄마꼬프 30.8.l2-30.9 약1 개월 미상 

5 볼차노프스끼 30.9.23-31.6.15 9 개월 지역당소환 

6 나우멘코 31.6.1 5-31.7.6 21 얀 지역당명령 

7 마야진 31.7.10-32.l2.3 17개윌 계획미달성 

8 야지꼬￡ 32.12.3-? 34년현재근무 

P 조직-훈련과 과장 직급자들 

9 메도쓰쉬꼬요 30.8.l-31.3.l 7개월 전보 

25) 앞서 본 지역당이나 가타 지역의 주요 보직이 지역인으로 채워진 것과 대조적으 
로 중앙 동제하의 공장인 CK의 경우 한 사람(끼슬로프)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 출 

신으로 채워졌다. 
26) IþOHJl AHHIIHCKOíO pa ilKOMa BKn(ð) (un배BO φ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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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f--'f-~ 32.7.26-32.911 약3개월 건강상이유 

11 그러)베뷰꼬요 32.9.1 1-32.9.19 8일 선전선동과 선보 

12 미웬코 32.9.19-33.6.24 9개월 지역당소환 

13 잘로죄니 33.7.10-33 .1 2 5개월 지역당결정 

P 선동-대중동원과 과장 직급자들 

14 아브데예쓰 28.7 .1 2-29.3 8개월 미상 

15 얄료힌 29.3.16-29.4 약 1 개월 집단농장장으로 선보 

16 쉬또베 29.4.30-30.4.29 12개월 곡물확보책임 

17 닝「T E 「긴1 30.4.29-30.9.30 5개월 곡물확보전담특별 반 전보 

18 나우멘꼬 31.3.2-31.6.15 3개월 라이콤서기국 선보 

19 유다예쓰 31.6.15-32.4.30 1M 월 지역당 차출 

20 끄루또골로프 32.6.23-32.8.4 1.3개월 건강상이유 

21 그레벤유꼬쓰 32.8.4-32.9 .1 1 약 I 개월 조직훈련과로 전보 

그레벤유꼬프 32.9.19-33.1.10 4개월 건강상이유 

22 좌로쥐니 33.2.17-33.7.10 5개월 조직훈력과전보 

23 파볼꼬쓰 33.7.10-1934? 1934년현재 동직근무중 

P문화-선전과 과장 직급자들 

24 자야틴 30.2.8-30.3.15 1 개월 만성적결근 출당 

25 부르딘 30.3.15-30.4.29 약1 개월 선전선동과로 전출 

26 키타예프 30.5.5-30.5 0 미상 

27 굴랴예프 30.5.28-30.8 2.5개월 미상 

28 추히년 30.8.1 2• 31.9 137)j윌 지역당 소환 

29 이바노쓰 31.10.2-32 .1 3개월 미상 

30 부르딘 32.1.17-32.7.26 6개월 조직-훈련과전보 

P 여성과 라이온 여성 조직책 및 여성과장 직급자들 

33 예리소바 28.7-29.4.14 약9개월 오크루그위원회 전보 

34 아누치나 29 .4.14-30.4 .6 12개윌 직위해제 

35 다닐로쓰스카야 30.4.2-30.5.28 l 개월 미상 

36 사하로바 30.5.28-31.1.19 8개월 부적격 

37 벨로글랴도바 31.1.19-32.10.8 21 개윌 미상 

38 미혜예바 32.1 0.8-33.1 0.31 12개윌 미상 

39 까바노바 33.12.19-34.? 34년현재 근무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닌스끼 라이온 공산당조직 간부들의 움직임 

은 CK-2 공장장의 교체 이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다. 전체 3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5.4 7ß 월에 불과했다 평균 10.6개월로 비교적 안정된 근무 

를 한 여성과를 제외하면 평균은 4.67ß 윌로 더욱 낮아져 잦은 교체를 실감하 

게 한다. 부분별로 보면 라이온공산당위원회 서기들은 최장 17개월에서 최단 

1개월까지 다양한 재임기간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은 6.67ß 월에 이른다(야지 

꼬프는 제외). 또한 산업화와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1928년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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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 우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조직 -훈련과의 경 우 역 시 

