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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어느새 3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는
당시 소비에트연방과 수교하였는데, 곧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소련은 해체되었
습니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한때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서방세계의 일
원으로 발전해나가는 듯했으나,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체제로 나
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를 세계에 확산하고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미
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에 맞는 자본주의를 내세
우며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이제 러시아가 독자적인 영향력과 힘을 지닌 세계적 강국으로 복귀했
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러시아는 분명 30년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군사, 안보, 외교, 경제적
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세
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러시아 기초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임을 과시하고 있습
니다. 외교 안보적으로도 북핵문제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불안정한 동아시
아와 유라시아의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ㆍ러 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양국의 협력 분야는
여전히 블루오션인 만큼 방대하고 다양하며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러시아를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뺷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
사점을 중심으로뺸는 본원이 러시아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
획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한신대 박상남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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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조영관 박사, 법무법인 경연의 김영옥 박사, 성균관대 김상현 교수, 한
국외대 박상준 교수, 한신대 염동호 교수께서 공동 집필해주셨습니다. 연구진
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심
의위원들과 본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러시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원장 김 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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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
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
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
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
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
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
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
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
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
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
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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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
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
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
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
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
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
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
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
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
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
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
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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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
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
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
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
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
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
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
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
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
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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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
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
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
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
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
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
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
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
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
(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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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
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그렇다면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국가, 국민들에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축적된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동일성이다. 여기에는
주로 국민정신, 역사, 전통, 관습, 지향성 등이 포함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
명적 뿌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종교와 사상, 생활문화 등을 국가 정체성으
로 인식한다.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믿고 있는 국
가 정체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가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국가적 위기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때 국가 정체성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존재론적ㆍ생존적 위기와 마주
했을 때 국가적ㆍ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국가의 통합과 유지는 물론 국가의 생존전략과 대
내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곤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국가 정체성은 지배집단이나 정부가 국민동원은 물론 효
율적인 국가통치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주
입시키는 집단적 소속감이자 이념이다. 때문에 국가 정체성은 시대와 집권세력
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시대적 요구와 집권세력의 정책에 따
라 국가발전 방향을 달리해왔던 러시아의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 논쟁이 대
표적이다.
19세기 이후 러시아는 생존방식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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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벌
여왔다. 이러한 논쟁은 다름 아닌 러시아가 가진 지정학적ㆍ문명적 조건에 대
한 인식과 국가의 생존과 발전방향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역사는 크게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를
거치며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드물 만큼 드라마틱한 격동의 파노라마였다. 러시
아인들은 시대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고유한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성도 강했다. 따라서 고유한 전통으로 인식되는 정체성의 맥락
에서 러시아 정치ㆍ경제ㆍ분쟁해결 문화를 알아보는 것은 이 거대한 국가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통한 접근은 러시아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가져다준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역사를 관통하는 국가 정체성은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러시아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체성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 정치ㆍ경제ㆍ분쟁해결 문화를 통
시적ㆍ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제기에 답하고자 한
다. 먼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정체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 정체성
을 통해 본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분쟁해결 문화와의 연관성을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변용되어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
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
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
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
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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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을 지나면서 양국은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비전과 실천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러시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왔지만 전공 분야별로 파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
고 러시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주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본 연구를 기
획하였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러시아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정체성으로 러시아를 보고자 했던 집필의도에 끝
까지 함께해준 공동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박정호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준 이영수, 김소연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러시아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호응, 갈등을 겪으면서 현대 러시아
의 정치ㆍ외교ㆍ경제ㆍ분쟁해결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체
성을 중심으로 제정러시아, 소련, 현대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분쟁해결 문화를
통시적ㆍ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교적 최근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아델 마리 바커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와 대중문화
를 정체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제임스 빌링턴의 연구는 주로 소련 붕괴 이후
이념과 정서에 대한 분석이고, 러시아 출신인 발레리 아츠카 소프 역시 체제전
환 이후 러시아의 다민족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국내의 단행본을 살펴보면 기연수는 푸틴과 표트르 대제를 비교했고, 한양
대 아태지역연구소에서는 뺷러시아 생활문화양식뺸을 출간했다. 이 밖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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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문학이나 대중문화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성과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소논문으로는 김태연의 ｢루스끼 민족주의｣, 권세은의 ｢러시아 정체성
모색논쟁｣, 김은실의 ｢근대 러시아의 문화정체성｣, 서광진의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 ‘유럽’의 개념｣ 등 주로 민족주의나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사회과학적 접근으로는 신범식의 ｢러시아 이념과 정치과정에 나타난
‘서양’과 ‘동양’의 문제｣, 송준서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지역 정체성
변화｣, 정세진의 ｢러시아 이슬람의 지역 정체성과 이슬람 단체 특성｣, 김상현
의 ｢러시아 국가 정체성의 역학관계 모델과 정치-문화 상징｣ 등이 있다. 그 밖
에 러시아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해외 논문들도 다수 있으나 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된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성과물들은 과
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정체성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법률 분
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
서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기존 연구와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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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현재 러시아는 국민주의(nationalism)1)를 앞세운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
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밑바탕에는 러시아인들의 고민, 즉 우리가 누구이고 어
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존재한다. 1980년대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집권 당시 글라노스트(glasnost), 즉 ‘말할 수 있는 자
유’가 현실이 되어버린 이후 러시아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과거 어느 때보
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견해는 서구로부터
가져온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다.2) 이
는 서구를 모방하면서도 서구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바탕으로 국
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가 세계정치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재부상하
면서, 러시아 국가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러시
아의 대내외적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3)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2012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
하면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세계무대에서 러시아 힘(power)의 회복이라는 맥
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힘과 영향력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국가로 간주하는지, 자신의 역사, 가치 그리고 전통과 어느 정도 동일
시하는지,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기반으로 단합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정체성의 발견과 강화는 러시아에 근본적인 것이다.”4)
1) ‘nationalism’의 어원인 ‘nation’은 13세기 말부터 영어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정치적으
로 조직된 집단(politically organized group)’보다는 ‘인종집단(racial group)’이 기본적인 의미였
다. 하지만 ‘nation’은 16세기부터 정치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7세기 말에 그 의미가 널
리 보급되었다. Williams(2015), pp. 159-161. 이러한 맥락에서, ‘nationalism’을 민족주의로 번역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민족주의는 혈연을 강조하는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2) Billington(2004), p. ⅸ. 러시아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 논의의 뿌리는 19세기 슬라브주의자와 서
구주의자 사이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illington(2004)을 참고.
3) Blackburn(202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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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에 따르면, 국가 정체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가 지닌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
들 사이에 공유된 믿음에서 시작한다. 먼저 국가 정체성은 공식적인 법과 제도
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교육체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공식 언어(Official language)로 어떤 언어를 채택할 것인지 등을
법과 제도로 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은 문화와 가치관 부문까지
도 확장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국가 정체성을 형
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자신의 기원은 어디인가, 가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5)
국가 정체성은 국가의 성공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만약 국
가 정체성이 부재한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는 빠르게 해체되거나 붕괴될 것
이다. 또한 내부 분열이 극심한 국가는 국가 자체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발전도 달성하지 못한다. 반면 국가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확립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독특하고 우월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지위와 역할을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로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란 렌즈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는 한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이고 객관적
인 사실(fact)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관계 이론 중 현실
주의와 자유주의와 같은 합리주의는 주요 변수로서 물질적 요인에 근거한 ‘이
익(interest)’을 중시한다. 즉 한 국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이고 객관적
4) Putin(2013),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19243(검색일: 2020. 10. 7).
5) Fukuyama(2019),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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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 즉 물질적 요인에 근거한 이익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 구성주의다. 구성주의는
이익 대신 ‘정체성(identity)’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이익을 설명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해당 국가의 행동과 역할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국가 정체성이란 기본
적으로 자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자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물질적 요인보다 국가 정체
성을 형성하는 관념적 요인들, 즉 이념ㆍ문화ㆍ역사 등을 더 강조한다. 이는 새
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탈냉전 시기 문명충돌을 설명하면서
문화적 요인을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헌팅턴은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문화 정체성의 상징물, 즉 깃발과 더불어 십자가, 초승달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
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6)
그러므로 합리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그 자체
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정체성’이라는 요인을 간과한
기존 접근법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적 요인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정체성을 연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요컨대 정체성이
이익을 결정하고, 그 이익이 행위를 결정한다. 정체성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또
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7) 물론 이러한 접근
법도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간혹 행위가 이익을 결정하고, 이익이 정체성
을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질적 요인과 관념적 요인, 다시 말해 ‘이익’과
‘정체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어느 한 요인만을 강조하고 다른
요인을 등한시하면 분석에 있어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6) Huntington(1996), p. 20.
7) Wendt(1999),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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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뺷상상된 공동체뺸에서 국민주의가
국민(nation)을 만들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국민을 “상
상된 정치적 공동체”8)로 정의한다. 즉 국민은 오직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상
상된 공동체와 동일시할 때만 존재한다.9) 따라서 국민국가가 국사(national
history)의 창출과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국
가는 상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 해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상상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해석의 공동체’
이다.10) 더 나아가 앤더슨은 국민국가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영토적ㆍ사회적
공간에 굳건히 뿌리 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주의의 강력한 호소력과
국민국가의 연속성에 주목했다.
국민주의적 사고는 일상적으로 한 집단에 대한 헌신과 다른 집단들과 다르
다는 느낌 그 이상을 포함하며 우리의 집단을 특별한 방식으로 상상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국민성에 관한 생각들, 사람들과 고국들 사이의 연결은 당연한 것
으로 간주된다.11) 물론 국민주의적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기 위
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ㆍ역사적 기억, 문화적 레퍼토리 그리고 일상 경험
과 충분히 일치해야 한다.12)
국민국가는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이라고 명명한 것을 통해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증대시킨다. 국민
국가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기(National Flag), 국가(National
Anthem) 그리고 국가 문장(National Emblem)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주의, 충성심 그리고 의무를 고취한다.13) 이러한 과정을

8) Anderson(2006), p. 5.
9) Billig(1995), p. 66.
10) Ibid., p. 70.
11) Ibid., p. 61.
12) Blackburn(2020), op. cit., p. 2.
13) Hobsbawm and Ranger(2012),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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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민국가는 마치 자연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간주된다.14)
한편 구성주의자 리처드 르보우(Richard Ned Lebow)는 국가 정체성이 국
가 동일시(national identification)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
동일시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역할(role), 소속(affiliations), 신체(body)
-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과 영토 - 그리고 전기(biographies)/자서전(autobiographies),
즉 국가의 역사적 기억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15) 이때 국가 동일시는 국가와
의 유대감을 통해 국가의 특성을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이다. 가장 매력적이고
내면화될 가능성이 큰 국가 동일시는 국가와 그 국민들의 우월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자부심을 형성ㆍ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함
으로써 국민주의의 심리적 토대를 제공한다.16)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역할, 소속, 국민과 영토 그리고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전기/자서전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 정체성은 역사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 경험, 중대한
사건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역사적 변화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 정체성은 국가제도와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셋째, 국가 정체성
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적 행위자와의 상호작
용, 접촉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다.17)
먼저 국가의 역할은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 즉 힘에 근거하여 주로
결정되며 그에 따라 높은 지위의 역할과 낮은 지위의 역할로 구분된다. 높은 지
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패권국, 강대국 등의 역할이며, 낮은 지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약소국, 실패국가 등의 역할이다. 역할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별해줄 뿐만 아니라 역할에 상응하는 특권과 책임도 부여한다.18) 일반적으
14) Billig(1995), op. cit., p. 26.
15) Lebow(2016).
16) Ibid., p. 3.
17) Portas(2020), p. 2.
18) Lebow(2016), op. cit.,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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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대국은 약소국보다 더 많은 행위자성(agency)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때 행위자성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9) 그러므로 대다
수 국가는 높은 지위의 역할을 추구한다. 국가 지도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강
화할 수 있으므로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자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지위의 역할은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개개인들
의 자부심을 증대시키고 해당 국가의 우수한 가치와 제도 등을 널리 알리는 계
기가 된다. 게다가 이는 높은 지위의 역할을 추구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한다.20)
둘째, 국가 동일시에는 소속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속은 특정 개
인, 집단 또는 제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의미한다.21) 우정/친선(friendship),
사랑, 적대감 그리고 증오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이러한 감
정들은 타자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감정이 사회나 국민, 국가 등 집단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집
단감정’을 의미한다.22) 흔히 집단감정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 ‘집단 내 정
체성’을 굳건하게 확립하는 동시에 외부에 있는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명확하
게 함으로써 ‘집단 간 차별화’를 두드러지게 한다. 집단 내 정체성이 강화될수
록 공유, 협력, 상호이익 그리고 희생정신이 증대하는 반면, 집단 간 차별화가
강화될수록 경쟁과 대립 구도는 더욱 첨예해진다.23) 이러한 의미에서 소속은
우정/친선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정/친선과 적대감은 종종 국가
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 애쓰는 국가 지도자들
은 자국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국
19) Ibid., p. 163.
20) Ibid., pp. 104-105.
21) Ibid., p. 109.
22) 민병원(2014), pp. 224~225.
23) 위의 글,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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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존중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 더 나아가
애정까지도 가질 가능성이 크다.24)
셋째, 국가 정체성은 개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국민과 영토를 기반으로 형성
된다. 신체는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신
체는 우리의 능력(capability)을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이해하고 반
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
선 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
하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국민으로서 규정하는 동일시는 혈연을
강조하는 종족적 국민주의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 등을
강조하는 시민적 국민주의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들
이 규정된다. 한편 국가는 많은 인구를 가질수록 강대국이 되거나 그 역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종
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토의 지리적 특성도 국가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
향력을 행사한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사는 지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회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의 작동방식, 경제체제의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
적 독특성뿐만 아니라 분쟁 및 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확립을 추구한다. 만약 자국 영
토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부심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토를 ‘신성한 성
지’로 바라보고 통제력을 강화ㆍ유지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있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전기/자서전은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중요
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그들 사이에 단합을 구축하지 않으
면 살아남거나 성공적으로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바로 국가의 자서전적 서사(narratives)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서전적 서사는
24) Lebow(2016), op. cit., p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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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과 단합에 대한 감정적ㆍ도구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모든 서사
가 한 국가 내에서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종종 개인, 집단 그리고
정치적 파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고 상이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과거에 대
한 서사는 행위자들이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25)
그런데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한 공식 기억(Official Memory)과 다양한 구성
원들이 제시한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 상이할 경우,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식 기억이 개인과 집단의 기억, 정체성
형성 그리고 엘리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추구해왔다. 냉전 시기 소련
은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의 공동 기획자의 지위를 누렸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소련 시기의 높은 지위의 역할을 되찾고
자 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인 지정학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발명된 것이 ‘대서양주의
(Atlanticism)’에 대응하기 위한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다. 즉 이는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의 동진으로 인한 러시아 세력권 약화에 대응하기 위
한 것이다. 따라서 NATO와 EU 확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서구
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명 정체성과 역사적 서사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었다.26) 이처럼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두고 그 속에서
자국만의 우월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유럽 변방으
로서의 열등감과 서구의 따돌림으로 인한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는 역할, 소속과 더불어 국민과 영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다
수 학자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의 정체성으로 러시아 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25) Ibid., pp. 133-134.
26) Zevelev(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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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키(rossiiskii)’보다는 혈통상 러시아인을 의미하는 ‘루스키(russkii)’를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7)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소 부적절하다. ‘루스
키’라는 용어의 사용이 곧바로 러시아 국가 정체성의 종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동슬라브인들(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의 역
사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이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둥지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
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서구에 ‘흡수’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국적 열망의 부
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영토는 인간의 신체만큼이나 국가 정
체성에서 핵심이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통제하는 강대
국이 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자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영토의 상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신성한 성지’라고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자국을 강대국으로 생각하는 러
시아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국민들의 충성심과 단합을 증진하기 위해 역사적 기억
으로서의 전기/자서전을 재구성했다. 특히 공식 기억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
정체성 형성 그리고 엘리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러시아 역사
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푸틴 취임 이후 러시아 상징, 즉 국기, 국가(國歌)
그리고 국가 문장을 제정러시아, 소련,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를 포괄하는 상징
물을 채택한 것에서 볼 수 있다.28) 즉 푸틴은 제정러시아의 전통과 소비에트
적 전통 양자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들을 끌어와 현재의 러시아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다.29) 더 나아가 푸틴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체제를 정당화

27) Billington(2004), op. cit., p. 68.
28) 푸틴은 집권 이후 국기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국가 문장으로 제정러시아의 쌍두 독
수리 문양을, 그리고 국가로 소련 시기 국가인 ｢깨질 수 없는 동맹｣을 채택했다. 황동하(2006), pp.
355~387.
29) Ducan(2005),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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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소련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과거로의 회귀는 과거의 만행
과 범죄를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대신 소련의 위대한 업적에 주목한 것으로 소
비에트 과거와 러시아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킨 ‘위대한 애국 전쟁(Great Patriotic War)’과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는 영광스러운 초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상징하며, 이는 공통적인 과거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을 강화하여 집
단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고 러시아 국민주의를 굳건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
다. 물론 이 과정에서 러시아 내 격렬한 갈등이 발생했지만, 푸틴은 공식 기억
을 통해 러시아의 자서전적 서사를 권위주의적으로 재생산하고 유포했다. 심지
어 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를 강화하면서 공식 기억과 대립하는 러시아 내
다른 행위자들의 집단 기억을 억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국가 정체성은 마트료시카(matreshka)와 유사하
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제국 내에서 책임지지 않는 단일 통치자에 의해서 행사
된 힘은 언제나 광활한 공간을 뒤덮고 내부의 투쟁들을 가렸던 얇은 외피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비어 있는 외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러시아인들이
마트료시카라 부르는 인형들 가운데 한 인형의 바깥 인형과 유사하다. 즉 권력
의 외면을 좀 더 깊게 바라본 사람들은 다른 얼굴들을 지닌 또 다른 인형들을
보게 된다.”30) 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현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러시아 국가 정체성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국가 정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다. 물론 그 정체성 변화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이 붕괴할 때 발생한 구조적인
국내적ㆍ지정학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느렸다.31)

30) Billington(2004), op. cit., p. ⅺ.
31) Zevelev(2016), op. cit.,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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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가. 러시아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흔히 일컫는 ‘러시아 정체성’이란 말은 러시아의 역사를 통해 러시아와 러시
아를 구성하는 민족이 다른 국가들의 것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차별적 특징
을 의미한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오늘날 러시아가 한 국가로서 유지하고 있는
지리적 영토에서부터, 종교, 정치체제, 예술, 문화와 일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수평으로 길게 늘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을 차지하는 지리적인 측면에
서 그 정체성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서쪽 끝 유럽인들에서부터 시베리아 소수
민족, 중앙아시아 다민족을 거쳐, 몽골과 심지어 아시아 민족까지를 아우르는
민족의 대모자이크 속에서 러시아는 어떠한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종
교와 문화, 문학, 그 밖의 다양한 예술에서도 러시아는 어떤 점을 들어 자신들
만의 독특한 요소라고 자부하며 ‘정체성의 경계’를 긋고 있을까? 러시아 정체
성이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갈래의 생각을 한곳으로 수렴하는 사상적ㆍ철학적
ㆍ문화적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살짝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면 이렇다. “러시아의 길”, 혹은 “러시아적 행보”
로 흔히 불리는 루스카야 푸티(russkaya puti)는 러시아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적합하고 대중적인 개념이자 그 표현에 해당하는 말이다. 루스카야 푸티
는 러시아가 세계사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15세기 중반부터, 포스트소
비에트, 즉 1991년 12월 구소련의 해체 이후에 등장한 현대의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의 역사인식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제임스 빌링턴(James Billington)을 포함하여 러시
아 내외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듯이, “문화적으로, 19세기 이전까지
러시아 제국 내에서는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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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32) 더군다나 국가 정체성 모색에 있어서 합의된
의견도, 일치된 의견 교환도 없었다. 서구 유럽의 철학과 사상사가 보여준 장구
한 세월의 축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화적 낙후성은 19세기 중반까지 러시
아 사회 전체가 씨름하던 난제이자, 국가 발전을 막고 있던 심각한 장애였다.