평균 재직기간은 6.87ß 월이었으며， 선전一선동과의 경우는 더욱 단명하여 5.1 

개월에 이었고(파불꼬프 제외) 문화 선전과의 경우는 2.4 7ß 월로 가장 자주 바 

뀐 것으로 나타났다(쉬킨 제외). 문화선전과의 키타예프의 경우는 1개월도 채 

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과의 경우 전부 

여성을 발탁했고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근무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자주 바뀌었던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전반적인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오히려 능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있기보다 빈자리에 가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몇몇 사람의 경우 한 자리에서 다 

른 자리로 옮겨 다닌 사례다. 예컨대 부르딘은 1930년 3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문화선전과장으로 근무 한 후 바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선동-대중동원 

과 선동과장으로 있다가 문화선전과에 다시 와서 6개월을 근무한 후 조직훈 

련과로 가게 된다. 잘로죄니 역시 선동 대중동원과에서 5개월을 근무한 후 조 

직훈련과로 옮겨 5개월을 근무하였다. 

이런 경향은 어느 한 라이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중앙흑토지역 베르 

흔너l 크라찬스크 라이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라이콤 서기들의 경우 

평균 약 117ß 윌， 조직훈련과장들의 겨우 4개월， 선동-대중동원과장， 약 4개월， 

문화선전과장， 6개월， 여성과장， 127ß 월로 나타나 전체평균 7.2 7ß 월이었다. 

또한 집단농장장의 경우도 크게 예외는 아니었다. 아닌스끼 라이온의 레닌 

집단농장을 보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6명의 집단농장장이 교체되었다. 

<표 4. 레닌집단농장장 교체 (1929-1933) '2:7)> 

이름 재직 년월열 재직기간 해염사유 
듀띤 1929.12• 1931.12 2년 관리소홀 

2 벨리꼬프 1931.12-1932,12 1 년 식량확보량 미달성 

3 보가레쓰 1932,12 • 1933.2 2개월 기강문란，과음 

4 마쉬꼬쓰 1933.2• 1933.3 l 새윌 관리소홀 

b 손체프 1933.3• 1933.4 1 새월 수납곡불미확보 

6 고공예쓰 1933.4-1933.9 5개월 농업지도 소홀 

27) ~Ha AHHHHcKoro pa씨<OMa BKTI(ð) (빠lliBO φ.21) 와 ~Ha CeJlbCKOX03J1따 TseHHoro OTaeJla 

AHHHHCKoro pa꺼oHa lllJO (rABo. φ.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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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나듯 상기 기간 평균 농장장의 재임 기간은 7.57ß월로 그 자체도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1930년 이전의 경우 집 

단농장장들은 집단농장장의 선， 해임은 농장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는 사실이다. 퓨띤의 경우 이미 그의 집단농장 재산관리에 관한 비판이 1930 

년 5월 제기되었고 라이온당위원회와 집단농장당세포 및 집단농장원들 사이 

에 찬， 반이 나뉘어져 거의 1년 6개월의 논쟁이 벌어진 끝에 사임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형식적인 2년 근무는 실제 6개월 정도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의 재직 기간은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또한 이미 상황이 바뀐 1932년이 멜리 

꼬프의 경우도 1932년 8월 이미 라이온의 해직웅직임이 시작되어 4개월에 걸 

친 논쟁 끝에 사임하게 된다. 이러한 사설을 고려하면 실제평균 재직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같은 라이온의 다른 농장인 깔리닌 집단농장의 경우도 마찬가 

지였다. 1928년부터 1933년까지 5명의 농장장이 바뀌면서 평균 재직기간은 1 

년 정도로 레닌농장보다는 길게 나와 있으나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재직한 

초대 바르주노프의 경우와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아 167ß월을 근무한 사프리 

킨의 경우를 제외하면 농업집단화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30년 이후는 평 

균 4개월에 미치지 못하였다.28) 

3.4 개인별 A~려| 

지금까지 공장과 집단농장의 책임자들의 잦은 교체를 특정직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개인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꿔가면서 지냈는지를 보면 직 

책 교체의 빈도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전형적인 프로필 두개를 

자세히 적시해 본다. 

- 안E래 예 프(AHlIpeeB AJlekCaHlIP AJlekCaHlIpoBH'I 1892-1938) 

28) KOJIX03 (，빼eHH KaJIHHHHa>> 5epe3oBcKoro CeJlbCOBeTa AHHHHCKOro paHOHa Ul.JO (rABO‘ 

φ.2274， Orr.1, llll.2-4; on.2. llll.H3; Orr.3, llll.1-3) 바르주노프(1928 ，3.14-1930.1 1 .10)， 테플랴 

꼬프(1930.11.10-1931，4.17) ， 뽀뽀프，0931.4.17-1931.8.1)， 사프리 긴(1931.8.1 -1932.12，3) ， 구로 

프스끼 (1932.12.3-19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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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8월 25일 생， 스몰렌스크 출신， 관리직 배경， 소브루조아 공훈귀 

족 출신 혁명전 김나지움 6년， 모스크바 중등 토지측량학교 

1913-1918사회 혁 명 당원. 1915-1917 짜르군대 복무. 
1918 년 4월부터 좌파 그룹에 합류한 후 입 당 
1919 년 5개월 적군 근무 서부전선 사단사령부 부관 
1917년 이전 스볼렌스크 토지측량 보조 1918부터 스몰렌스크 토지관리 

책임자. 

1924년 티미랴제프스크 농업아카데미 

1924-1926 인민토지위원회(모스크바) 농업관리 책임자 보조. 
1926-1928 시베리아(노보시비프스끄) 토지관리 부책임자. 
1928년부터 보로네쥐 지역 토지관리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함. 

1929 1 월 지역 통제위원회와 지역당 연석회의 결정에 의해 해직， 해직사 

유 우익기회주의 성향 설수 인정 후 당 숙청과정에서 ’검토된 자’ 

로 취급되어 당 잔류. 

1929-1930 농업， 협동조합， 지역식량조합 연합 집행위원회 대표 
1931-1932 농업엔지니어링연구소 소장， 농업이론 강의함. 
1933년 11월 지역당 결정에 따라 보로네쥐지역 계획위원회 제일 부위원 

장， 정치경제담당. 

1935년 9월 경제문제에 관한 당-인민문헌 출판 지역당 검열자. 

1935년 9월 지역당 서기국의 결정에 따라 모든 직위에서 해임. 

1936, 11월 5일 교정이 불가능한 기회주의자， 2중첩자， 반혁명분자로 출 

당되고 1936년 11월 10일 NKVD 보로네쥐 분국에 의해 체포된 
후 1938년 1 월 10일 총살됨 

- 야릭 긴 (HpwrHH HJlbJl reoprHeBH'I 1893-1938) 

농민출신 

1918년까지 페인트공으로 일함. 

1918 내전 중 공산당 입당 후 오렌부르그 전쟁위원으로 활동. 
1918.7-1920.6 바쿠에서 석유산업 기계공 
1920-23 바쿠의 수로한스끄 라이콤 서기. 
1923-29 바쿠 파블리치노자보드스끄 라이몸 조직담당 이후 아제르바잔 

노동조합 서기. 

1929 보로네 쥐 오브콤 중간간부급으로 전 임 . 
1929. 12 땀보프로 전출 후 조직업무 담당. 
1930. 8.8 중앙흑토지역당 정위원 
1932.l 보로네쥐 복귀 

1932.1.27 불자수급담당 서 기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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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1.18 오브콤 물류담당 책 임 자 
1934.2.25 중앙흑토 지구소비에트집행위원회 부위원장 
1934.6.29 보로네쥐 오브콤 제2서기 

보로네쥐 문서에서 위와 같은 자리 이동 유형을 찾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 

다 29) 이들은 1 ，2년마다 자리를 바꾸면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잦은 

이동은 체제의 성격에 관계없이 후발산업화에서 나타나는 긴박성과 이에 따 

른 고속 성장이 초래하는 복잡한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 

과 연계되어 있고 이데올로기나 체제는 구제적으로 과제를 풀어가는 내용을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정치체제적 요인보다 발전과정의 과제 

해결이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해임의 원인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3.5 해임 사유 분석의 체제적 함의 

앞서 분석한 보로네쥐 CK-2 합성고무공장의 경우 11건의 해임 사유 중 

능력부족， 계획 미탈， 실적부족 등 섣적파 관련된 건이 7건， 이데올로기상의 

이유로 처벌된 건이 1 건， 전보， 승진 2건， 사고사 1건으로 나타나 실적에 근 

거한 해임 여부 결정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본 스끼아닌스 

끼 라이온 39명 중 변경 사유가 분명한 26명중 18명은 전보와 라이콤 또는 

지역당의 소환과 다른 전보가 18명으로 이들은 사실상 해임이라 볼 수 없고 

3명은 건강상 사임 그리고 5명이 정식 해임된 경우였다. 이들 5명의 해임 사 

유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유는 없고 모두 계획 미달성， 출당조치， 곡물미 

확보， 결근 등이 해임 사유였다. 이런 경향은 집단농장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 