나. 정체성 개념의 일반 역사
러시아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어야 했을까? 러시아가 유럽의 길이 걸어간 전
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향방과 노선을 걸어야 했을까? 동양적인 부분적 요소
를 수용하면서도 유럽과 차별되는 길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정체
성의 인식과 러시아적인 해법’으로 귀결된다. 적어도 이 철학적 명제 앞에서 러
시아는 근대 이후 가장 치열하게 러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역사를 살
피기 위해서는 기록이 남긴 러시아 역사의 민족적 기원과 근대화에서 그 출발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학 이론의 고전으로 통하는 앤드루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정
치학 연구서에 따르면, 정체성의 연구는 18세기적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 개
념에서부터 1980년대 논의된 에른스트 겔너(Ernst Gellner)와 앤서니 스미스
(Anthony Smith), 그리고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민족’에 이
르기까지 골 깊고 오랜 역사의 궤를 거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민족 개념에 많
은 변화가 가해졌다. 일례로 앤더슨의 말처럼 이제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
(imagined community)’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정치공동체로서
의 일체감과 ‘정신적 이미지’로 구속력이 맺어지는 관계의 구성원이란 시각이
지배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33) 근대로부터 각 나라에서 공고하게 된 이와 같
은 역사공동체(historical continuity)와 문화적 순수성(cultural purity)에
32) Billington(2004), p. 3.
33) Ander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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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은 불가피하게 신화(myth)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기 민족만의 순
혈주의, 곧 순수 민족주의에 대한 영구적 불변의 신화 말이다.34)
이 신화의 서사적 구조 속에서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믿는 무리의 연합 공
동체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민족이며, 이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의 역
사와 문화를 타자와 거리를 두며 ‘자기 정체성’의 핵심요소로 삼게 되었다. 정
체성 개념들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민족 정체성’은 “한 집단 구성원들이 갖는
것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주관적, 상징적, 또는 표상
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의 모든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35)
이를 러시아의 역사적 환경과 문화적 토양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러시아인들
의 자기규정 혹은 자기정체성의 여러 표현에 숨어 있는 상징 및 일상 문화 속에
배어 있는 생활양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여, 러시아를 ‘러시아
적이게’ 규정하는 준거체계를 러시아 문화코드라 명명한다면, 하나의 신화를
이루며 ‘영원해 보이는 문화적 요소’로 기능하는 ‘핵심 불변성(master
invariant),’ 즉 변치 않는 영원불변성의 기조 요소를 일컬어 우리는 러시아 정
체성의 근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6)

다. 10세기 말~표트르 대제 치세기의 역사 속에
드러난 정체성의 다면성
러시아로 이야기를 옮겨오면 동슬라브(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은 기원 후 862년부터 세계사적 연대기에 편
입되어 들어왔다. 오래 지나지 않아 988년에는 러시아 역사 최초로 가장 기록
될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비잔틴으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한 것이 바로 그것

34) Heywood(2007), p. 113.
35) 존스, 번역: 이준정, 한건수(2008), p. 96, 재인용.
36) Hellberg-Hir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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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교, 즉 토속적 믿음(영어로는 ‘folk beliefs’라고 하는)에 기반해 있던
고대 키예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초기적 단계이지
만 종교적 기초의 국가성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37) 고대사의 문헌 기록이
없는 러시아인들은 기타 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 역사의 연원이 매우 짧은 것
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기 말,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한 사실은 러시아 정체성의 정신적 토대를 일군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후발주자로 세계사에 등장한 러시아가 두 번
째로 세계사에 그 족적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5세기 중반, 이른바 오
스만 튀르크 이슬람 이민족에 의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의 일이다. 그
전까지 분할공국(公國은 영어로는 Principality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며 고
대 국가의 시원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던 키예프 공국은 몽골 타타르로부터
240년 이상의 통치와 지배를 당하는 수모 속에서 제대로 된 ‘국가성’의 정신적ㆍ
정치적ㆍ문화적 유산을 축적할 수 없었다.
이 시기 남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는 전례 없는 인간
중심적인 예술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반면, 러시아는 이와 같은 문화 부흥의 역
사적 체험을 알지 못하였다. 지리적으로도 서유럽과 장벽을 두고 있던 터라 문
화교류에서의 고립은 말할 것도 없었고, 활발한 상업 교역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러시아는 정치 및 경제 기반에서 서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고, 세계사적인 기여에서도 국사(國事)와 문화창달
의 유산도 많지 않았다. 이런 침체적 역사 시기를 통과하던 차, 러시아에게 국
난의 결정적인 타계 시점이 도래하는데, 이것이 바로 1453년 비잔틴 제국의 패
망 사건이었다. 이는 러시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주어, 서유럽과의 교류 및
37) “러시아 문화의 두 굴레”란 글에서 작고한 학술원 인문학자 드미트리 리하초프는 러시아 문화를 형성하
게 된 근본적인 두 축을 북방에서 유입된 군사행정적인 문화와 남방에서 수용된 기독교적인 종교문화로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방이라 함은 바로 862년에 있었던 류리크 왕조의 루시 땅으로의 남하 통치
를, 남방이라 함은 비잔틴과 불가리아를 거쳐 들어온 기독교를 의미한다. Likhachev(200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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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낼 여건을 만들어주는 향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453년은 역사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족인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 비잔틴 제
국이 멸망한 해이다. 이를 기점으로 서구의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본산지로서
누리던 영적이고 외교적인 권위를 거의 상실하였다. 제국의 패망 이전까지 5개
교구의 일부였던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프스코프 출신의 수도승 필로페이가 ‘모
스크바 제3로마(Moscow-the Third Rome)’이란 개념을 제창함으로써 모스
크바 지부, 곧 러시아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이전까지
비잔틴 총대주교로부터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했던 모스크바 공국은 비잔틴 제
국의 패망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교회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 러시아에게 끼친 영향과 그 결
과는 아래의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동방 정교회 소속이었던
러시아의 ‘정신적 독립’을 의미한다. 모스크바 공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대세
였던 서유럽으로부터 벗어나 전 세계 정교국의 모태이자 총본산지로 자처하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둘째, 비잔틴 제국의 멸망으로 생겨난 세 번째 로마는 당대 러시아 입장에서
는 곧 모스크바였고, 이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다. 15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사적 흐름에 러시아(=모스크바)가 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16~17세기를 거치며 러시아에 형성된 정체성은 철저한 가부장적 질
서로 그 최정점의 수장은 신의 대리이자, 신과 동격의 권력을 소유한 황제 차르
가 자리해 있다. 일찍이 권력의 분산을 용인하지 않고, 귀족계층의 반란과 같은
소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위대 창립 등의 강력한 권력화를 구상하였던
차르는 서유럽에 없던 절대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1613년의 로마노프 왕조 성립은 러시아 역사에서 세 번째의 중요한 정체성
을 형성한다. 862년이 그 첫 원년이었던 고대 키예프 러시아의 통치구조는 북
방 이민족, 이른바 역사에서 말하는 바이킹의 노르만족의 남하로 인하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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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었다. 슬라브 혈통이 아닌 이민족의 유입으로 마련된 초기 러시아의 국
가 형태 및 통치의 궤를 끊고, 이제 순수 슬라브 민족의 첫 왕조가 들어선 역사
의 서막이 곧 1613년의 사건이다.
이후 표트르 로마노프가 등장한 1682년 및 그가 죽기까지 일관되게 실시해
온 ‘서유럽 정책’은 서유럽 선진국가들의 국가성을 모델로 삼은 ‘유럽 따르기’
에 다름 아니었다. 스스로를 임페라토르, 즉 황제란 칭호를 부여하고 서유럽 국
가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며 러시아에 이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표트르 대제의
일련의 정책은 러시아 전 역사를 통해 가장 파급효과가 컸던 사업으로 명명된
다. 17개월에 걸쳐 서유럽 순방을 하고 돌아온 대제는 러시아의 문화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다. 그가 시행한 단발령, 복식개혁, 행정개편, 해군 창립, 과학기
술 전파, 알파벳 개혁 등은 비록 전 국민에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러시
아의 전 삶과 생활에 문화적 변곡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표트르 대제를 이은 4명의 여제들은 그의 문화혁명을 더욱 세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랑스의 문화에 기초한 다량의 문화예술이 러시
아에 유입되면서 이른바 ‘갈라마니아’ 현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러시아의 상층
귀족과 문인들은 프랑스 모델을 자국의 것보다 우선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표
트르 대제가 죽은 1725년 이후 거의 75년 동안의 18세기는 내내 고전주의와
계몽주의를 통해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거침없이 흘러들어와 러시아의 프랑스
화가 공고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인에게 표트르 대제는 몸을/예카
테리나 여제는 영혼을 선사하였다”고 적은 고전주의 시인 헤라스코프의 말은
매우 적절하다.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근대화의 출범과 주요 뼈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표트르 대제가 했다면, 그 뼈대의 내적인 영혼에 불을 지핀 자
는 예카테리나 여제라는 해석이다.38)

38) 김상현(201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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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세기 이후 러시아의 역사에 드러난 정체성의 다면성
이 틈에 전 유럽의 패권이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나폴레옹 보나파
르트는 1812년 러시아에 침입한다. 러시아 역사에서 흔히 조국전쟁으로 불리
는 이 러-프 전쟁에서 예상과 달리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6개월 만에 모스크바
에서 축출되어 패배하게 된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에는 당시
애국심과 농민층에 대한 애호의 관심이 큰 물결을 이루게 되는 등 사회 곳곳에
서 ‘민중풍으로 따라하기’, 혹은 ‘나로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
다. 외국풍의 이국적인 요소와 비러시아적인 풍조에 반감을 갖는 문화가 지식
인과 인텔리겐치아, 그리고 문인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회적 양심을 스스로에게 강제하며, 민중의 비현실적이고 참혹한 삶에 자
신들이 해야 할 의무감을 부채로 인식하던 일단의 활동가, 곧 러시아의 인텔리
겐치아(보통 영어로는 intellectual, 즉 지성인)들은 조국애와 사회적 양심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적인 향방의 노선을 두고 벌인 일련의 철학적
논쟁의 파장은 양대 진영의 논리로 드러나 이른바 슬라브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결과로 나타났다.
1830년대의 ‘철학논쟁’의 실질적 기원은 표트르 차아다예프의 뺷철학서한뺸
(1836)이다. 총 8장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애초에 러시아어가 아닌 불
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살아생전 금서였으며 오로지 첫 장만이 출판되었다. 이
논쟁적인 문서에서 저자 차아다예프는 러시아의 현주소, 즉 러시아의 현실과
문명사적 위치, 유럽과의 비교를 시도하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평가를 쏟아
냈다. 러시아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의 핵심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명 가운데 최악의 요소는 도처에서 이미 자명한 이치가
되어버린 진리를 우리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류의 위
대한 가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구나 동방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둘의 전통 어느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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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로부터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 인류의 전통적 유산
을 단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다. 우리는 부모 없는 서자로서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나왔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어떤 연관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
났다. 우리가 살기 이전에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이 안을 것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
다. 우리는 성장한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보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목적 없이 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
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39)

진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자신의 견해에 수정을 가한 차아다예프는 이후 자
책성 문건 하나를 추가로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뺷광인의 변명뺸(1837)이었
다. 여기에서 그는 문명사적 유산과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한 러시아의 상황이 오
히려 러시아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역설한다. 러시아
의 고립이 러시아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로 인한 불가피한 것
으로 러시아의 미래는 반성적 사고에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남
기고 있다.
그럼에도 차아다예프의 뺷광인의 변명뺸의 기본 논지는 러시아 민족이 역사적
창조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 책에 드러난 두 철학 진
영이 펼친 신랄한 논쟁이 빌미가 되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후에 작가 톨스토이
조차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슬라브파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의 역할을 하게 된
다. 이유인즉슨, 표트르 대제의 훌륭한 유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슬라브파 철
학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40)
슬라브파 철학의 논지가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정책 이전의 구질서에 바탕한
모스크바적 삶, 즉 러시아적 전형을 간직하던 옛 러시아로의 귀환을 강조한 것
이라면, 이와 반대편에는 서구파, 즉 서구로부터의 문화유산을 더욱 광범위하
게 수용하여 러시아의 진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해 있었다.
베르댜예프의 견해에 따르면, “슬라브파는 러시아를 어머니로서 사랑하였고,
39) Chaadaev(1991), pp. 323~326; 김상현(2011), 앞의 글, p. 36.
40) 박윤형(200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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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파는 자식으로서 사랑하였다.”41) 러시아가 지닌 역사적 운명과 지성인 스
스로 짊어진 자신의 소명에의 진지한 고민과 해법의 노력은 이 두 철학 진영의
공통된 논제였다. 그러나 슬라브파는 역사적 비판의 대상과 미래의 해법을 표
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에서 발견하였고, 서구파는 오히려 대제가 펼친 ‘서유
럽 따르기’를 더욱 광범위하고 강하게 수용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서구파의 핵심 인물에는 일명 ‘혁명적 민주주의자들’로 불린 체르니셰프스
키, 플레하노프, 도브롤류보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원조격은 1830년
대 활동했던 비사리온 벨린스키(Vissarion Belinskii)를 들 수 있다. 작가로는
이반 투르게네프(Ivan Turgenev)가 독일 유학을 다녀오면서 러시아 토양에 독
일 유산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구적 합리주의를 악의 근원으로 본 슬라
브파를 거부하면서, 이성과 과학, 진보 개념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근원적 해결 대상은 바로 농노
제와 무지몽매한 농민 대중, 그리고 속권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정교회였다.
평생 문학 논객으로 경쟁하였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Fyodor Dostoevskii)
와 투르게네프 사이의 이견은 슬라브파와 서구파 논쟁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진
영논리의 싸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사회를 향한 이들의 ‘양심적 활동’이었으며, 이는 ‘문학이란 공론
장’을 통해 발산되었다. 어느 누구도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지 못했고, 농
노제의 참혹성과 도시 근로자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표현할 수 없었을 때, 소설
가와 시인, 그리고 화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19세기 러시
아 리얼리즘은 매우 짧은 문예 흐름을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당대 유럽 최고봉의
문학 유산을 남겨놓았다.
당대의 프랑스 문학이 이미 자본주의적 폐해를 경험하고 건강하게 지켜내지
못한 반면, 러시아 문학은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연설대의 선언문과도 같은 역
할을 하였다. 통상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정의되는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
41) Berdyaev(2016),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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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특징과 유산은 고스란히 1863년 이동파 화가의 사건으로 연결된다.
1757년 <예술 아카데미(Academy of Arts)>가 개원하면서부터 관례적으로
형성된 제국 러시아의 미술은 젊은 화가 지망생들로 하여금 전제정권의 영속성
과 차르의 권력을 미화하고 신화화하는 그림의 소재를 주로 교육하였다. 고대
로마의 역사화 장르가 이런 이유에서 아카데미에서 주로 가르쳤던 교과목이었
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졸업시험 단골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861년에
단행되었던 농노해방을 미화하는 주제로 정부가 제시한 졸업시험 문제를 일단
의 화가들이 거부하고 자퇴를 선언하였다. 이들은 또 아르텔이란 공방을 만들
어 창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아카데미 강의실이 아닌, 시골에서의 순회전시
를 통해 거리로, 민중 속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이동파’를 예술가 협
회를 결성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반정부적인 태도와 창작활동은 19세기
러시아의 역사적 범주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그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질 정도로
‘러시아적인 색채’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과연 무엇이, 어떤 소재와 주제가 러
시아의 문화를 ‘러시아적인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가? 그 논쟁의 깊은 뿌리
는 문화에서 다시 찾아진다.
슬라브파와 서구파 두 진영의 갈래로 나뉘기도 하였고, 도스토옙스키와 같
은 극단적 국수주의자는 러시아 민족에 의해서 세계가 구원받을 것을 설파하기
도 하였다. 한편 톨스토이는 국가의 역할과 국가성이 함축하는 암시적 폭력성
을 거부하여 정교회로부터 파면당하기도 하였으며, 19세기 말 뺷러시아와 유럽뺸
을 통해 러시아의 문명사적 위치에 큰 희망적 발언을 남긴 니콜라이 다닐렙스
키(Nikolai Danilevskii)는 미래 사회에서 슬라브 민족이 할 메시아적 활동을
기대감에 차서 역설하기도 하였다. ‘범유라시아주의의 바이블’로 통하는 이 책을
통해 다닐렙스키는 독일의 오스발트 슈펭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
가 쓴 뺷서구의 몰락뺸(1918)보다 50년 전에 서구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러시아
의 미래에 위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슈펭글러의 선구자로서 러시아의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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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스키는 슬라브적 문화의 유형을 강조하며 그 근거로 문화ㆍ정치ㆍ경제, 그리
고 종교적 요소를 들고 있다. 결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세기
말적 우울증과 염세적 실존철학, 그리고 상징주의적 세계인식이 서구에서 팽배
해지고 있었을 때,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 번 러시아의 부흥, 러시아적인 소명에
의 확신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종교 르네상스’로 명명되는 이 시기 러
시아 영혼의 세계는 종국에 1917년의 혁명으로 점화되어, 러시아의 종말론적
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세계관이 재차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짊어진 미래의 미션은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에서 가장 먼저 개진되
었고, 다닐렙스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춘 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
제 이것의 종합적인 철학적 사상은 20세기 니콜라이 베르댜예프의 일련의 철
학 논고들에서 표현된다. 베르댜예프 철학의 핵심은 ‘메시아적 러시아 사상’으
로 압축된다. 그의 사상에 바탕을 이룬 두 기초는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을 상기
하는 선민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깔린 메시아적 이념이다. 도스토옙스키
가 뺷작가의 일기뺸에서 피력한 ‘러시아의 사명’은 슬라브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로서 러시아인이 주축이 되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전 세계가 러시아에
의해서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두 가지 형태의 메시아니즘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여,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 종말론이 결합된 형태가 바로 그것
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작가이면서 뛰어난 사상가요, 철학자라 불려도 손색이
없던 도스토옙스키를 ‘종교적 무정부주의자’로 갈파한 베르댜예프는 이 점에
서 전적으로 옳다.42)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적인 영혼을 가장 깊고 짙게
함축하고 있던 러시아 작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에서는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단일한 선민사상에서 합쳐지
게 되고, 미래의 러시아는 곧 보편적인 인류의 선구자이자 선지자의 이미지로
표상되어 나타나고 있다.
42) Berdyaev(2016), op. cit.,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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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댜예프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지구상에서 신에게 선택받은 구
별된 민족이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 제국이 ‘제3로마설’의 이념적 담론을 통해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에트 공화국이야말로 제3로마 이념과 같은 중세
러시아의 정치이념을 ‘제3인터내셔널’로 계승하여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의 이념적 토대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롤레타리아가 해야 할 지상의 사명을 역설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메시아적
이념은 러시아의 종말론적 사상과 결합되었거나 동일시되었다. 러시아의 공산주
의 혁명에서 주도적인 것이 된 것은 경험적인 프롤레타리아 자체가 아니라 이념,
즉 프롤레타리아 신화였다. 한편 레닌-스탈린이즘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아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러시아의 메시아적 이념의 왜곡된 변이형이다. 이는
서구 부르주아의 암흑을 조명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빛을 선포하는 것이다.43)

마. 러시아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 해석
10세기 말에 시작된 슬라브 문명 주체국으로서 러시아의 역사적 운명은 위
에서 언급한 대로 15세기 중반, 17세기 말~18세기 초, 19세기 초 그리고 마지
막으로 20세기 초 10월 혁명으로 굵직하게 구분되는 행보를 보였다. 서유럽 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국가 운명의 세월 속에서 러시아인들에게
굳어진 ‘기질적 성향’을 우리는 과연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에 대한 저항’, 즉 ‘전통의 고수’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통은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위에
서부터, 즉 최상층 권력자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하달되는 식의 문화 흐름으로
조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전통의 고수는 기존의 만들어진 질서에
대한 수동적 수용과 받아들임이라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의 정

43) Ibid., p. 301; 김상현(2011), 앞의 글,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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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역사가 알렉시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도 지적하
고 있듯이, 미국에서는 변화를 향한 압력이 밑으로부터 올라왔던 것에 반해, 러
시아에서는 위에서 변화를 강요해왔고, 변화와 함께 고난과 불행을 겪어온 러
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변화에 저항해왔다.44)
어찌보면 러시아인들은 변화에 대하여 강박관념 식으로 투쟁해오면서 반감
과 거부를 드러내 보였다. 그 반대급부는 ‘전통에의 강한 집착’으로 표현되었는
데, 이 저항의 가장 특별한 무기와 수단이 바로 종교였고, 러시아 정교였다. 베
르댜예프가 러시아 영혼을 관통하는 두 개의 모순된 원리를 언급할 때, 그 두
번째가 바로 ‘금욕적이고 수도원적인 정교신앙’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러시아
의 정체성을 주조하는 것 가운데 이 정교 신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지 분명해진다.45) 서유럽과의 긴 역사 교류에서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부분인 서유럽인들에 비해 러시아인들은 정교회로부터 타협이 없었다. 이 복
잡한 정신적ㆍ심리적ㆍ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일종의 ‘르상티
망(ressentiment)’이라고 하는 ‘투사된 저항심리’에 의존해왔다.
하나의 심리기제로서 르상티망은 특정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실체가 없음에
도 타자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여기에 반대와 원한, 적의감, 분노를
투사하는 심리행위이자 반응을 말한다.46) 러시아의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
는 이 심리적 반응을 연구한 리아 그린펠드(Liah Greenfeld)에 따르면, 르상
티망의 감정적 투사는 이렇게 정의된다.
서구로부터 떨어져나갈 수도 없고, 자신들의 의식에서 서구의 이미지를 없애
버리거나 지워버릴 수도 없으며, 서구에 반대될 만한 것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
에 그들은 서구를 반(反)모델로 정의하여 이와는 정반대로 러시아의 이상적인 이
미지를 만들어냈다.47)
44) Richmond(2003b), p. xxii.
45) Berdyaev(2016), op. cit., p. 11.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원초적 이교”라고
언급하고 있다.
46) 김상현(2016),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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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역사에서, 특히 19세기 민족주의와 대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
한 이후 형성된 애국심 및 민족 정체성의 시기에 서유럽의 문화는 러시아가 정
신적으로 막아내야 할 가장 위험스럽고 반기독교적인 문명의 실체였다. 러시아
를 정신적으로 순혈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반유럽적 정서를 만들어 러시아의
우월성을 의도적으로 민중에게 알리고 심화하기 위한 처세의 심리가 또한 르상
티망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토대에서 굳건하게 지켜지던 것이 ‘러시아적인 영혼(Russian
Soul)’, 이른바 루스카야 두샤(russkaya dusha)이다. 예일 리치몬드에 따르
면, 두샤, 그중에서도 특히 “낭만적인 민족정신인 두샤는 사실보다는 감정, 확
신보다는 감상, 만족보다는 고통, 그리고 현실과 반대되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더 호소한다.” 더욱 본질적으로 루스카야 두샤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서구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세속주의, 특히 문화적 침해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순수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재확인”이란 점이다.48)
유럽의 정체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찍이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철학자 게르첸은 이렇게 설파한 바 있다. 게르첸의 맥락은 앞서 그린펠드가 선
보인 르상티망의 기본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상, 비난의
대상, 본보기로서의 유럽을 필요로 한다. 유럽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유
럽을 창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9) 이미 유럽과의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틈새에서 러시아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제의한 게르첸은 러시아가 지녀야 할
‘자부심’을 논한다. 유럽의 일부가 아닌 이상, 유럽이 아시아를 부정적으로 보
는 태도에 굴욕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름에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 게르첸의 주장이다.50)
달리 말하여, 러시아에게 유럽은 문명국이자 러시아가 추구하는 근대화의
47) Greenfeld(1992), p. 255.
48) Richmond(2003b), op. cit., p. 48.
49) Herzen(1956), p. 66.
50) 김상현(2016),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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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폐해로 빠르게 좀먹어가던 유럽과 유
럽의 문화는 러시아의 진보적 인텔리겐치아 및 작가들이 걱정하였듯이, 러시아
에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적 질병이자 오염원으로 간주되었다. 그 반대 논
리는 곧 서구의 문화가 물질문화 중심의 세속적인 것이라면 러시아의 문화는
정신적인 것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리
라는 강한 믿음에서이다. 그 중요한 바탕이 바로 러시아 정교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 기초가 문학이었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리얼리즘의 문학
이 세계문학의 최고봉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나폴레옹 역시 러시아인들의 얼굴 피부를 한 꺼풀 벗기면 몽골인이 나타날
것으로 일갈한 바 있고, 러시아의 여러 철학자도 러시아의 아시아적 혼혈 및 아
시아 기원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도 동서양 사이에 위치하여 두
이질적인 문명의 공존을 경험하였던 러시아의 역사적 사실은 러시아인이 겪어
왔던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가 국론의 핵심 논제이자 풀리지 않는 난제임을 말
해준다. 행정 및 경제, 정치의 중심지는 북유럽, 즉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
크를 중심으로 하기에 러시아가 유럽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깊은 내
면의 심리 속에는 떨쳐버리고 싶으나 지워지지 않고 잔존해 있는 아시아적 잔
재와 유산이 러시아인들에게 남아 있다. 정체성의 혼란은 이 문제로부터 지금
껏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12월 러시아 연방이 탄생하기까지 장구한 세월
속에서 구제정 러시아와 20세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그리고 오늘날
의 러시아 연방의 정체성 정치학의 요체는 아시아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정책,
곧 유라시아주의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170여 개가 넘는 민족의
모자이크 국가로서 러시아 연방의 새 국호가 루스카야 로시야가 아닌 로시스카
야 로시야인 것만 보아도 현대 러시아 연방의 정체성 정치학의 기반은 다민족
을 러시아의 국가성에 편입하는 정책 속에서 드러난다. 아시아에 대한 암시적
홀대와 무시가 아닌, 아시아 문명과의 공존과 상생 속에서 러시아 연방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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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라시아주의 정책은 오늘날 러시아 정체성을 가
장 잘 조명하는 이념의 요체라 하겠다.
그리고 가장 거시적인 맥락에서 러시아적인 영혼, 러시아의 정체성이 만들
어온 궤적은 제임스 빌링턴이 표방한 세 가지 반복리듬, 곧 러시아 문화예술 천
년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의 궤적을 놀랍게도 닮아 있다. 비록 서구에 비해 르네
상스적인 인문학적 부흥의 경험도 없이, 농노제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문화가
숨 쉴 수조차 없던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러시아가 보여준 놀라운 기적은 ‘수용
(Acceptance) – 창조 (Creation) – 파괴(Demolition)’의 사이클을 재현하고
있다. 세 단계의 중간 연결고리, 즉 수용에서 창조로 넘어가는, 다시 창조에서
파괴로 넘어가는 고리에서 러시아인이 축적하여 보여준 찬란한 문화예술은 ‘갑
자기’, ‘사전 징조도 없이’ 이루어져왔다.51)
988년의 기독교 수용도 갑자기, 그 갑작스러운 도입에서 15세기 중반 그들
만의 놀라운 정교회 문화로 재탄생한 러시아는 다시 20세기 초 혁명으로, 21세
기 러시아 연방의 종교 부활 및 복원의 사이클을 보여준다. 정교회 문명의 큰
틀에서 성장한 문학과 그 밖의 예술에 은닉된 러시아적인 정신과 영혼의 정체
성은 비록 그 출발이 ‘외래적 영향’과 충격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가 놀랄 전대
미문의 ‘창조성’을 발현하였다. 러시아 이콘과 정교회 건축이 그랬고, 러시아
문학이 그랬다. 서구적 유형의 철학자들과 음악가들을 배출하지 못했으나, 고
도로 압축적이고 농축된 시기와 창조적인 발현 속에서 빚어진 러시아의 정신,
러시아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또 다른 단계의 사이클로 전이해간다. 1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러시아의 길’이 가고 있는 행보를 이제 우리는 21세기 동
시대 러시아 연방의 정치, 역사적 행보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켜볼 때이다.

51) 러시아의 1000년 역사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의 주요 행보와 업적을 분석하고 있는 빌링턴은 이 세 가지
리듬의 패러다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갑작스럽게(suddenly)’ 출현한 이 놀라운 응
축과 창조력을 강조한다. Billington(1998),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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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이 장에서는 정체성을 통해 러시아 정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러시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정체성을 통한 접근은
드문 편이다. 역사를 통해 공동체 내에 축적된 정체성은 그들의 정치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 종교, 사상, 정치, 생활문화 등
을 통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한 국가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
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맥락에서 러시아 정치이념, 체제, 국가의 지향성, 대내외
정책과 정치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 국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러시아 정치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유럽 배우기와
독자적인 정체성 만들기 사이에서 갈등과 공존을 거치며 형성된 결과물이다.
시대와 집권자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달리 해석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교신앙과 정치, 유럽에 대한
선망과 독자적 전통추구 사이에서의 논쟁,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반서방정
책, 제국주의 추구, 권위주의, 국가주의적 정치문화는 현대 러시아 정치를 이해
하는 주요 키워드이다.
러시아인들의 조상인 고대 슬라브인들은 손님에 대한 환대를 성스러운 의무
로 생각하였고 죄수들을 온유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보복적이고 기운이 넘쳤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부족장 등 지도자들이 부족 전체의 복지를 신경을 쓰지
않아 종종 씨족 간 다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적대감으로 동슬라브인들은 불
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52) 또한 고대 슬라브인들은 농업
과 상업을 병행하면서 정치적 지배자 없이 씨족들의 합의에 의해 농촌, 도시 공
동체를 운영하였다고 전해진다. 특히 고대 슬라브인들의 도시공동체에서는 씨