니다. 앞서 본 레닌 집단농장의 경우 해임 사유는 관리 및 지도 소홀， 식량확 

보량 미탈， 기강문란， 과음 등으로 모두가 개인 자격에 관한 것이거나 능력 

29) 지방요원의 빈번한 교체 항목에서 살펴본 지역 내에서의 이동 이외 지역간 이동이 
잦았던 현상을 가리켜 특히 ‘수시 전근저l]nepe6poCKa’로 부르고 었다. 이는 인적자원 

이 한정되었던 이유 이외 한 지역에서 근거플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의 성격 

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무차별적인 ‘수시 진근저1 ’는 1차 5개년 계획의 개시와 더 

불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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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그 이 유였다 30) 

실적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해임 사례들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경향이 제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지방 차원에서의 인사 

경향은 1928-34년 기간 살아남았던 지역 고위직 대부분이 1936-38년에 걸 

친 대숙청에서 숙청되었던 점과 당시 중앙 차원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정적제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사실과는 대비된다페 지방 차원에서 

이 시기는 당시 신문 기사가 공장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동일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사회적 건설과 변화의 추구가 주된 목표였던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 시기 해임과정에서 정치적 이데올로로기적 요인이 전혀 고 

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이하 분석에서 드러나듯 실적이나 능력 부족을 

합리화하는 부차적 요인으로 이용된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레닌 집단농장의 

초대 의장이 듀띤의 해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떼 

레닌 집단농장장 퓨띤은 중농 출신으로 20년대 오랫동안 농민조직을 이끈 

사람이었다. 이런 덕분으로 그는 1930년 콤윤의 선거로 대표로 선출된다. 그 

러나 취임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1930년 5월부터 라이콤 내에서 그의 지 

도력의 문제에 대한 메모가 나돌았다. 문제의 내용은 떠나는 콤윤 멤버에게 

재산을 가져가도록 허용했고， 다른 집단농장에 말 6필을 허락 없이 건네줬으 

며， 10헥타르의 땅을 개인농에게 할당했다는 등으로 모두 구체적인 재산관리 

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1930년 5월 23일 사도프 농촌공산당 세포조직과 콤윤 전체회의에서 세포조 

직 서기 마랄포프 역시 그가 당 노선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서기 랴핀은 퓨띤이 집단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함으로써 전면적 농업 

집단화를 위한 노선에 위반되며 심지어는 들판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신랄 

30) 이런 사정은 깔리년 농장의 경우도 대동소이 했으나 계급적 요소나 정치적 이유 
가 1 건 있었던 것이 차이점이었다 

31) 이 시기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바람이 지방에까지 광범위하게 미 

쳤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차 5개년이 시작된 1929년 이후 보로네쥐 지역에서 트 

로츠키주의룹 빙자한 대규모 숙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집단농장 사 

례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이 시기 계급적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었 

던 만큼 집단농장 인사사례를 통해 역으로 과대하게 포장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반증할 수 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2) UllHI1BO. φ 2l. 011. l. ll .40. 11.75; UllHI1BO. φ.2 1. 011. 1. ll .42. 11.34; . uzn뻐BO， φ 2. Orr.l. ll. 

1241. 11 .166-167; UllHI1BO. φ.2. 011. 1. ll. 1241. 끼 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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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랴핀은 그가 집단농장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6 

마리 말을 자랴라는 집단농장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듀띤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 집단농장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쟁의 결과 듀띤에게 일차 경고가 내려지고 각종 문제의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퓨띤의 행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자 당세포 조직회의는 1931 

12.1 9일자로 퓨띤에게 엄격한 경고와 해직을 결정한다. 이런 결정에 언급된 

공식적 사유는 곡물확보에 임하지 않고 의욕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졌으며， 가 

구당 남아 있는 파종량을 과장하고， 곡물 공급에 있어 절약 실천이 미비했다 

는 것이었다. 이 회의의 수사 자료에 나타난 구체적인 그의 불법적 행위를 구 

체적으로 인용해 보자. 