52) SPSTL SBRAS, “Краткие замечания о западных и южных славянах, о Византии и Папск
ой области пред основанием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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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대표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만장일치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비교
적 민주적인 방식이 시행되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한 민주주
의가 고대 슬라브인들의 도시공동체에서도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이후 노르만
족과 바랴그족의 유입으로 세워진 키예프 공국과 비잔틴 문화와 정교 수용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수직적 권력구조가 정착되었다.53) 이러한 고대 슬라브
인들의 기질과 공동체 문화는 현대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대
러시아인들도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친해지면 이방인을 따뜻하게 환대한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자원과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빈부격차와 부패문제는 언제
나 러시아 역사와 함께 해왔다. 또한 공동체 문화 역시 현대 러시아 사회 곳곳
에 남아 있다.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주요
역사적 전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4) 먼저 9세기 노르만족과 바랴그족
등 북방민족에 의해 동슬라브족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공국이 건국되었다. 이
후 10세기 말 러시아는 정체성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동방정교를 동로마 비잔
틴제국으로부터 수용했다. 동방정교를 수용한 러시아는 서로마 기독교 문명을
계승한 유럽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교신앙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핵심근거 중에 하나이자 러시아
다움을 상징하는 문화코드이다. 둘째로 13세기부터 약 240여 년에 걸친 몽골
의 지배로 러시아는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몽골의 지배는 러시아를 유
럽문명과 단절시키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만약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유럽의 사상
적 진보와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15세기
동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모스크바는 비잔틴을 계승한 동방정교의 총 본산임
을 자임한다. 이후 러시아는 자신들이 더 이상 기독교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중
53) 박윤형(2000), pp. 10~14.
54) 랴자놉스키, 니콜라스, 마크 스타인버그(2010), 번역: 조호연(2011); 다닐로프(2001), 번역: 문명식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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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러시아 왕조는 활발한 서적 발
간작업을 통해 국가의 역사, 법, 생활문화 등을 통일하고 규범화하였다. 출간을
통해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민중들의 생활문화까지 통제하는 엄격한 중앙
집권적, 전제적 통치문화가 러시아에 자리 잡게 된다.
넷째, 17~18세기에는 로마노프 왕조가 탄생하고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
이 진행되면서 근대 유럽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유럽을 선망하며 그 일
원이 되고자 했던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은 후진국 러시아를 빠르게 근대화
시켰다. 그러나 러시아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구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전통수
호 움직임이 분출되면서 유라시아주의가 태동하는 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로 자신감을 갖게 된 러시아는 인문
철학자 차다예프의 뺷철학서한뺸을 계기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
을 시작한다. 또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민중들과 함께하려 했던 19세기 리
얼리즘 문학과 지식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양심적
행동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이 시기 도스토
옙스키의 사상을 출발점으로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러시아인들의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메시아니즘으로 발전하였다. 여섯째,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출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연결되면서 러시아와 세계역
사를 크게 흔들어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념의 대결시대가 도래하
면서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로 들어섰다. 베르다예프, 다닐렙스키로 이어지는
사상가들은 사회주의와 메시아니즘을 결합하여 사회주의 이념 확산을 신의 사
명과 연결시키려 했다. 사회주의 성패를 떠나 소련 시기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
은 물론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외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곱째, 1991년
소련 붕괴와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은 러시아 역사를 1917년 혁명 이전 시기로
되돌려놓았다. 소련의 소멸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도래하면
서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은 세계적 강대국에서 지역 강국으로 급격히 쇠락한
다. 옐친에 이어 21세기 벽두에 집권한 푸틴은 러시아를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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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열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대 러시아는 이러한 푸틴의 정치 슬로
건을 반영한 국내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드라마틱한 러시아 역사의 흐름은 세계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새롭게 해석되었던 국가 정체성을 이해해야 한
다. 역사적 변곡점마다 러시아 정치와 사회는 요동쳤으며 이를 토양 삼아 국가 정
체성이 형성ㆍ변화되면서 현재까지 국가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가. 정교신앙과 러시아 정체성
정교신앙을 빼고 러시아의 역사ㆍ문화ㆍ정치ㆍ사회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속에서 정교신앙은 러시아인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영
혼인 동시에 타자와 자신을 구분하는 국가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교는 러시아 문화에 독특성을 부여하는 국민 정체성의 근원이다. 이를
증명하듯 러시아의 정치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교신앙은 깊은 연관성
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정교신앙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문화이자 오랜
관습종교로 인식해왔다. 러시아인들에게 정교는 개인적 신앙의 의미를 넘어 문
화이자 오랜 관습과 전통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정교신앙에 바탕을
둔 전통과 문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침략이나 영향에도 강하게 저항
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그만큼 정교신앙은 러시아인들이 지켜내야 하는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의 토양 중에 하나
이다.55) 비잔틴 문화를 대표하는 동방정교는 서로마 기독교 문명과 대비되는
55) Лихачев(200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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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정교를 제외
하고는 러시아인의 역사와 삶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정교신앙과 문화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러시아의 전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다.
러시아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정신과 생활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린
정교신앙은 정치적 활용가치가 높은 자산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교신앙은
집권세력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수단이었다. 그
래서 러시아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정교신앙을 적극 이용
해왔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러시아에서 동방정교는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처럼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정치행위자라기보다는 국가권력에 종속된 보조적 역할
을 담당해왔다. 중세까지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던 서유럽의 로마 교황청이
근대국가 출범 이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독립적인 권위로 남아 있다. 반
면 러시아 정교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는 국가, 국민정신, 생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방정교 역시 러시아 문화를 서유럽 문화와는 다른 고유성을 갖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때문에 서로마 기독교를 계승한 서유럽과 동로마 정교를 받아들인
러시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역사, 문화적 경로를 걸어왔다. 그래서 러시아
가 988년 동로마 비잔틴으로부터 정교를 수용한 사건은 러시아 정체성 형성의
이정표이다.56)
동로마 멸망 이후에도 비잔틴 문화의 유산은 러시아에 계승되었다.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하자 당시 모스크바공국은 자신들이 동로마 동방정교의 상속자
인 제3로마57)임을 자임했다. 이러한 인식에는 더 이상 동방정교의 변방이 아
닌 총본산이 되고 싶었던 러시아의 오랜 꿈이 반영된 것이다. 서로마 멸망에 이
어 15세기 동로마까지 소멸하자 유럽에는 더 이상 기독교의 종교수도가 존재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수도의 공백을 모스크바가 대신하겠다는 선언이
56) 챠크스(1956), 번역: 박태성(1991), p. 31.
57) 김은실(2001), pp. 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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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렇게 유래된 모스크바 제3로마58)설은 러시아인들에게 기독교는 물론
로마제국의 상속자로서 종교적ㆍ제국적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다.
광대한 영토에 다양한 민족을 포용한 제정 러시아는 다민족을 통합하기 위
해 동방정교회를 믿으면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러시아 국민으로 인정했
다.59) 이처럼 정교신앙은 당시 동슬라브 민족이라는 배타적인 혈통의 경계마
저도 뛰어넘을 정도로 러시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정교신앙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러시아 국민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자격조
건이었던 것이다.
19세기 나폴레옹 군대에 맞선 러시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 역시 종교적 요
인이 작용했다. 즉 대다수 러시아 민중들은 나폴레옹 군대를 자신들의 전통종
교인 정교신앙을 위협하는 서유럽 이교도들로 인식했다. 때문에 나폴레옹 군대
의 침략은 다민족이었던 러시아인들을 종교적으로 단결시켰다. 동방정교 신앙
공동체로 뭉친 러시아인들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잠시나마 서유럽에 대
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교신앙은 러시아인의 내면에 선민의식과 메시아니즘을 심어
주었다. 19세기 도스토옙스키에서 시작되었던 메시아니즘은 다닐렙스키, 20
세기 니콜라이 베르댜예프를 거치면서 러시아 국민이념으로 뿌리내렸다. 도스
토옙스키는 러시아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시켜 타락한 유럽과 인류를 구원
하라는 임무를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아니즘을 주창하였다. 특히 다닐렙스
키는 중앙집권적 절대주의 정치문화를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치체제로 옹호하
였다. 이처럼 정교신앙은 집권세력들이 전제정치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복종
을 강요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었다.
베르댜예프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교의 정의를 성취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의 의무라고 강조할 만큼 정의로운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다.60) 세상 최고의 가
58) Marsh(2007), pp. 556-572.
59) Darina(2019), pp.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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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기독교 신앙의 정의실현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정교신앙이 러시아인들의
영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인들의 내면에 금
욕적인 정교신앙과 세속적인 욕망61)이 양립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종교적 고결함과 세속적 천박함이 공존하는 러시아인의 양면적 특성
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금욕적인 정교신앙은 아마도 세속적 타락,
욕망, 방황에서 돌아갈 수 있는 참회와 구원의 세계일 것이다. 젊은 시절 사창가
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훗날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고결한 성인으로 추앙받
는 톨스토이처럼 말이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에게 정교신앙은 죄를 씻어내는 성
수요, 성찰과 회개를 통해 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었다.
소련 몰락 이후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종교들이 러시아 선교활동에 나섰
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이유도 전통종교인 정교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강한 신뢰
와 애착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교는 러시아 국민들의 영혼과 생활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관습과 문화종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교회와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타락이 심각하다. 정교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고위성직자들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정교
회의 세속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정교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애착은 여전하다.
러시아인의 약 70% 이상이 자신을 정교 신자라고 말한다.
푸틴 역시 집권 정당성과 정치기반 확충을 위해 정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교회 미사나 사원복원 공사현장 등에 푸틴은 자주 모습을 나타낸다. 영국
BBC는 푸틴의 이런 행보를 적극적인 종교이용행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
60) Бердяев(1923), p. 246.
61) 세속적 욕망이 디오니소스적이라면 금욕적 신앙은 아폴론적이다.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기존의 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생성원리를 담고 있다. 끝없는 파괴와 건설처럼 같은 일이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가 디오니소스적 세계이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 속에서 인간의 욕망, 감정,
정열을 가지고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창조하는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세계관이다. 세상을 늘 새롭게 변
화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아폴론적 세계관은 현실의 고통을 개개인이 영원
한 진리와 완전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현실을 벗어난 영원불변한 신의 세계에
가깝다. 인간 개개인이 진리를 통해 오를 수 있는 고정불변한 완전성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폴론적
세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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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지도자들도 집권세력의 의도에 적극 호응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교회 키
릴 총대주교가 2009년 발표한 ‘러시아 세계’라는 교서는 푸틴의 제국주의적
대외확장정책과 구소련 영토회복을 지지하고 있다.62) 러시아 국내정치에서도
동방정교는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시스템을 옹호해왔다.63)
푸틴은 1952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공산당원인 아버지 몰래 자신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64) 고르바초프도 어린 시절 가족이 몰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고 털어놓았다. 이렇듯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소련정부였지만 러시아 민중들의 정교신앙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푸틴은 2019년 1월 한 정교미사에 참석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사회적 화합,
가족제도 강화,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 국민들의 상호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송했다.65) 푸틴의 이러한 언급은 현대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국민통
합과 전통을 고수하는 데 정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러시아 정교회 역시 주요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푸틴을 국가안정을 가져다
준 인물로 평가하며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키릴 주교는 진
정한 정교신앙인의 태도는 반정부 시위보다는 성당이나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강론한다.66)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는 러시아인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러시아 정치와 정교의 상부상조는 동맹관계에 가깝다.
푸틴시대에 부각된 신유라시아주의는 서구에 대항하면서 러시아의 독자적
인 방식으로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의 신자유주의

62) Алексей Гарань, Сергей Здиорук(2012), pp. 1-7.
63) Warhola and Lehning(2007), pp. 936-937.
64) ｢푸틴의 4선 전략은 ‘영적 지도자’｣(2018. 1. 2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
/2018/01/24/2018012400175.html(검색일: 2020. 9. 16).
65) ｢푸틴, 러시아 정교 크리스마스 맞아 건강과 성공, 풍요 기원｣(2019. 1. 7), https://news.joins.com
/article/23269550(검색일: 2020. 9. 16).
66) ｢러시아 정교회, 푸틴 지지 ‘재확인’. 사실상 ‘게임 끝’?｣(2012. 2. 17), https://www.news1.kr/
articles/?563929(검색일: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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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주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67) 러시아의 신유라시아
주의자들은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푸틴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교신앙에서 부분적인 영향을 받은 신유라시아주의는 푸틴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전통적인 정치체제로 합리화하고 있다.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방정교는 러시아인의 정신과 삶에 내재된 전통적 관습
이자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국민정체성의 뿌리이다. 또한 정교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합리화하는 데도 일조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권
력은 종교의 영향력에 기대어 국민을 통합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고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도 그렇고, 이슬람권 국가들이 정복전쟁에
종교적 사명감을 활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키예프 러시아가 수용한 정교
신앙은 토착문화와 결합하면서 러시아 민중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민중을
통합하는 구심점이자 권력자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교신앙은 러시아 민중들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는 가치체
계가 되었다. 또한 정교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이념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
다. 정교신앙을 간직한 러시아 민중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저항투쟁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민중들에게 외부 이교도의 침입은 자신들이 믿
는 정교신앙과 전통문화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중들은 농노
제라는 처참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교신앙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
을 주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민종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 러
시아인들의 약 70%가 자신이 정교신자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실제 주일마다 정
교미사에 참석하는 수는 아주 적다고 한다. 이는 러시아인 대부분이 신앙생활
67) Darina(2019), op. cit., pp.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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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교신자로서의 정체성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교가 일
반적인 종교의 의미를 넘어 오랜 전통문화와 관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정체성으로 간주되는 정교신앙은 매우 활용가치가 높
았다. 오랜 역사 동안 정교가 집권자들이 통치와 대내외정책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도구로 이용된 이유이다.

나. 정치와 정교의 협력관계
러시아는 동방정교와 함께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정치사상과 통치제도를 함
께 받아들였다. 따라서 정교는 종교로서의 의미는 물론 비잔틴 제국의 문명과
정치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했다. 고대 러시아가 비잔틴으로부터 전래받은 정치
사상과 제도68)는 첫째,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왕권 강화이다. 정교의 주교와
지도자들은 주민들과 영주들에게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가르쳤
다. 따라서 영주들의 지방자치나 분권 요구,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불순한 생각
으로 취급되었다. 이로써 고대 동슬라브족 도시들에서 행해졌던 평등하고 민주
적인 씨족 대표들의 만장일치 합의제는 정교와 함께 비잔틴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차 사라져갔다. 이를 대신한 비잔틴 제국의 수직적 권력구조가 러시아에 정
착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조하는 비잔틴
정치문화가 러시아에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양자의 협력은 상위 권력인 정치권
력을 종교가 돕는 종속적인 관계였다. 현대 러시아에서도 정교는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와 정교를 절
대적으로 신성화하고 다른 생각이나 변화를 허용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비잔틴
정치문화는 러시아에서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각과 정치제도의 탄생
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서유럽은 기독교 전래 초창기에는 정치권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68) 박윤형, 앞의 책, pp. 46~47.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 57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부터 중세까지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종교권력이 우위
에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상호 독립적 역할
과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세속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의 분
리 독립을 의미했다. 이로서 중세시대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에 억눌려 있던 다
양하고 창의적인 사상과 예술문화가 르네상스 이후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 특히 권위적인 비잔틴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는 현재까지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정치문화가 더 큰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다.
이처럼 정교로 상징되는 비잔틴 정치문화는 오늘날까지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집권세력은 민중들의 순종적인 신앙심을 정치적으로 활용
해왔다. 정교 역시 독립적인 역할보다는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와 국가주의를 정
당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러시아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질 만큼 정치와 종교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정교신앙과 메시아니즘은 오랜 기간 러시아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다. 제정러시아 시대 황제는
신이 선택한 국민의 통치자인 동시에 신성한 종교적 지도자로도 존경받았다.
이는 통치자를 신으로부터 정치는 물론 종교적 임무까지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
했다.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했던 소련정권에게 전통적인 종교, 국가, 민족주의 개
념은 한때 사회주의 확산의 방해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소련은 사회주의이념
을 받아들인 국민을 의미하는 ‘소비에트 시민’을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였다.69) 제정러시아시기 민족과 인종을 떠나 국민정체성의 제1요건이
었던 정교신앙이 소련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런 소련 시기에도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예
69) Darina(2019), op. cit., pp.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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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소련정부는 사회주의 확산을 종교적 소명의식과 결부시켰다. 즉 러시
아인들에게 사회주의를 하루 빨리 주입시키기 위해 익숙한 종교적 소명의식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소련 시기 우주개발과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유토피아적
세계관70) 역시 정교신앙과 결합되면서 공산당 집권을 미화하는 데 활용되었
다. 즉 소련의 우수한 과학기술이 인민들을 신의 영역인 우주로 데려다줄 수 있
다는 꿈을 심어준 것이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다 소련정권의 성과로 포장
되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 폐기되자 이를 대신할 국가이
념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정
체성의 혼란과 위기가 닥쳐오자 러시아 집권 세력은 국민통합을 위해 다시 정
교신앙을 부활시켰다. 국민정체성의 구심점이었던 정교를 소환하지 않고서는
소련 붕괴와 체제전환으로 야기된 혼란 상황에서 국민들을 단합시킬 이념적 구
심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옐친 대통령은 소련 시절 파괴되었던 정교회
성당들을 복원하면서 전통적인 국민 정체성을 부활시키고자 했다.
러시아의 독자문명 추구를 옹호하는 유라시아주의 사상도 정교와 함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사회주의가 종말을 구하던 소련
말기부터 옐친 시기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전통적 유라시아주의가 재
조명되었던 것이다.71) 전통적 유라시아주의 역시 정교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
었다. 그러나 정교신앙을 소환하여 사회주의를 대체할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자
했던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당시 시대상황
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세계화로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지구촌이 급속도로 통
합되어 가던 당시에 전통종교를 부활시켜 국가주의를 고양하려던 시도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 정부가 정교를 통해 전통문화와
70) Laruelle(2019), p. 1.
71) 김우승(2006), pp. 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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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복원을 추진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이념
의 부재로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중심의 급속한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물결이 러시아에 유입되면 옐친 정권과 엘리트들의 기
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칫 세계화, 자유화 흐름에 휩쓸려 쇠
약해진 러시아가 공중분해되면서 서유럽문명에 흡수될 수 있다는 엘리트들의
불안감도 존재했다. 때문에 국가의 존속과 정권안보를 위해 러시아인들의 정신
적 구심점인 정교신앙의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옐친의 서구화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구의 방식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체성
에 기초한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교는 사회주의를 대체할 유일한 국민통합 종교로 부상했다.
소련 시기 탄압을 받았던 정교의 입장에서도 옐친 정부의 구애는 과거의 위상
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게다가 소련이 붕괴하자 서구의 가톨릭, 개
신교 등 다양한 종교 선교사들이 영적 공백 상태인 러시아에 선교하기 위해 밀려
들어왔다. 당시 러시아 정교 지도자들은 외부의 종교가 들어오자 자신들의 지배
적인 종교,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러시아 정부는 1997년 외부 유입 종교활동을 제
한하는 법을 통과시켜 정교를 보호하였다. 국가 정체성과 문화형성을 주도하는
국가종교로서 정교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던 것이다. 정부의 법적 조치로 외부종
교의 선교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전통종교인 정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
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 유입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점차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발전되어갔다.72) 특히 푸틴
정부 들어 민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들이 제정됨으로써 러시아 민주주
의는 그만큼 후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에도 일부 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을 제정 러시아 시대 황제와 같은
72) Coyer(2015), “(Un)Holy Alliance: Vladimir Putin,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nd
Russian Exceptionalism”(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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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적 지도자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적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정치와
종교가 신에게서 공동의 임무를 부여받은 동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구
소련 영토를 재결합하여 제국 복원을 꿈꾸는 푸틴의 대외정책 목표 역시 종교
적 사명감과 결부되어 있다. 정치와 정교의 밀월관계를 상징하는 비잔틴의 보
수적인 정치문화유산이 현대 러시아에서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
정교회의 협조에 보답하듯 푸틴은 정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련
시기에 압수된 모든 교회 재산을 반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1990년대 초
부터 약 2만 5,000개의 정교 교회가 새로 지어졌거나 재건되었는데, 그 대부분
은 푸틴의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교의 사회
적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정교는 러시아 공립학교에서 교리를 가르
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장기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
다.73) 또한 정교가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됨으로써 공공부분에서 영향력도 갖게 되었다.74)
푸틴과 러시아 정교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는 바로 정치, 종교영역이 공유하
는 러시아 정체성과 메시아니즘에 바탕을 둔 국가비전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러시아 국가비전은 자신들이 인류구원이라는 신의 사명을 받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유라시아 문명
공간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푸틴에게 집권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알렉산더 두긴(Alexander Dugin)
은 정교가 집권세력에 협력하고, 국민 개인과 민간조직들이 이를 지지하는 일
사불란한 국가통치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 종교, 국민이 일치단결하는 러
시아제국을 꿈꾸는 그의 정치논리는 푸틴 정부가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명분으
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외부 유입 종교집단

73) 러시아정교회 주교협의회(2011), “Доклад Патриарха Московского и всея Руси Кирилла а
Архиерейском Соборе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검색일: 2020. 9. 10).
74) Paul Coy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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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안정을 위해 탄압해야 한다고 말한다. 러시아 역사에서 익숙한 이러한
정치논리는 고대 비잔틴의 정치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현대 러시아에서 정치와 정교의 밀월관계는 양 진영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
문이다. 즉 정교는 외부 유입 종교집단의 선교활동에 안방을 잠식당할 것을 우
려한다. 푸틴 정부 역시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외부 유입 종교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권은 정교를 국가종교로 보호하고, 정교는 정권에 충성하
는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지배적인 제
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
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정교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푸틴은 많은 러시아인
들의 정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는 뛰어난 수완
을 보여주었다.
푸틴 정부와 정교는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을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
들의 전통신앙과 문명을 지키려는 애국적 투쟁으로 묘사한다. 특히 서구와의
갈등을 종교적ㆍ문명적 대립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푸틴을 신성화
하면서 러시아 수호성인의 반열에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는 푸틴이 손을 내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천사로 묘사되기도 했다.75) 뿐만 아
니라 러시아 정교의 한 종파는 푸틴을 사도 바울의 재림으로 존경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개종 이후 종교지도자가 되었듯이,
푸틴 역시 교회를 박해했던 KGB 요원이었지만 정교를 발전시키는 종교지도자
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일부 정부 관리들조차도 푸틴을 유사종교용어로 추앙
하는데,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전 부총리는 “푸틴은 운
명과 주님이 러시아에 보낸 사람”이라고 칭송했다고 전해진다.76)
한편 러시아 정교는 전통적으로 교회 지도자나 성직자를 영적 아버지로 추
75) 2015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로마 황제의 복장을 한 푸틴 흉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76) Paul Coy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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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한다. 성직자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은 푸틴과 그의 권위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다. 정교가 푸틴 정부의 종교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77) 특히 정교는 왕이나 최고 지도자에게 종교적 권위
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추앙을 받도록 하는 정치문화 형성에도 정교의 역할이
켰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군주나 대통령보다는
신하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집권자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
는 정치문화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지기보
다는 국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더 많이 각인되어 있다.
한때 자유주의자로 간주되었던 러시아 정교의 키릴(Kirill) 총대주교는 초창
기 유연한 대서방정책을 펼쳤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
었다. 그는 2012년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권에 장악된 언론들이 앞장서서 키릴 총대
주교의 호화로운 사생활과 사유재산 소유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자 푸틴을 지
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후 그는 만약 서구식 자유주의가 러시아에 들
어온다면 종말에 가까운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푸틴의 권위주의 체
제를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키릴은 푸틴을 “신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전폭적
으로 종교적ㆍ정치적 지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정교회 내에서 푸틴을 비판하면
성직을 박탈당하거나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푸틴의
정적 중에 하나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를 정치범이라고 부른 정교회 한 사제는
이후 성직을 박탈당했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정교 성직자들은 정치와 종교지도자로서 푸틴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러시
아가 신정일치 국가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78)

77) 아나이스 요벳(2018. 3. 28), ｢크렘린의 종교부서로 전락한 러시아 정교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
78) Paul Coyer(2015).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 63

소결
고대 비잔틴 제국의 정치체제는 강력한 전제왕권과 종교의 협업에 의해 지
탱되었다. 따라서 종교가 정치권력에 협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를 계승한 러시아 역시 정치와 종교의 밀월관계 전통을 형성해왔다. 오랜 시
간 동안 러시아 정교는 독자적인 역할이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치권력을 옹
호하는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는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행위자로 평
가받는 서유럽 로마교황청의 위상과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불의한 정치
권력에 맞서기도 하고 세속의 타락과 잘못을 꾸짖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폭력
이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것을 종교의 당연
한 역할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정교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정치권력
의 충실한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정교 내부에도 다양한 정치적 견
해를 가진 성직자와 성당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목소리는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현대 러시아에서도 정교는 푸틴의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정치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푸틴은 자주 정교회 미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킨다. 정교가 푸틴을 신이 보낸 사도로 미화하며 찬양한다는 느낌을 대
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받는다. 또한 정교는 푸틴의 대내외정책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반대급부로 푸틴 정부는 법률과 정책을 통해 정교회에 특권을 부여
하고 보호한다. 정치권력과 정교의 이러한 끈끈한 협력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
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러시아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
리될 수 없는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일부 신정일치 이슬람국가들처럼 러시아
정치에서도 종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겠다.

64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가. 유럽에 대한 선망과 증오
표트르 대제 시기 러시아는 변방국가로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선진문화를 배워 국가의 전 분야를 근대화하려 했다.79) 결과적으로 그
의 서구식 근대화 정책은 민중의 삶과 생활문화를 크게 변화시켰고 후진국이었
던 러시아를 유럽의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표트르 대제를 이은 예카
테리나 여제 역시 서구화 정책을 계승하면서 유럽의 고전주의, 계몽주의 사상,
문화예술이 도입되었고 러시아의 유럽화는 가속화되었다.80) 그러나 표트르 대
제의 정책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 종교, 전통을 지키며 고유성을
지키려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반발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러시아는 자신
들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해왔다.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러시아 침공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
었다. 전쟁은 예상과 달리 6개월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결말을 맺는다. 당시 유
럽의 변방국이자 후진국인 러시아가 최강국 프랑스 군대를 격퇴한 것은 국제질
서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내부적으로도 승리에 대한 러시아인의 자부심은 유
럽에 대한 열등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단결된
방어능력에 놀라워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지금도 모스크바 크렘린궁 입구
에는 당시 나폴레옹 군대로부터 빼앗은 대포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대포들은
러시아가 그토록 선망했던 문화, 군사 선진국 프랑스에 맞서 승리한 상징물이
기도 하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유럽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에서 벗어나 러시
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79) Russian Presidential Library(1672), “Родился первый росси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Пётр I Великий”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0).
80) “ПЁТР I ВЕЛИКИЙ”(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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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승리로 분출된 자심감과 민족애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희생적으로
싸운 민중들에 대한 관심과 찬사가 고조되었다. 유럽식 생활문화를 모방하던
사회분위기는 일순간 전쟁영웅으로 부상한 서민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하는
풍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전통문화를 재평가하면서 일부 러시아인들은 유입된
유럽풍의 풍습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표트르
대제의 일방적인 서구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한편 나폴레옹 군대를 추격하며 프랑스까지 진격하였던 러시아 젊은 장교들
은 조국 러시아에 비해 월등하게 발전된 유럽 사회를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81) 농노해방과 계몽주의로 유럽인들의 인권과 자유는 크게 개선되어 있
었다. 하지만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농노제하에서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
에 놓여 있었다. 당시 대다수 러시아 민중들이 농노이자 글을 못 읽는 문맹이었
던 현실도 지식인들의 책임과 자성을 불러일으켰다. 비참한 러시아 민중들의
현실에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을 갖게 된 젊은 장교와 지식인들은 현실을 바꾸
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1825년에 일어난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유럽 계몽
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일부 양심적인 청년 장교들이 주도한 반란이었다. 그
들은 러시아의 전제정치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사회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니콜라이 1세는 자유주의 개혁을 거부하고 오히려 절대권력을 더
욱 강화하였다. 변화를 거부한 러시아 전제왕조는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제정러시아 왕조가 당시 사회적 변화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면 러시아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당시 제정러시아 왕조의 현실 인식은 사회적 변화 요구
를 능동적으로 수용했던 영국왕실과 대비된다.
계몽주의가 유입되면서 많은 러시아 지식인들은 농노해방운동, 브나로드 운
동 등에 참여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을 개선하는데 헌신하게 된다.82) 이처럼 분
81) 황인희(2019. 8. 15), ｢12월,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를 생각하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5).

66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출하는 개혁 움직임은 러시아를 급격한 혁명의 소용돌이로 들어서게 했다.
1836년 차다예프가 발표한 뺷철학서한뺸83)은 러시아 정체성을 둘러싼 철학
적 논쟁의 시작이었다. 이후 정체성 논쟁은 전통을 중시하는 유라시아주의와
서유럽문명을 선망하는 서구주의로 양분된다. 차다예프는 동ㆍ서양 어느 쪽도
아닌 소외된 러시아의 현실과 모호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 비판한다.84)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국 러시아를 너무 비관적으로 모욕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85)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훗날 유라시아주의자들로 이어진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정책 이전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
과 문화가 바로 러시아 정체성의 뿌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유럽의 합리주
의를 악의 근원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유라시아주자들은 후진적인 러시아를 유
럽식으로 근대화하려 했던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정책을 반전통적인 것으로 규
정했다.
반면 서구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유럽문명을 이식해서 근대화를 이루어 유럽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구의 과학, 이성, 진보사상을 도
입해서 러시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무지한 민중들을 계몽하고 농노제를 폐지
하고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정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소결
서구주의가 유럽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면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적 세계관
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반된 두 개의 세계관은 제정러시아 황실을 상징했던 머

82) Владислав Гроссул(2006),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 России по крестьянскому вопро
су накануне реформы 1861 г”(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83) Петр Яковлевич(2006), “Чаадаев Философические письма (сборни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3).
84) 서광진(2015), pp. 291~312.
85) 애셔, 번역: 김하은, 신상돈(2012), pp. 15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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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두 개인 독수리가 동ㆍ서양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
다.86) 그렇다고 동쪽을 바라본 유라시아주의가 동양문명을 존중하고 인정했다
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은 아시아문명을 후진적으로 인식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바라보았을 뿐 본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 동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동쪽에 있는 러시아를 의미한다. 러시아인들은 몽골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사상, 문화, 정치, 사회적으로 유럽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시아를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문명으로 인식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의식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선민의
식에 영향을 준 도스토옙스키는 아시아를 정복 대상으로 보면서 우월한 러시아
가 아시아를 지배하길 원했다. 반면 톨스토이는 이와 반대로 아시아문명을 높
게 평가했다.
당시 양심적인 러시아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을 의미하는 인텔리겐치아들은
비록 유라시아주의, 서구주의로 양분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조국의 운명과 미래
를 걱정하고 민중들의 열악한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끝없는 탐색과 논쟁을
벌였다. 즉 방법은 달랐지만 애국심과 민중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공
유하고 있었다.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의 조국과 민중들을 위한 양심적 활동은
지식인들의 소명과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나. 독자적인 유라시아 문명 건설
그렇다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연방은 서구주의와 유
라시아주의 중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
이 존재한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역사가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소
련체제가 구시대적 유물인 전제정치체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주의
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소련 대외정책이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서유럽
86) 한정숙(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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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에 대한 공포심과 열등감에 기초했다고 주장했다. 냉전시대를 만든 것도
소련에서 전제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들려는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의 반동적
행동이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넌은 서구문명의 대표주자
인 미국의 대외정책 목적이 야만적인 슬라브 전체주의 국가인 소련의 확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7) 이와 반대로 푸틴 시대 신유라시아주의를 제
창한 두긴은 유럽에서 발생한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혁명을 성
공시킨 소련을 서구주의를 계승한 국가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서유
럽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케넌과 두긴은 소련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상반된 두 사람의 견해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
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공존, 경쟁해왔다.
1920년대 ‘전통적 유라시아주의’는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유럽으로 망명한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 아시아 어
느 쪽도 아닌 독자적인 유라시아 문명 공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적인 예로 트루베츠코이는 동ㆍ서 융합을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국
가들이 통합하여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푸틴 역시 유라시아 공간에서 더 폭넓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
혀왔다. 동슬라브 민족의 경계를 넘어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 등으로 세력
을 확장하려는 푸틴의 입장에서 전통적 유라시아주의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현재 구소련권 국가들을 다시 경제적으로 묶어내려는 목적에서 창설된 유라시
아경제연합(EAEU)도 유라시아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원래 ‘유라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인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부르는 용어이다.88) 나머지 하나는 1920년대
트루베츠코이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학파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87) 안두환(2020), pp. 287~312.
88) 신범식(1998), pp. 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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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다. 이들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러시아라는 중간자적 공간을 유라시아
라고 규정했다. 즉 유라시아 공간은 제정 러시아와 구소련의 영토범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중앙아시아, 코
카서스 지역을 아우르는 의미이다.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공간에 사는
다민족들은 언어와 문화권에 상관없이 유라시아 형제애가 강하게 형성된 역사,
운명, 경제, 지리적 통일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유라시아 민족들의 거대한 운명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라시아
주의는 소련 시기 사회주의 이념에 밀려 잠시 잊혀졌으나 고르바초프 시기 재
등장하였고, 이후 소련붕괴와 체제이행 등 혼란을 겪으면서 현대 러시아의 국
가이념으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전통적 유라시아주의를 기반으로 진화한 알렉산더 두긴의 신유라시아주
의89)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제도나 개방경제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협요소
로 적대시한다. 옛 소련의 지리적ㆍ정치적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는 푸틴의 대
외정책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두긴은 극우적인 국가주의 형태
인 파시즘을 러시아에서 재건하고자 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그는 서구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면서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보수적 가치를 옹
호한다. 그러나 러시아 대외전략의 교본역할을 하고 있는 신유라시아주의가 국
내정치까지 포괄하는 논리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90) 따라서 앞으
로 신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의 대외전략을 넘어 국내적으로 푸틴체제를 정당
화하는 이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대체적으로 신유라시아
주의는 대외정책에 국한된 이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89) Dugin(2012), pp. 210-226.
90) Ivanov(2019), “The Concept of Neo-Eurasianism as a Pillar of the Russian Security
Doctrin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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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문명,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걸쳐 있는 러시아
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열정적으로 고민해왔다. 러
시아는 문명적으로 앞선 유럽에 대해 선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전통과 문
화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 적대감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유럽에 대한 문명적 열
등감과 변방국가로서의 소외감이 짙게 깔려 있다. 그렇다고 근대문명에서 뒤처
진 아시아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문명적 뿌리를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자신들의 종교, 전통문화, 지리, 이념 등에서 내재된 차별성과
독특성에서 찾고자 했다. 현재에도 러시아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유
럽과 다른 자신들만의 길에 대해 논쟁 중이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러시아의 이러한 방황은 국내외정책의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러시아가 어떤 국가발전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흐름도 지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가.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세력 또는 변화에 대한 러시아인의 반감과 저항심리
내면에는 서구를 거부했던 유라시아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받는 사상까지도 부정했던 유라시아
주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서유럽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
러나 외부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적대감은 비단 유라시아주의 사상 차원을 넘
어 러시아인에 내재된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리아 그린펠드(L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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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feld)91)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희미한 정체성과 존재감을 분명하게 세우
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가상의 적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라시아주의
자들은 서유럽문명을 대척점에 세워놓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고유
한 전통문화를 선명하게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요인은 지리적 조건과 추위, 군수
보급품을 차단했던 러시아 군대의 작전 등이 주효했지만, 민중들의 거센 저항
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60만 프랑스 군대는 파죽지세
로 러시아에 밀고 들어왔지만 정복자를 맞이한 모스크바는 보급물자를 구할 수
없는 텅 빈 도시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수도를 정복당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
르 1세가 항복은커녕 협상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당황할 수밖에 없
었다.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군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후퇴를 결
정한다. 그러나 후퇴하는 프랑스 군대의 더 큰 고난은 곳곳에서 자신들을 공격
하는 적개심 가득한 러시아 민중들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보잘 것 없었지만 외
적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은 후퇴하는 프랑스 군대에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공포
를 가져다주었다.
수없는 전쟁을 치렀던 나폴레옹이지만 이렇게 민관 합동으로 단결하여 침략
군을 자신의 영토에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경험은 생소했을 것이다. 더욱이 정
복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습하는 러시아 민중들의 의병활동이 퇴각
하는 나폴레옹 군대에게는 지옥과 같은 공포였을 것이다. 침략자인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 민중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정복자 나폴레옹에게 러시아 원정은 최고의 악
몽이자 몰락의 길이 되고 말았다.
19세기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들 역시 서구의 합리주의와 문화를 악의 근원
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했다. 그들은 서유럽에 대한 반감을 기초로 자신들의 고
유한 정체성을 세우려 하였다. 서구주의자들에게 유럽문명은 배움의 대상이었
91) 김상현(2016), p. 272; Greenfeld(1992),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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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는 거부와 적대의 대상이었다. 서유럽문명의 객관
적 우월성 따위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독자성
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타자를 비난하는 심리작용처럼 러시아는 서유럽문
명에 대한 거부감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의 변방국가로서 열등감을 가진 러시아가 서유럽에 동화되거나 흡
수되지 않고 생존하려는 의지이기도 했다.
다닐렙스키는 서구의 계몽적 정치사상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러시아 고
유의 정치문화인 절대주의 통치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교적 구원
이라는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절대주의 정치체제의 옳고
그름보다는 서구와의 차별화된 러시아적 전통과 메시아니즘의 발전이 더욱 중
요했던 것이다. 그에게서 서구와 다른 자신들의 전통적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
다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강박관념이 묻어난다.
베르댜예프 역시 서구 자유주의에 대해 아름다운 단어에서 비롯되었지만 소
수 귀족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
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혁명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92) 서
구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유
럽의 정치사상에 대해 배타적인 유라시아주의자들의 태도가 엿보인다.
베르댜예프는 유럽에서 유입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러시아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93) 그는 진리탐구 방
식을 유럽식의 사회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정교신앙의 영성에서 찾았다.
서구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은 소련 시기를 거쳐 현대 러시아의 신유라시아
주의로 계승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은 냉전 시기 소련의 특성을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소련 권력층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
면 소련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92) Бердяев(1923), op. cit., p. 119.
93) Бердяев(1923), op. cit., p. 301; 김상현(201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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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언제나 서구와 대적하려 한다. 때문에 만약 소련이 자본주의에 우호적
인 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대감을 숨긴 전술적 책략에 지나지 않는
다고 단언했다.94) 초강대국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 역시 힘겨
운 체제경쟁 속에서 서방에 대한 본질적인 적대감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소
련은 무기와 기초과학, 우주, 금속기술, 사회복지 등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방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 체제를 수호하는 길은 서구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이
고 타협할 수 없는 적대감을 조성하여 인민들의 단결과 동원을 이끌어내는 것
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당대 최강이었던 히틀러 군대의 침략에 맞서 싸운 소련
의 군대와 인민들도 나폴레옹 전쟁 시기처럼 처절한 저항을 보여주었다. 히틀
러는 소련과 맺은 독ㆍ소 불가침조약을 무시하고 1941년 6월 22일 180만 대
군을 투입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신속한 승리를 장담했던 히틀러의
예상과는 달리 소련군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치면서 독일군은 궁지에 몰리게 된
다. 1945년 4월 소련군의 베를린 진격과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독
소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95)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가 소
련이 1,060만 명, 독일이 460만 명이란 수치는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소련군과 인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자 했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모두 러시아와의 전쟁에
서 좌절하고 몰락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유럽의 정복자
들에게 지리적으로나 저항적 기질 측면에서 러시아는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의 후진국으로 군사력과 국력에서 서유럽에 비해 열쇠였음
에도 불구하고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러시아
인들의 본질적인 적대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전쟁의 승리로 신에게
94) 케넌(1985), 번역: 유강은(2013), p. 261.
95)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0).