- 부농의 숲을 수용 농촌소비에트 의장 마튜신과 함께 3 헥타르의 숲을 
차지하고， 

- 가축 도살권을 특정인에게 허용했으며， 

- 행정 관리 소흘 :3인의 고정 과세에 대해 소비에트가 라이온 정세위원 

회에 보고하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됐으며， 

- 곡물 확보 운동， 특히 곡물 특공대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아 곡물 확보 

계획을 달성치 못했으며， 

- 처에게 읍내 출입을 위해 3번이나 공적 자산인 자신의 말을 내주는 등 
공공재산 관리에 소홀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절대적이며 연역적인 사상성과 공산주의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과의 구별이다. 즉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관한 위반과 

주관적인 사상성을 따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듀띤의 사례에 

서 주목할 것은 그의 비행은 충분히 그의 사상성을 문제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7-8년 숙정과 달리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계급적 요인들이 부각 

되기보다는 개인의 행실이나 비리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고 최종 처별도 경 

고와 해임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별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독립변수의 역할을 했다기보다 개인의 능력부족과 비행을 이데올로기 

적 틀로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임 사유의 분류와 해임 과정 

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방차원에서 1차5개년 계획 기간과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치 및 행정체제 건설이 우선시 되었으며 그런 건설 과 

정의 이데올로기적 추종성보다 이데올로기가 체제건설 과정을 후발성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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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으로 합리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3.6 인사정책과 비공식조직 

후발산업화의 인사정책은 단순한 사람이나 기능의 이전과 선택의 의미를 

넘어서서 후발산업화의 주체， 내용 및 집행방식에 따른 독특한 그룹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결과와 비공식적이고 비의도적 

인 결과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경우 후발산업화의 과도한 속도와 계획목표는 

공식적 의도와 관계없이 독특한 비공식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소련연 

구에서 비공식 조직에 관한 관심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치권력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레닌그라드， 드네프로빼 

뜨로프스끄， 범카프카즈 그룹 등이 그 좋은 사례들인데 이 런 사례는 대개 소 

련 볼세비키 혁명 준비 과정에서 맺어진 수평적인 동지적 관계가 혁명 이후 

지역별로 흩어지면서 상호 어떻게 연결망을 구축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920년대 중반까지 중앙에서 권력 및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지방에서 새로운 당 관료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 등이 주로 중앙 

과의 관계나 개인적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련식 

경제체제하에서 공장의 운영과 비공식 라인 및 불법적 행위의 불가피성의 밀 

접한 연계에 대한 연구도 산발적으로 있어 왔다. 

보로네쥐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레닌집단농장의 농장장 교체과정에서 드 

러나는 사실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새로운 공산당 세력 하에 등장한 지 

방의 새로운 인물들이 이전 사회 세력과 결닥하는 현상을 볼 수 었다. 레닌 

농장장 듀띤의 비행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과거 부농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들의 경제적 힘을 이용하고 그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퓨 

띤은 농장경영팀에 자신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기용했던 것이 드러난다. 당세 

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단농장 회계사나 일부 사람들이 듀띤을 비호하면 

서 그의 행위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또한 당세포 부서기가 

집요하게 듀띤을 물고 늘어지는 현상이나 깔리년 농장의 초대 비공산당원 바 

루즈노프를 당세포 테플랴꼬프가 밀어내고 다음 농장장이 된 사설， 이와 정반 

대로 듀띤의 뒤를 이은 멜리꼬프가 문제가 되었을 때 라이콤이 그를 해임하 

려 하자 농장공산당원들이 반대한 점 등은 지방 하위 단위에서 얼마나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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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별간의 대립이 있었나를 짐작케 한다. 

한편 혁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 유대의 예로는 중앙흑토지역당(오 

브콤) 제 1서기 바레이끼스(I1.M.BapeHK Il C)에서 찾을 수 있다.잃) 리투아니아 

출신인 그는 일찍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볼셰비즘을 접하게 되어 2월 혁명 

후 입당한다. 혁명 직후 도네츠끄-끄리보로쥐끼 지역당 서기가 되며 여기서 

당시 볼셰비키 치하 러시아 남부지역을 관할하던 오르드조니끼제를 만나게 

된다. 그는 바레키스를 심비르스크에 보내 동 시당위원장과 섬비르스크 지역 

소비에트 부위원장을 겸임 시킨다. 이후 1921년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중앙 

위원과 바쿠 소비에트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여기서 그는 끼로프와도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 타쉬켄트， 사라토프 등을 거쳐 1928 초대 중앙흑토지대 