74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유럽과 세계를 구원할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
들의 메시아니즘도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소결
현대 러시아에 이르러서도 서방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옐
친 시기 잠시 친서방정책을 전개했지만 푸틴이 집권하자 다시 서방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91년 소련붕괴 이후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러시아는 극도의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소
련이 15개 독립국가로 분리되고 러시아공화국 내부에서도 체첸 등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렇듯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민족국가인 러
시아의 국내 통합을 위한 국가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더욱이 옐
친 시기 친서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전통적 유라시아주의가 부상하였
다. 푸틴 집권 이후에는 전통 유라시아주의에 지정학적 전략이 가미된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가 등장하면서 흔들리는 국가 정체성 정립에 영향을 주었다. 두
긴은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소련 시기 영토는 물론 동유럽, 극동, 신
장, 티베트 등의 공간을 통합하는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유라시아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 서
구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도전하여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때문에 신유라시아주의는 푸틴의 강한 러시아를 향한 대외정책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지지와 애국심을 끌어내는 유용한 도구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타자에 대한 적대감은 러시아 역사를 관통해서 나타나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인들의 전통에
대한 강한 집착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나타난
다. 미국의 정치학자 알렉시드 토크빌은 변화의 시작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르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로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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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변화가 위로부터 강요되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러시
아 인민들은 경험적으로 고통과 혼란을 주었던 변화에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이
다.96)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 변화는 대부분 위로부터 시작되었고 민중들은
수동적이었다. 더욱이 외부의 침략이나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은 강
하게 저항해왔다.
오랜 시간을 통해 러시아인 내면에 자리 잡은 가상의 적에 대한 적대감은 현
대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푸틴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서구와의 지
정학적 경쟁을 전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러
시아 대중들은 서방에 대항하는 푸틴의 모습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 있다. 외부의 적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러시아인의 특성을 푸틴이 잘 활
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타자에 대한 강한 부정을 통해 자신의 독자성
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적 특성은 하나의 생존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반서방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
다. 반서방정책은 정교신앙을 전통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서유럽
을 이교도로 바라보았던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
지 방향성 중에 유라시아주의는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
다. 서구주의는 러시아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의 근대성을 배우는 것에서 찾았
다. 반면 유라시아주의는 유럽과는 다른 러시아의 전통과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
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유라시아주의는 서구 열강들과
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서방, 팽창주의, 제국주의 경향으로 발전했다.
반서방 정서는 러시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정권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7) 국제사회에서 반서구적 수사와 적대감은 보통의
96) Richmond(2003a),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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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권위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정권 또는 통치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왜
냐하면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문제는 독재자들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반서구정책을 폈던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수상,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 로버
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 등은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구축한
장기 집권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자국의 고유한 전통문화적 가
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거나 또는 국내정치의 안정과 국가발전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했다. 또한 이들 정권은 서구문화를 동성애적인 난잡하
고 타락한 문화로 비난하며 거부하도록 자국민들에게 주입시킨다. 뿐만 아니라
서구세계에 뒤처진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서구의 착취와 불평등한 국제질서가
국가간 빈부격차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반서방 연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큰
맥락에서 푸틴의 반서방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반서방정책은 오랜 시기 형성된 국민정체
성과 유럽에 대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서방 정서의 밑바탕에는
유럽을 이교도로 보는 동방정교와 유라시아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역사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유럽 등 외부 이교도의 침략이나 영향을 전통문화의 모체인 정교
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정교를 받아들인 러시아
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서로마 기독교 문명권 국가들의 침략을 국가 안보적 차원
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외부의 침입을 이교도와의 종교전쟁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러시아 역사 곳곳
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저명한 정교회 성인인 알렉산드르 넵스키
(Alesandr Nevsky)는 당시 유럽 가톨릭 국가였던 독일과 스웨덴의 침략으로
부터 러시아 정체성을 수호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매년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하는 11월 4일 역시 1612년 모스크바를 침략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격
97) Snegovaya(2014), “Anti-Western Sentiment as the Basis for Russian Unity”(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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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 날이다. 이처럼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을 이교도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
서는 국가안보위협 또는 국민적 단결이나 동원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분출
되거나 조장되었다.98)
19세기 러시아 정체성을 둘러싼 서구주의자들과 유라시아주의자들의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러시아 문명이 유럽과는 다른 독자적인 고
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한 유라시아주의 입장도 정교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유라시아주의자였던 니콜라이 다닐렙스키(Nikolay Danilevsky)99)
는 러시아 국민정체성이 유럽에 대항하기 위한 문명적ㆍ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 군사적 침략이나 문명적 영향력으로부터 흡
수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목적에서 러시아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러시아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유라시아주의 담론 형성
과 푸틴시대 러시아의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러
시아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동유럽에 퍼
져 있는 슬라브 민족이 단결하여 서구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문
명의 기원과 발전의 중심무대가 유럽과는 전혀 다른 지리적 공간인 유라시아 다
민족, 다문화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서유럽과는 다른 고유한 문명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정신을 문화와 정체성의 근원으로 본 그는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민족에 이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러시아가 고유의 전통문화와 결별하고 서
유럽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서구주의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각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 전통
문화의 가치를 옹호했다. 그는 범유라시아주의자에 속했지만 전통 유라시아주
의자들이 주장한 메시아니즘까지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98) Maria Snegovaya(2014).
99) 러시아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유라시아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러시아의 사상가들의 계보를 살
펴보면 니콜라이 베르다예프, 블라디미르 솔로비에프, 니콜라이 다닐렙스키, 레프 구밀레프, 알렉산더
듀긴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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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류, 공존하면서 문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100)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한 다닐렙스키의 사상은 지난 100년
동안 러시아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101) 그의 영향
아래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담론과 이론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20세기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서유럽의 영향력에 잠
식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고유한 국가 정체성 수호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의 침공은 러시아인들에게
외부의 침략에 대한 태생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1991년 냉전
해체 이후에도 EU, 나토는 동진정책을 통해 러시아를 경제, 안보적으로 압박
하였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 확산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는 의구심은 러시아의 집권세
력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구에 대한 이와 같은 적대감은 보수적 지식인들
로 하여금 다닐렙스키의 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 유럽과는 다른 러시아의 독자
적인 길을 옹호하는 유라시아주의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문화의 고유성을 주장했던 그의 사상은 서구적 가치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던 1990년대 체제전환 시기 러시아적 가치의 부활을 주장한 솔제니친
과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이후 그의 사상은 러시아가 독자적인
유라시아 문명권을 만들어 제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국과 서방에 대항
해야 한다는 푸틴주의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관계가 고조될수록 다닐렙스키의 구성주의적, 지정학
적 사상은 푸틴의 반서방 외교정책과 국민통합의 이념적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
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러시아 압박정책이 푸틴 정부 내
부의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적 담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

100) Rahim(2020), “Nikolay Danilevsky and the Eurasian Ide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
101) Tsygankov(2017), “In the Shadow of Nikolai Danilevsky: Universalism, Particularism,
and Russian Geopolitical Theor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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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다닐렙스키에 영향을
받은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
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방세력이 러시아를 멸시, 비하, 업신여
기며 봉쇄, 포위하고 국내정치 불안을 조장하여 무릎을 꿇게 만드는 정책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 푸틴의 이와 같은 언명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인 NATO가
군사기지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는 등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
이 대러 봉쇄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불신과 경계심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푸틴은 2004년 9 월 러시아 남부 베슬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배후로
서방을 지목했다. 그는 서방이 주요 핵 강국인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테러리
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에 행한 연
설에서도 미국과 나토가 협력의 손을 내민 러시아의 관대한 제의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102) 푸틴은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을 성공적으로 파괴한 서
방이 이제 러시아를 해체하려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103) 이러한 푸틴의 언급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서방에 대해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부가 신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브레진스키 등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표용하지 못하고 압박하는 정책이 실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옐
친 집권 시기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푸틴 집권 이후 반서방정책으로
돌아선 이유가 미국의 대러 압박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동슬라브족 국가들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을 재통합하기 위해 푸
틴 정부는 공통분모인 정교, 러시아어, 서구와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102) 러시아 대통령 담화문(2018. 3. 1),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1).
103) 러시아 대통령 담화문(2004. 10. 4),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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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통분모인 정교회와 러시아어의 역할을 강화해 국경을 초월해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슬라브 민족을 통합하여 서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러시아 세계
(Russian World)를 만들려는 구상이다.104) 이러한 동슬라브민족주의 부활의
주요 표적은 러시아에서 이탈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재통합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속한 동슬라브족의 정체성은 유럽
과는 다른 공동의 문명적ㆍ민족적 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크라
이나와 벨라루스는 유럽이 될 수 없는 러시아 문명권이라는 주장이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저지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국제법 위
반으로 규정한 미국, EU, OECD 회원국이 채택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역시 러
시아 봉쇄정책이라고 푸틴 정부는 비난하고 있다. Levada 여론조사는 러시아
국민의 66%가 서구의 제재가 자국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푸틴은 NATO의 확장이 서방이 내세우는 동맹의 현대화나 유럽의 안
보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상호 신뢰 수준을 낮추는 심각한 도발
이라고 주장한다. NATO의 확장은 푸틴이 2014년 크림반도 병합105)을 정당
화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러시아는 서방 지도자들이
냉전 해체 시기 소련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한다. 소련이 독일통일과 통일
된 독일의 NATO 가입에 동의하면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미국
과 서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장처럼 미국
과 서방이 이러한 약속을 했다는 기록문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존
재한다.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옐친의 친서방정책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
104) Regnum(2013. 7. 23), “В основе русской нации и 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государс
тва лежат единые духовные ценност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0).
105)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12.2013 N 398-ФЗ,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
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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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자유롭고 하나 된 유럽 건설을 바탕으
로 캐나다, 미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럽대서양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겠
다는 장밋빛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 대서양 지향성에 당황한 러시
아 민족주의자, 범유라시아주의자, 유라시아주의자, 신제국주의자, 수정주의자,
실지회복주의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모두 반자유민주주의, 반서구를 기치로
연대하며 러시아의 강대국 복귀를 주장했다. 이러한 과거 회귀적 흐름의 배경에
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군사, 안보, 정보기관의 전 현직 관료집단으로 구성된
실로비키와 군산복합체 관리자, 공산당원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러시아 애국세력은 친서방정책을 펼치던 옐친 시대 초기부터 대외정책 방향
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대표적인 정치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부,
내무부, 군산복합체에 속한 100만 명 이상의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NATO
가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자신들의 국내적 입
지와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서방정책으로 회귀하기를 원
했다. 이렇듯 소련이 무너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이 나
토를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간극은 벌어지고 있었
다.106) 즉 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쟁, 법치주의, 시민사회 발전이라는 서구의
가치와 러시아 권위주의 사이의 편차가 증가할수록 양자관계의 갈등도 증폭되
어갔다.
구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도 이러한 국내정치 상황을 반영했
다. 러시아의 배타적 이익이 걸린 구소련권 국가들의 상황은 러시아 국내정치
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 확산은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2000년대 조지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색깔혁명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들