지역당 제 1서기가 된 후 1934년의 행정개편 때까지 제 1서기로 후 블라디보 

스톡으로 전보된다. 수많은 역정을 겪은 그의 경력에 오르드조니키제， 끼로프 

등과의 접촉， 그 중에도 오르드조니키제와의 관계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바레이끼스의 이러한 상부와의 관계는 혁명과정과 그 이후 권력 천착과정 

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관계로 초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연결망이 

되었다(Easter 1996). 이런 상부와의 관계와 별도로 바레이끼스는 중앙흑토지 

대에서 자신의 연결망을 구축해 나갔다. 1928년 8월 중앙흑토지역 지역당위원 

회 서기국은 12명으로 출발했다. 제 1서기에 바레이끼스， 소비에트집행위원장 

에 그랴딘스끼가 선출되었다. 이 두 사람은 중앙의 인사원칙에 따라 모두 흑 

토지구 출신이 아니었다. 바레이끼스는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사라토프에서 왔 

고 그란딘스끼는 레닌그라드에서 전출되어졌다. 이는 지역연고를 배제함으로 

써 정실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수시전근제에 의한 전형적인 예들이다. 지 

역당 제2서기에는 비른， 소비에트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엔 쁘랴드첸코가 임명되 

었다 비른은 땀보프와 보로네쥐 지역 공산당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쁘랴드첸 

코는 꾸르스끄와 땀보프의 소비에트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이어 지역당은 흑토 

지구 소비에트 1차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90명의 소비에트집행위원회 인사 

를 임명했다. 60명은 노멘클라투라 자리였고 5명은 농촌소비에트에게， 22명은 

노동자(오끄루그에서 노동자， 농민 한 사람씩) 2자리는 농업과 교사， 그리고 

33) UnHI1BO φ. 2. Oll. l. n. 426. Jl. 16; UnHI1BO φ. 2. Oll. l. α μ4. Jl. 25; UllHI1BO. φ. 2. 0 

1I. l. n. 749. π 7; UnHI1BO. φ. 2. Oll. l. n. 2722 π 2 띠뻐BO. φ.2. Oll. 1. n. 2769. Jl‘ 

99; UllHl1BO φ. 3. Oll. 1. n. 1639. Jl.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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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은 단 한 사람 지명되었다. 이에 앞서 지역 OGPU 지역 책임자. 판사， 

검사 등이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성립된 지역당의 구조는 1928년 8월 

경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 

문제는 정책 노선이었다. 바레이끼스는 공개적으로 1938년과 1929년 초까지 

만 하더라도 흑토지구의 농업집단화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다.34) 집단농장의 

완성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당이 농민을 준비 

시키는 데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곤 했다. 1929년 4월에는 구체적으로 17-20년 

이 걸렬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관심이 중요 

함을 지적하고 농민에 대한 비상조치 발동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비공개 당 

문서에 그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식량 강제 징수가 펼수적 

이라고 하면서 식량확보 운동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1929년 8월이 되면 부농 

척결에 앞장서 더 이상 이를 연기할 수 없는 일이라 했다. 특히 1929년 말 중 

앙의 방침이 대규모 농업집단화로 돌아서자 그는 2년 안이 모든 농업집단화 

를 하는 것으로 결정 내린다. 이후 그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방법으로 집단화를 추진한다. 

이에 반해 그랴딘스끼는 섣부른 농업집단화 추진을 경계했다. 그는 바레이 

끼스에게 중앙흑토지역 농민들이 자발적인 협동체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멀었 

다고 주장했다. 1929년 3월 스탈린이 보낸 전보에서 이 지역의 집단화 속도 

가 늦은 것을 지적하면서 경고성 독려를 할 때에도 그랴딘스끼는 과격한 방 

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 충돌은 결국 그의 모스크바 전보라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랴딘스끼하에서 부위원장이었던 쁘랴드첸코의 경우 강제농업 

집단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나 그랴딘스끼가 떠난 후 그도 역시 모스크바 

로 전출된다. 

그랴딘스끼의 소비에트집행위원장 자리는 랴비닌이， 그리고 부위원장엔 차 

레프가 차지한다. 이밖에도 지역정치보안부(ornY) 대표가 바뀌었다. 또한 오 

브콤 제2서기에 야심이 있고 위협적인 비른을 몰아내고 자신에 충직한 이바 

노프를 심는다.염) 랴비닌은 1925-28년 탐보프 지 역당 제 1서기 였다. 1928년 

34) 이 하 정 책 노선 차이 는 3aropoBcKHu(1995) 잠조. 
35) 비른은 바레이끼스보다 한 살이 위였으며 혁명투쟁 경력도 일찍부터 쌓아 1922 
땀보프 지역서기를 역임한 후 모스크바 공산당아차데미를 거쳐 1926년 보로네쥐 

로 오게 된다. 1928년 지역당 제2서기가 되고 인사를 담당했다‘ 이런 그의 경력은 

바레이끼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비른은 강제 집단화 방법에 크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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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그는 곡물 몰수를 전쟁과업으로 여길 정도로 과격한 농업집단화를 주장 

했다. 이런 그의 성향이 바레이끼스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랴비닌 

은 소비에트위원장에서 결국 1935년에는 오브콤 제 1서기가 된다. 이바노프는 

1928년 5월 중앙흑토지역 창설과 함께 보로네쥐로 와 이 지역 농민-노동자 

감시위원회 대표가 된다. 그는 바레이끼스 노선을 비판한 적이 없이 충실히 

따랐다. 그는 1929년 조직 개편 후 집단화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오스트로고 

르스크 지구당 서기가 된다. 

이 무렵 바레이끼스가 구축한 권력구조 속에서 자기사람 만들기의 전형적 

인 예로 들 수 있는 자가 앞서 프로필에서 소개한 야뢰긴이었다.36) 그는 바 

레이끼스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921-23년 바쿠 공산당 위원회에 근무할 

때 알게 되었다. 당시 야뢰긴은 바쿠시 수로하스코 라이콤의 책임서기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29년 중앙흑토지역으로 옮긴다. 그러나 1930년 농업 

집단화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자 바레이끼스는 그를 다시 불러 지역당위원 

회 정위원으로 만든다. 1932년 농업집단화 운동이 약해지면서 야뢰긴은 탐보 

프에서 보로네쥐로 옮게 물자수급담당 서기로 일한다 이에 1934년 2월 바레 

이끼스는 야뢰긴을 소비에트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가도록 한다. 1934 

년 6월에는 이바노프 후임으로 당제2서기가 된다. 

이렇게 바레이끼스는 1930년 그의 행정제계를 그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게 된다. 1932년 1월 제 3차 지역당회의 결과 19명의 지역당 뷰로 정위 

원과 10명의 후보위원이 선출되었고 이어 열린 지역당 전원회의에서 바레이 

끼스가 제1서기에 이바노프는 제2서기 물자수급과 무역관계 담당서기에 야 

뢰긴이 선출되었고 서기국에는 위의 모든 사람과 랴비닌이 포함되었다.37) 

바레이끼스의 이런 자기사람 챙기기 현상은 중앙과 연계된 혁명전의 수평 

적 연결망이 혁명 후 중앙-지방으로 나누어지면서 전개되는 후견-피후견인 

관계나 지방의 구세력과 결탁한 초기 지방공산당 파별현상과는 구별되는 것 

이다. 이는 후견-피후견인 관계나 파벌현상의 제거 목적을 가진 새로운 중앙 

과의 연계그룹이 형성되는 와중에서 지방지역당이나 공장 등의 현장 차원에 

서 행정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한 또다른 별도의 조직형성이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바레이끼스의 경우와 같이 중앙세력과 연계되어 있었으면서도 지방 

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모스크바 농림성으로 전출된다. 

36) 앞의 개인사례 참조. 
37) UllHI1BO. φ. 2. On. l. ll. 1704 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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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는 자기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보호체제가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은 적극적으로는 중앙의 정 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소극적으로는 중앙이 요구하는 속도와 과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책임 

을 피해가는 방안을 동시에 보장받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과도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앙의 압력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인사 현상이 

갖는 함의의 하나가 이러한 독특한 ’방어공동체’의 출현인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의 초점은 소련인사정책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충원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과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자급의 빈번한 

교체의 문제와 해임사유 등을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지방행정 내 조 

직실태를 드러내고 소련 사회 변동의 이해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인사자료 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인사결정 배경 

을 모두 밝혀낼 수 없었으나 제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론적 

관찰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상정하는 명목적 목 

표가 실제 지방과 공장 단위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후발성 

의 극복이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가 우선시되어 산업화를 통한 후진성 극복이 

사회주의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적 목표 달 

성을 위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잦은 인사교체와 교체의 

원인 분석에서 잘 나타났다. 한국과 같은 후발산업화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잦은 인사교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해임 사유도 정치적 이유보다 