106) Институт Европы РАН,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Европ
ейским Союзом на средне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2000–2010 годы)”(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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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자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은 큰 위협을 느꼈다. 구소련 지역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도전받고 있다고 인식한 러시아 집권층은 색깔혁명을 서방이 배후
에서 선동한 조직된 쿠데타라고 선전하였다. 서방정부, 특히 미국과 영국 정보
기관과 NGO들이 구소련 지역 권위주의 정권 전복을 계획, 실행했다는 것이
다. 부패하고 퇴행적이며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던 조지아, 우크라이나 정치상황을 러시아는 철저히 부정하
면서 서방의 음모로 몰아갔다.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민주정부와 러시아 집권세력과의 갈등은 민주
주의체제와 권위주의체제의 가치, 이념대립의 성격으로 조장되었다. 비판가들
은 푸틴의 권위주의체제 성격을 개인숭배, 권력의 수직성,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이 해체된 대통령에 권력 집중, 경제부분의 정부통제 강화, 천연자원의존
경제, 부패 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푸틴의 권위주의체제는 주류경제학의 입
장에서도 국가 내부의 혁신을 가로막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
인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직된 푸틴체제는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 걸
림돌이라는 지적한다.
러시아는 한때 이러한 체제의 한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메드
베데프 전 대통령은 그의 재임기간에 경제 현대화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발전
의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107) 그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2010년 6월 1일 메드베데프는 현대화를
위한 EU-러시아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성명서는 EU와 러
시아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을 하는 ‘파트너
십’을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는 러시아가 투자유치를 위해 다시 서구
적 가치에 동조하는 친서방정책으로 선회를 의미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미
국, 유럽 국가들도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
107) 러시아 대통령 담화문(2011), ｢Съезд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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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동안 보여온 서방에 대한 경계심에서 탈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렇듯
메드베데프는 EU, NATO,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라브 로프 외무장관은 경제현대화 정책이 주변국에 러시아를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창안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가 우선적 협력파
트너인 구소련권 국가들의 특권적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
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들에게 러시아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더 매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제혁신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외정책의 강조점
이 지금까지 러시아의 특권적 이익 우선에서 상대국 이익을 배려하는 주변국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이러한 자세 변화
는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협력 대상국가로서 미국, 유럽, 중국이 부상하고 있
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되었다. 즉 현대화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
지 않고서는 기술, 자본, 시장, 금융에서 구소련권 국가들의 주요 경제협력 파
트너로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는 구소련 영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친서방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
다. 2011~12년 푸틴이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집권세력과 보수적 기득권층
의 이익을 대변하기 유리한 유라시아주의로 회귀되고 말았다. 메드베데프가 대
통령에 재출마하여 현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부 자유주의적
인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재등장을 정치적 음모로 받아들이며 저항하는 움직
임을 보였다. 당시 푸틴의 지지율은 몇 달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푸틴
은 도둑이다’, ‘푸틴 없는 러시아’를 외치며 푸틴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대
의 주축이 중산층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108) 푸틴의 반서방정책,
권위주의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 친서방,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108) 레바다 센터가 2011년 10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의 인기도는 전년의 77%에서 61%
로 급격히 하락했다. Maria Snegovay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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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러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구주의와 유
라시아주의가 시대에 따라 부침하면서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조지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색깔혁명과 2011부터 2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반푸틴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서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서방음모설은 집권층의 정권안보를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집권세력이 반푸틴시위를 보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메드
베데프의 사회, 경제적 현대화 정책과 정치체제의 결함을 인정한 개혁정책이
푸틴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푸틴의 재등장 이
후 러시아의 국내외정책은 권위주의, 애국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다원주의,
반서구주의 정책강화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서구문명을 퇴폐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규정한 푸틴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시위대를 서방 정보기
관의 공작과 연결지으며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러시아
내 활동을 정권안보를 내세우며 금지시켰다. 또한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기 폭
군들에 대한 미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소련 시기 2,000만 명에 가까운 숙
청과 살인을 저지른 스탈린을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한 정치 지도자로 재평가
했다. 또한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비밀정보기관과 군대조직을 국
가안보와 세계적 강대국 지위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홍보하
였다. 이들 권력기구 출신들이 현재 러시아의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
다. 이렇듯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은 철권통치자들에
대한 역사적 미화나 권력기구 홍보작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러한 방식으로 국내정치적 기반을 다진 푸틴은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정책을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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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적 경향성은 정교신앙과 유라
시아주의의 영향이 깊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외부 이교도의 침입을 자신
들의 전통문화요 관습종교로 뿌리내린 정교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계열의 사상가와 정치인들은 서구의 안보적, 문명적 위협에
대항하려면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푸틴 정부
역시 정교회, 국가주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부활시켜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서구에 대항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추진
해왔다.
역사적으로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를 비롯한 외부세력의 침략은 러시
아인들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EU, 나토의
대러 경제, 안보 압박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의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대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집권층은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 확산을 통해 러시아와 구소련권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을 교체하
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푸틴의 반서방, 제국주의적 담론들은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푸틴은 대담하게 자신의 반서방, 제국주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확
산하려 하고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 등 권위주
의 국가들과의 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새로운 이념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푸틴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서
구적, 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계층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의 사회, 경제적 현대화 정책을 지지했던 러시아 중산층들은 최근 들어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 구속을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현대 러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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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주의 계보인 푸틴주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주의도 동시에 존재
하고 있다. 즉 러시아 역사에서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는 시대와 집권자에
따라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공존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러시아 정체성과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주의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9세기 건국한 키예프 러시아시대 동방정교와 함께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중앙집권체제와 권위주의적 전제정치가 함께 유입되었
다. 이러한 러시아 국가주의는 오랜 역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주입되
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에서 국가주의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고
집권세력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체제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왕권에 기반한 전
제적, 권위주적 정치문화를 갖게 되었다. 서유럽이 근대 이후 다원주의, 개인주
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발전시켜온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러시아가 이
러한 정치문화를 갖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 설명한 비잔틴 제국의 영향뿐만 아
니라 몽골지배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유럽은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를 비롯한 근대정치사상을 발전시켜왔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치
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점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한 유럽 국가
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영토에 사는 다양한 민족을 규합하여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적 통치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 많은 외부
침략과 국내정치의 혼란을 겪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
한 국가와 지도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6세기 러시아 왕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까지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러시아 왕조의 이러한 문화통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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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역사정비정책은 국민의 소속감을 높여 단일한 정체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
었다.109) 드미트리 리하초프는 당시 왕조에 의한 출판물 간행은 전체 러시아
문화의 통합과 표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출판물 간행사업은
왕조의 문화통제정책이었으며 16세기 이반 뇌제 시기에는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1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에서 황제의 절대권력은 강력해졌
고 국가권력이 규제하는 획일화된 문화가 권장되었다. 당시 러시아 정치체제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신정일치에 가까웠다. 반란과 민중봉기를
억압하기 위해 황제직속의 근위대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구했던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절대권력을 구축했다. 반면 당
시 유럽은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저술, 출판, 창작활동이 비교적 자유
로웠다.
19세기에도 전제주의 통치는 지식인들의 옹호 속에 공고해져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역사철학자 다닐렙스키는 절대주의 정치 문화를 전통
문화로 옹호하면서 거기에 종교적 소명의식을 결부했다.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여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완수하려면 전제적 통치
구조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절대권력 강화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교 역시 이를 적극 옹호하였는데, 콘스탄틴 레온티예프
(Konstantin Leontief)111)는 러시아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
의 문명적 기원인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 사회질서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서로마제국을 계승한 유럽과는 달리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승계한 러시아는 문명적으로 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
았다. 고대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연계된 사회로 철저한 신분제
109) 고대 시기 지역에 따라 산재해 있던 러시아 정치, 생활문화, 법률, 역사가 집권세력의 출판 간행물을
통해 통합ㆍ규범화되었다. 고대 왕조가문의 계보와 의례준칙, 법전, 신정일치의 엄격한 가정의례규
범집 등이 발간되면서 러시아는 국가로서의 규범과 문화적 통일성을 만들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은
2장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참고.
110) 리하초프(1987), pp. 82-83, 번역: 김희숙, 변현태(2017), p. 289.
111) Б. А. ГРИФЦОВ(1995), “Судьба К. Н. Леонтьев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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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였다. 그는 이러한 엄격한 신분제에 기반한 동로마제국의 정치, 사회질서
를 찬란한 비잔틴 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즉 여러 신분계층의 서로 다
른 역할이 비잔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서유럽의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 문
명에 큰 영향을 준 비잔틴 제국의 수직적인 신분제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전통문화로 옹호하는 것이다. 레온티예프는 서유럽 사상이나 정치체제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 민중에 대한 애정과 농노해방을 통
해 수평적 형제애를 강조했던 고전적인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주장마저 서유럽
사상에 물든 비전통적인 사상으로 비판했을 정도였다.
권위적이고 전제적인 통치문화는 인민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소련 시기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조지 케넌은 소련의 정치체제에서 진리의 유일한 원천은
언제나 옳은 당 지도부이고 인민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일방적 권력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리 역시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소련 지도자들의 필
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리를 규정할 유일한 권한을
가진 권력상층부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소련 정치시스템에서 민중들
의 의사가 수렴될 여지는 적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의 공포와 강압 속에서 살아
가는 소련 민중들은 전제적 통치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
상했다. 권위적인 통치구조를 가진 소련의 확장을 세계평화의 큰 위협으로 생
각했던 조지 케넌은 미국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소련의 확장을 완벽하게 차
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련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나타나는 지점마다
미국이 반격을 통해 봉쇄해야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12) 그가 주장했던 소련 봉쇄정책은 다름 아닌 절대권력
에 의한 억압적이고 비민주적 정치체제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
나 그는 군사력을 통한 소련봉쇄보다는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강조했다.
조지 케넌은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사회경제적 연속성으로 인해 전제적 정
112) 케넌(1985), 번역: 유강은(2013),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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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스템이 계승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
련에서는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소
련해체 가능성을 예견했다. 외부의 영향으로 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 스스로의 변화만이 의미가 있다고 통찰했다.113) 1950
년대에 이루어진 그의 이러한 예견은 1991년 소련붕괴로 현실이 되었다.
소련의 전제적 통치체제는 16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인민들이 다양한 학문과
예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약했다. 획일화된 교육과 학문정책이 인민들의 정신세
계마저 공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대학시절 당에서 강요한 이념서적과 공산당사 외에 학문적 열정을 충족시킬 다
양한 철학, 문학, 예술을 접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젊은 시절 여러 철학과 사
상을 읽으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114) 모스
크바대학을 다니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고르바초프가 이럴진대 일반 인민들에
대한 사상과 문화통제는 더욱 심했을 것이다. 대다수 인민들은 획일화된 강압
적 통치체제 아래서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통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는 이야기이다.
소련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주
의 이데올로기를 고양했다. 예를 들어 소련은 미국과의 우주경쟁과 북극으로
팽창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를 전 인민의 희망으로 절대화하면서 사회적 동원과
국가적 단결을 도모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소련 시기 기술발전의 결과물이었던
우주론(Cosmism)과 북극주의 (Arctism)는 인민들의 자부심을 증대하는 공산
당 일당독재의 성과로 찬양되었다.115) 이런 정치선전에는 러시아 정교신앙과
현대 과학기술을 절묘하게 접목시키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동방정교
의 종교적 관점에서 신의 공간으로 여겼던 우주로 인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소

113) 위의 책, p. 318.
114) 고르바초프, 번역: 이기동(2013), p. 306.
115) Laruelle(2019), op. cit., p. 48.

90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련 과학기술의 업적을 연관시킨 것이다. 즉 우주를 향한 소련 과학기술의 도전
을 인민들의 유토피아적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의 성과물로 선전했던 것
이다. 이렇듯 러시아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동방정교마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소련은 사회주의 과학기술과 정교를 절묘하게 결합해서 소련체제의 우
월성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했다. 소련 당국이 만들어낸 이러한 유토피아적
꿈은 세계 최고의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여 소련체제의
정당성과 인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소련의 정치체제와 문화는 현대 푸틴의 러시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
기에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대
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반대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공포정치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도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는 국가주
의를 앞세운다. 국가주의는 국가권력이 정치는 물론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의는 최소한의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국가에
서부터 국민의 사상과 개인적 인터넷 활용까지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푸틴이 추구하는 국가주의는 후자에 가깝다. 푸틴은 개인
SNS, 인터넷 사용을 정부가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령에 서명했다. 그는
시위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있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KGB의 후신인 정보국, 보안국의 권한과 비밀스
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푸틴은 러시아의 정체성, 문화, 도덕, 기강을 세우기 위한 입법을 위시해 정
치, 경제,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국가의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116)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러시아 정부는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소
유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즉 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국가가 지분 참여를 통해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형태가 국가자본주
의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이러한 국가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들이다.
116) Ibid,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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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 집권 엘리트들도 집권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
해 국가 정체성과 국가주의 논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푸틴은 국민통합을 바탕
으로 강한 러시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통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두긴117)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적대감을 노골적
으로 표현한다. 반면 몽골 칭기즈칸의 중앙집권제나 아시아식 전제주의체제를
옹호한다. 그는 러시아가 서구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
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결
역사의 전개과정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중앙집권
적,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처럼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오랜 기간 몽골의 지배를 거
치면서 아시아의 전제정치 영향도 받았다. 또한 러시아 엘리트들은 지리, 인구
학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영토에 사는 다양한 다민
족을 규합하여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적 통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러시아인
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이
러한 정치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집권세력의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대중 동원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현재 푸틴이 강력한 지도자로서 권위주의적 통치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치문화의 소산이다. 옐친 시기처럼 러시아
에서 짧게나마 서구민주주의를 시행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만큼 러시아에서 서구민주주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
117) Świder(2019), pp.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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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전통에 적합한 통치구
조는 국가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체제라는 뿌리 깊은 인식도 영향을 주고 있다.

6. 결론
동방정교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전
통문화와 관습적 종교로서 뿌리내렸다. 정교는 정치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
었는데, 국내적으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형성은 물론 반서방, 제
국주의적 대외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순종적인 정교신앙은 러시아인들
이 국가권력과 지배자들에게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을 정교신앙의 메시아
니즘과 연계하면서 정당화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세계를 구원할 책무를 신에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은 사회주의 확산이나 제국주의 정책을 신
의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렇듯 정치와 종교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공생관계이다. 러시아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체제옹호 이념은 상당 부
분 정치와 정교신앙의 협력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 러시아에서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는 공존과 반목을 거듭해
왔다. 러시아는 유럽문명을 동경하고 모방하면서도 동시에 적대감을 갖는 이중
적 태도를 보여왔다. 러시아와 유럽은 고대로부터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고 상호작용을 해왔다. 고대 러시아는 비잔틴의 동방정교를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문명을 접했다. 이후 서구화 정책, 계몽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러시
아 정치와 사회를 격동시킨 거의 모든 문명적 자산은 유럽에서 들어온 것들이
다. 이처럼 서유럽문명의 양분이 없었다면 러시아 문화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적대감을 갖는 러시아 정치의 내면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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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명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럽을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지정학적 공간을 보존하면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강박관념이 러
시아 지배계층에 존재한다. 특히 유라시아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은 유럽을 안보
적ㆍ문화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러시아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나 자유사상 유입은 자신들의 체
제와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후진적인 농노제를 유지하며 이익을 독식했던
귀족과 영주들에게 유럽의 계몽주의 물결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정
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데카브리스트 봉기, 브나로드 운동, 10월
혁명 등은 바로 제정 러시아 기득권층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들이다. 또
한 철권통치를 했던 소련 역시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증오했다. 소련 지
도자들이 서구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이유 역시 자신들이
구축한 전체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소프트파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구가 만
들어놓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향유하면서도 반서방정책과 권위주의체
제를 강화하는 푸틴 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지배계층인 일부 지식인들은 서구에서 들여온 사상이나 제도를
자신들의 통치에 맞게 변용해왔다. 서구의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보다는 자
신들의 전통과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해왔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강력한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했던 소
련의 이율배반적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옐친시대 서구 자본주의, 민
주주의를 받아들여 체제전환을 했지만, 푸틴집권 이후 국가자본주의와 권위주
의로 변용한 것도 러시아 정치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에 대한 태도는 외부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고유한 독자성을 추
구하려는 러시아적 성향과 맞물려 있다. 이는 외부세력의 침략과 문명적 위협
에 자주 노출되어왔던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나폴레옹과 히
틀러 군대에 대항한 민중들의 처절한 투쟁, 서구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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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라시아주의, 유럽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제적 통
치를 옹호했던 다닐렙스키, 사회주의마저 마르크스가 아닌 러시아식으로 변용
하려 했던 베르댜예프와 소련정권 등이 자신들의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을 보여준다. 또한 집권 이후 서방의 정치적 가치에 대항하면서 국가주의와 반
서방,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푸틴 정부의 노선도 외부 영향에
대한 적대감과 독자성 추구, 정권안보 차원의 논리들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
물들이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향 역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어왔
던 역사적ㆍ지정학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끊임없는 외부의 안보적 위협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은 영토를 선제적으로 확장하고 지정학적 요충지들을 선
점하기 위한 팽창정책이었다.
러시아 내에는 자신들의 전통에 적합한 통치구조가 권위주의체제라는 인식
이 뿌리내리고 있다. 소련 시기는 물론 푸틴 시기에도 러시아 권력 엘리트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연대하여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립
각을 세우며 가치경쟁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려 한다.
종합적으로 러시아 정체성 맥락에서 정치 분야를 정리해보면 정교와 정치권
력의 밀월관계, 유럽문명에 대한 동경과 적대감의 공존, 자신들의 고유한 독자
노선과 영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제국주의, 강력
한 중앙집권과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국가주의 지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치의 특성은 오랜 역사를 관통하면서 러시아적인 요소로 국민
들에게 각인되어왔다. 따라서 정체성의 맥락에서 현대 러시아 정치를 보다 깊
고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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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러시아 경제의 특성은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역사적ㆍ사회문화적 경험 속에
서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전환점들은 시기별로 제
정러시아 시기,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 포스트러시아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정러시아 시기에는, 1861년 농노해방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로
대표되는 산업혁명기가 주요 전환점이다. 둘째,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에는,
1917년 10월 혁명과 그 이후 농업집단화와 공업화를 추진한 1930년대의 사
회주의 건설기이며, 전후 핵개발과 우주산업 등의 냉전체제 유지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자원분배의 실패가 가져온 196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적 침체기, 그
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가 전환점이 된다. 셋째, 포
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의 체제 전환기와 이
후 1998년의 모라토리엄, 그리고 2000년 이후 푸틴의 국가자본주의 구축기이
며, 마지막으로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가 대표적인 전환점이다.
제정러시아 시기 첫 번째 변곡점이었던 1861년 농노해방으로 인해 농촌에
묶여 있던 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유로운 임노동자의
출현을 가져왔으므로, 자본주의 태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촉진한 것
은 1891년에 착공하여 1916년에 완공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시베리아 횡
단철도의 건설이었다.
이러한 제정시기의 러시아 경제가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전환점은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었다. 혁명의 결과로 소유관계의 대전환이 일어
나게 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소유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표출된 사회주의 건설기의 농업집단화와 공업화 시
기가 또한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서구사회가 대공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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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등 경제적 침체에 빠졌을 때, 소련이 현저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수립으로 소련은 체제 경쟁에
치중하여 핵무기 개발, 우주산업의 성과 추구로 자원분배에 실패했으며, 이와
더불어 계획경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196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려는 시도로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오히려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귀결되었다.
1991년 이후 소련은 ‘쇼크 요법’이라고 명명될 정도의 급격한 체제전환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혼란을 겪으며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을 시도했다. 이후 1998
년 모라토리엄을 겪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경제적 변곡점이 되었다. 강한 러시
아를 추구하는 새로운 통치자 푸틴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옐친 시기의 올리가
르히 주도 경제를 해체하고 국가주도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크림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이라고 명명될 만큼 서방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서방은 대러 경제제재를 시행했고, 러시아에서는 이에 맞
선 새로운 경제노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곡점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경제 정체성의 핵심요소로 소유관
계, 경제운용의 주체, 경제활동에서의 공동체성, 그리고 대외 경제정책의 특성
을 설정하였다. 이 요소들을 러시아 경제에 적용하여, 소유구조에서의 국가주
의적 특징, 러시아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제엘리트들의 특징, 농촌공동체 경제
형성의 특징, 유라시아 지역주의에 기반한 경제블록으로서의 유라시아 공동체
경제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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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가. 국가주도 경제의 전통과 변용
러시아 경제의 주요한 특징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시장이 경제의
핵심요소인 것과 달리, 국가가 시장원리의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정러
시아 시기, 소비에트 시기,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특
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에서 주요 기반 산
업들의 국가 소유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소유형태였다.
국가 소유의 경제는 자연적으로 경제운용에서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갖게
된다.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현대 러시아에서 주요한 역사적인 경제개
혁은 위로부터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제정러시아 시기
황제에 의해 추진된 농노제 개혁을 들 수 있다. 이 농노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
해 국가가 주도하는 농민토지은행이 설립되었다. 이후 경제 관련 부서의 대신과
총리를 역임한 세르게이 비테와 표트르 스톨리핀의 철도부설과 농업개혁을 포
함한 개혁정책 역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의 선명한 사례이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민간주도로 철도 건설을 추진한 것과 달리, 제정러시아는 국
가주도의 외자 도입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소유, 국가주도의 경제운용과 개혁 추진은 러시아 경제
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세기 러시아에서는 크게 두 차례 전 국가적 차
원에서 소유관계의 격변이 발생하였다. 그 계기는 러시아 혁명의 발생과 소비
에트 체제의 붕괴이다.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제도가 폐지되고 국가 소
유 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소비에트 체제 붕괴를 통해 사적 소유 제도가 부활하
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푸틴 집권 체제에서는 주요 산업부문을 중심으
로 다시 국가주도 경제가 복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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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이후, 국가주도 경제로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소비에
트 정부는 모든 토지와 산업, 은행을 국유화하였고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
다. 이러한 국가 소유 형태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해체되는 1991년까지 계속되
었고, 혁명 이후부터 이 시기까지 약 70여 년 동안의 소유관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시기까지 사회의 전 분야에서 국가 소유가 절대
적인 소유 형태로 유지되었다.
소유 형태만이 아니라 주요한 경제정책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국가에 의
해 시행되었으며 강압적인 형태를 띠었다. 볼셰비키 혁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
책들, 즉 전시공산주의 정책과 신경제정책, 스탈린의 농업집단화와 공업화 정
책, 그리고 흐루쇼프의 황무지 개간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경제개혁이
국가의 주도로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소유관계와 국가주도의 정책시행 방식은 소련의 해체를 겪으며 크게
변화했다. 1990년대에 자본주의의 도입, 시장경제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사적
소유의 개념이 등장했고 점차 사회 전반에서 사적 소유가 확대되었다. 이는 체
제전환기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체제전환 시기 러시아에서는 ‘워싱턴 컨센
서스’로 불리는 신고전파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른바 ‘충격요법’으로 불리
는 경제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이 개혁의 추진방향은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를
통한 급속한 자본주의화였다. 이처럼 체제전환의 핵심에는 소유관계의 개혁이
있었다.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 추진된 이러한 사유화는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992년 ｢사유화법｣ 제정으로 공식적인 사유화가 시
작되기 이전에 이미 소규모 기업, 상점 등에서 비공식적인 사유화가 진행되었
다. 그리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바우처 사유화’라고 명명되는 1단계
사유화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현금매각 방식의 ‘화폐 사유화’가
진행되었는데, 1996년, 1997년에는 정부가 대기업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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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118)
일명 ‘약탈적 사유화’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경
기침체도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1993년 -8.7%, 1994년 -12.7%의 성장률을
기록한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인해 정부의 행정력은 매우 취약하게 되었
으며, 기업과 유착한 관리들의 사익추구가 만연하였다. 러시아 경제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이러한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총투자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
되면서 경제시스템이 회복되었으며, 1997년에는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플
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199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환율 상승효과
에 따라 국내 산업이 다소 활성화되어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1990년대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 러시아 경제지표(1992~2000년)
(단위: %)