책임량 달성 미달이 주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이데올로기 명제와 현실의 격차 

가 산업화， 농업집단화 시작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 

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초를 시작으로 충원의 원칙， 과정에 관한 구체 

적인 연구와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한 분석이 이런 시각으로 이루어진다 

면 보다 총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채우지 못했던 인선과정에서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번 분 

석의 시론적 결론을 보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후발산업화는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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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방어기제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바레이끼스의 사례나 CK-2합성 고무 

공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의 소련형 후발산업화는 조직상의 왜 

곡의 가능성을 이미 초기 단계에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데올 

로기의 영향과 별도로 소련식 계획경제체제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차원에 

서의 자처l 방어망 구성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방어망은 이후 ‘지 

방권력의 요새화’로 이어져 소련체제의 만성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씨앗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38)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분석이 향후 연구에 주는 중요한 함의는 소련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파벌과 후견-피후견인 관계의 유형은 좀 더 상세 

히 세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차원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정치 

적 후견-피후견인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존속하면서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질적이고 만성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체제적 거짓말(systemic 

lying)의 근원지였다. 이렇게 볼 때， 스탈린의 대숙청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 

파를 몰아내고 이제 스탈린의 사람과 소위 행정적으로 紅-專(red expeπ)을 

갖춘 관료의 교체라는 지금까지의 정치적이고 인물 중심적이며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재고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스탈린의 숙청이 중앙차원에서 정치적이고 

인물중심적이며 이들을 둘러싼 그룹의 문제였다면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주의식 후발산업화가 의도하지 않게 낳은 지방행정의 요새틀을 파 

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런 시도는 

일시적 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추후 연구는 대숙청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숙청 이후 스탈린 하에서나 스탈린 체제 이후에 이런 지방의 봉 

건적 체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자료의 한계를 지 적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인사자 

료의 수집은 어느 나라의 경우 많은 부분이 문서 형태로 정리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소련의 경우는 그 절차와 법령의 미비， 변화의 속도 등으로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가 기초로 하고 있는 보로네쥐 문서고에서 

최대한의 인사자료를 추출하려 했으나 좀 더 많은 사례를 추가할 펼요가 있 

다. 동시에 인선 기준과 결정 과정， 전보의 유형， 해임 이후의 동향 등에 대 

38) 이렇게 볼 때 소련 지방연구는 비사회주의권에서 진행되는 지방연구와 탈리 소련 
체제 건설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제도와 체제의 성격을 규정했던 영역으로 소련연 

구의 주요 핵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련체제 붕괴 과정과 이후 지방-중앙 

의 문제 역시 상당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연관되어 수 있다. 최근 이런 경향을 반 

영 한 예 로는 Ree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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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나아가 새돕게 성립되는 소련체제의 성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소련체제의 비교적 접근이다. 지금까지 소 

련체제를 너무 일방적인 틀 속에서 접근하여 오히려 그 체제의 성격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열린 문서고와 함께 다양한 비교적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적은 자료와 증거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과거 소련연구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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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 Industrialization and Soviet Administration: 

Personnel Policy in the Voronezh Region 

Ha, Yong-Chool, Kyun, Ig-Seong 

This articIe analyzes personnel policies in Voronezh region of the Soviet 

Union. The main focus of the articIe is on examining how Stalin ’s efforts 

to overcome economic backwardness rather than fulfiIling ideological 

imperatives infIuenced personnel policy patterns. Personnel data of the 

Central Black Earth Reg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personal 

backgrounds, frequency of turnovers and of causes for dismissals. 

The analyses show that at the local level where ideology was 

actually translated into action overcoming economic backwardness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was understood as identical to building 

socialism. Frequent turnovers and dismissals based on merit principle 

confirmed the priority was more on economic development than 

following ideological principles. 

Another important finding is that under the extreme pressure from 

the center an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collectivization a defense 

mechanism was established surrounding the first regional first party 

secretary who filled major positions with his own men. 

Though limited to personnel policy and thus further needed to be 

supplemented by analyses of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eriod this study attempted to demonstrate how a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Stalin ’s industrialization and coIlectivization can shed light on 

neglected aspects of the Soviet experiences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center-local relations, the timing and contents of institutional decay and 

social change. Ultimately this study calls for a new approach to Sov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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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n a more comparative basis, treating the Soviet experiences as one 

of the turbulent but still late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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