경제지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

-8.7

-12.7

-4.1

-3.6

1.4

-5.3

6.4

10.0

GDP
(억 달러)

91.7

196.2

293.8

335.8

412.7

433.7

287.7

209.7

278.3

1인당 GDP
(달러)

618.1

총투자
증가율

-10.1

-7.9

14.3

19.5

19.0

17.8

11.6

12.5

16.4

소비자물가
상승률

-

874.3

307.5

197.3

47.8

14.8

27.7

85.7

20.8

실업률

5.2

5.9

8.1

9.4

9.3

10.8

11.9

13.0

10.6

GDP 대비
재정수지

-

-

-

-

-

-

-7.4

-3.6

3.1

GDP 대비
경상수지

-1.3

1.3

3.0

2.2

2.4

-0.2

0.0

10.9

16.3

1,322.0 1,979.4 2,264.3 2,787.0 2,935.0 1,949.8 1,427.3 1,902.0

자료: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 검색일: 2020. 9. 30).
118) 1990년대 중반, 대형 국영기업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정부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
금을 대출하여 경영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
라 기업 주식은 은행의 주관으로 경매를 통해 민간에게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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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0년대 경기하락과 관료들의 사익추구 만연에 따른 정부의 행정
력이 약화된 상황을 배경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급속한 체제전환 정책
이 실시되어 러시아의 사유화는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주주
에게 지분이 집중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신흥 경제세력(올리가르히)으로 부상
하게 되었다. 이처럼 올리가르히의 등장 과정 역시 정부 주도의 지원과 특혜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사적 소유 자본성장의 토대 형성에도 국가가 관여했다.
한편 이처럼 옐친 시기 광범위한 사유화가 진행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트란스네프
트 등 에너지 부분을 비롯하여 철강, 통신, 건설, 운송 등의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일부 핵심기업들에서도
사유화가 추진되었으나 극심한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일부분의 지분을 매각하는 정도였다. 급속한 사유화 정책이 마무리된 2000년
에도 러시아에는 1만 1,200개의 국유기업이 존재했으며, 사유화를 통해 주식
회사로 전환된 기업 가운데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도 3,524개에
달했다.119)
더구나 1990년대 후반 경제가 다소 안정되고 급진적 사유화 정책이 점진적
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강화
되었다. 이처럼 체제 전환 초기의 극심한 경제적 혼란의 과정에서 급속한 사유
화가 진행되는 등 러시아 경제의 국가자본주의적 특징들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
으나,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다.

소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국가가 시장원리의 우위에 있다는 점
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119)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в 2005 году(2006), pp. 412-413.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 10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 전체의 소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갖게 되었으며, 모든
생산조직과 사회조직은 국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에트의 해체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1990년대의 체제전환기에 대규모 사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여전히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ㆍ철강 등 주요 핵심
기업들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다수의 사유화된
기업들에서도 정부는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쳤다. 급속한 체제전
환이 10여 년 진행된 뒤에도 러시아에서 국가는 여전히 시장원리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다수의 주요 기업과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고 경제정책 전반을 주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주도적 경향은
이후 푸틴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나. 푸틴 시기 재국유화를 통한 국가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던 1990년대 옐친의 시기와 달
리 2000년 이후 푸틴 집권기의 러시아는 국가주도형 경제체제가 다시 강화되
었다. 체제전환기를 거치고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민
간 부문의 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신흥 대기업가
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러시아 경제의 민간부문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올리가르히들은 국가의 주요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이
들 간에 치열한 경쟁과 사업 영역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스트 그룹과 같은
언론 분야에서의 활동은 이들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다. 흔히 말하는 기업의
‘국가포획’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와 언론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
년대 푸틴 시기에 이르러 러시아 경제의 소유구조는 또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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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견 약화된 것으로 보였던 국가경제 권력은 1990년대의 혼란기
를 거치고 다시 시장에 대한 고삐를 쥐게 된다.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 사기업
화되었던 추세와는 달리 2000년대 푸틴 정부 시기에는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 대한 재국영화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푸틴 시기 국가의 ‘기업포획’은 1990년대 사유화되었던 몇몇 대형 기업들을
국영기업이 다시 인수하는 주요 거래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영기업인 가즈프
롬(Gazprom)의 씨브네프트(Sibneft) 지분인수와 국영 로스네프트(Rosneft)
의 유코스(Yukos) 지분인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올리가르
히들이 받은 타격은 기업 지분의 상실에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유코스의
전 회장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횡령,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유코스의 핵심 기업들이 파산하여 국영기업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2000~04년은 사유화된 국가자산의 재국영화와 통합의 시기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가법인(state corporation)이 우주,
에너지와 나노 등 첨단기술 등의 부문에 설립되었다. 이는 소유구조 측면에서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가 공
고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국가부문의 비중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
에서 국가부문의 비중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에 25%였으나, 2008년
40~45%, 2013년 50%로 상승하였으며, 2017~18년에 60~70%에 달한 것으
로 나타났다.120) 현대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부문의 비중은 1990년대와 2000
년대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 “Russian Watchdog Warns State’s Role in Economy is Growing”(2019. 5. 6), https://www.t
hemoscowtimes.com/2019/05/06/russian-watchdog-warns-states-role-in-economyis-growing-a65497(검색일: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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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가즈프롬의 정부 지분은 2004년 38.37%에서 2005년에는 50%
대로 상승하였으며, 현재까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이아몬드 생
산기업인 알로사의 지분 66%, 아에로플롯의 지분 58.2%, 대외무역은행의 지
분 60.93%, 로스네프트의 지분 50% 이상, 스베르방크의 지분 50% 이상을 소
유하였다.121)
대부분의 러시아 주력 산업의 기업에서는 정부가 높은 비중의 지분을 보유
하고 국영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압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최대 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경우, 국영 로스네프트와 국영 가즈프롬이 원유와 가스 부문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가스 부문에서는 러시아의 최대기업이기도
한 가즈프롬이 러시아 가스 생산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신, 전력,
항공 등의 부문에서 국영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122) 에너
지, 금융, 광물, 항공 등 주요 산업에서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 확대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1990년대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는 2000년대의
플러스 경제성장률 지속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러시아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0년 푸틴 집권 첫해부
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G20로 세계경제무대
에 다시 진출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진행되기
까지 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의 부흥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도 국영화가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은 부실은행 퇴출
을 명분으로 2010년대에 국영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은
행 수는 2009년 말 1,058개에서 2019년 말에는 444개로 줄어들었으며,123)
121) BCS EXPRESS, https://bcs-express.ru/novosti-i-analitika/kompanii-s-gosudarstvenny
m-uchastiem-skol-ko-ikh(검색일: 2020. 12. 10).
122) Forbes, https://www.forbes.ru/rating/409143-200-krupneyshih-chastnyh-kompaniy-ros
sii-2020-reyting-forbes(검색일: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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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된 은행의 자산은 대부분 국영은행에 흡수되거나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었
다. 201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은행의 정부 자산 비중은 70.7%로 1995년 이
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민간 예금의 55%, 기업대출의 78%, 개인
대출의 72%를 국영은행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부문의 비중은 높다.124)
이와 같은 푸틴 시기 국가부문의 확대가 진행된 몇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국가부문 확대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것으로 전략산
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러시아 기업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경제에서 주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군수산업, 항공 등
표 4-2. 러시아 경제지표(2001~10년)
(단위: %)

경제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5.1

4.7

7.3

7.2

6.4

8.2

8.5

5.2

-7.8

4.5

GDP
(억 달러)

328.5

370.1

461.5

633.3

817.7

1,060.9

1,393.4

1,779.1

1,307.9

1,633.1

1인당 GDP
2,255.3
(달러)

2,552.8

3,197.6

4,404.0

5,708.8

7,426.0

9,761.4 12,464.2 9,157.0 11,431.1

총투자
증가율

19.6

17.9

18.8

18.9

18.2

19.3

22.0

23.3

17.2

20.7

소비자물가
상승률

21.5

15.8

13.7

10.9

12.7

9.7

9.0

14.1

11.6

6.8

실업률

8.9

8.0

8.2

7.7

7.2

7.1

6.0

6.2

8.2

7.4

GDP 대비
재정수지

3.0

0.7

1.4

4.6

7.6

7.8

5.6

4.5

-5.9

-3.2

GDP 대비
경상수지

9.8

7.4

7.2

9.2

10.3

8.7

5.2

5.8

3.9

4.1

자료: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검색일: 2020. 9. 30).

123) BNN Bloomberg, https://www.bnnbloomberg.ca/putin-s-creeping-nationalization-ofbanks-1.1089382(검색일: 2020. 12. 10).
124) “Putin’s Creeping Nationalization Of Banks”(2018. 6. 7), https://www.bloombergquint.c
om/opinion/putin-s-under-the-radar-nationalization-of-russia-s-private-banks(검색
일: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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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둘째, 국가부문 확대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1990년대 초중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러시아 경제는 비록 1998
년 모라토리엄을 겪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하며 안정을 되찾게 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200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
가권력은 강화되어 1990년대에 약화되었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가부문의 확대는 과도한 사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충격요법’에 의해 사유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기업들까지 러시아 사기업이나 외국 기
업의 소유가 된 것이 재국영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화를 중단하거나
재국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은 당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
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에
서 2000년대 초에 행해진 설문조사에 잘 나타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 레바다 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13가지 항목의 답변 중에서
3~4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약 30%는 국영화 정책이나
기존에 진행된 대기업의 사유화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반해 지속적인 사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한 사람은 약 10%에 불과했
다.125) 이처럼 러시아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국가 소유형태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부문의 확대는 집권 세력의 성격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푸틴
은 올리가르히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옐친 정부와 달리 정보기관, 군, 관료 등
125) ЛЕВАДА-ЦЕНТР, http://www.levada.ru/press/2004070702.html(검색일: 200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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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을 근거로 집권하였고, 이후 이들이 대거 주요 기관에 진출하며 자연스
럽게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푸틴의 국가부문 확대정책의 배경에는 러시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유화에 대한 반작용, 집권세력의 변동이라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된 이후 급격한 경제개혁이 추진되었던
러시아에서 푸틴 집권 시기에 진행된 이러한 국가부문의 확대로 러시아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126)
그런데 현대 러시아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과거에 비해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포브스는 10대 러시아 민간기업을 발표하였
다. 이 가운데는 루코일, 수르굿네프테가즈, X5 그룹, 마그네트, 타트네프트,
노바텍, 노릴스크 니켈, 예브라즈, 메가폴리스 그룹, NLMK 등이 포함되어 있
다.127) 이러한 10대 민간기업들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의 지배구
조와 행정력, 인적관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가즈프롬에 이어서 러시아의 두 번째 천연가스 생산 기업으
로 부상한 노바텍과 같은 경우이다. 노바텍은 2005년 상장 초기에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에 지분의 19.4%를 매각하였으며, 현재도 가즈프롬이 9.4%의 지분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바텍과 가즈프롬은 가스 생산, 국내공급, 수출, 투자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노바텍은 러시아의 LNG 생산과 수
출 부문의 최대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활동에는 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가 경제활동을 주
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2014년 크림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와 국제유가 하

126) 조영관(2008), pp. 389~390.
127)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20/09/17/840236-forbesnazval-200(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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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2014년 0.7%,
2015년 -2.0%, 2016년 0.2% 등으로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다. 러시
아 경제는 2019년에 이르기까지 2013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상황은 국가 중심의 대응과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강화
시킬 필요성을 갖도록 작동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추진
하며 ICT 산업 등을 비롯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모스크바 근교에 위
치한 혁신도시 ‘스콜코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대러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에 내재하고 있던
문제점들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지나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운
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현대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과거 소비에트 시기
와는 분명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자본주의가 과거에는 소유 측면에 중
점을 둔 형태였다면 주식회사를 주요 형태로 하는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는 국
표 4-3. 러시아 경제지표(2011~19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5.1

4.0

1.8

0.7

-2.0

0.2

1.8

2.5

1.3

GDP
(억 달러)

2,046.6

2,191.5

2,288.4

2,048.8

1,356.7

1,280.6

1,575.1

1,665.2

1,702.5

1인당 GDP
14,306.4 15,288.0 15,928.7 14,007.5 9,257.9
(달러)

8,723.5 10,724.0 11,345.0 11,601.4

총투자
증가율

24.3

24.6

23.3

22.4

22.1

23.1

23.6

22.0

23.1

소비자물가
상승률

8.4

5.1

6.8

7.8

15.5

7.0

3.7

2.9

4.5

실업률

6.5

5.5

5.5

5.2

5.6

5.5

5.2

4.8

4.6

GDP 대비
재정수지

1.4

0.4

-1.2

-1.1

-3.4

-3.7

-1.5

2.9

1.9

GDP 대비
경상수지

4.8

3.3

1.5

2.8

5.0

1.9

2.0

6.9

3.8

자료: IMF WEO, 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검색일: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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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의 형태가 소유보다 경영에 더욱 비중을 둔 형태로 전환하였다. 향후 러
시아 국가자본주의는 과거의 직접 소유가 아닌 주요 기업들에서 정부 대리인이
나 관련 인사들의 경영권 행사128)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러시아직접투자펀드’나 ‘혁신
촉진펀드’ 등 정부펀드를 동원한 금융지원을 매개로 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
로 전망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ICT, 혁신부문, 유
통부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중대형 기업들의 출현으로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
구했던 산업 다각화와 기술에 기반한 민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점진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
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
현대 푸틴 시기의 국가자본주의 강화는 과거의 유산과 함께 대외적 요인과
국내 요인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0년대 푸틴 집
권기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주도 에너지 개발, 과학기술
발전전략 등이 추진되어 경제부문에서 국가주도가 강화되었다. 그런데 2014
년 서방의 대러 제재 상황으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는 과거의 정체성과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서방의 제재가 지속
되고 국제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산업의 육성전략을 추진
하고 신생 기업과의 민관 협력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러
128)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검색엔진, 온라인 쇼핑 등) 부문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한 얀덱스(Yandex)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https://zona.media/news/2019/11/
18/yandex(검색일: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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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경제의 성장률 정체는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자본
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전략과 ICT 부문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ICT 부문에서 러시아
시장을 주도하는 민간기업들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으로 간접적인 경영개
입방식과 민관협력 강조, 금융지원 매개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지배력 유지 정
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가. 특권 경제 엘리트의 형성과 전개
현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는 경제 엘리트의 대두와 이들의 활동방식과도 관
련된다.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로 알려진 경제 엘리트들이 등장했으며 푸틴 시
기에 이르러 새로운 배경의 경제 엘리트들이 등장한다. 실로비키로 명명되는
이 경제 엘리트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와 보다 결합된 형태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이들
을 국가주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은 제정러시아 말기부터
등장한다.
제정러시아 시기의 엘리트는 다양한 부문의 지식인층을 일컫는 ‘인텔리겐치
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요한 특징은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봉사’
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텔리겐치아들이 가졌던 공익정신
은 이후 러시아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경제 엘리트의 전통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세르게이 비테와 표트
르 스톨리핀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 비테는 철도청장, 재무대신, 총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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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하였고 스톨리핀은 내부대신, 총리 등을 역임하며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제정러시아 시기 국가주도로 철도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한 국가주의적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통해 레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정치적 측
면에서 계급을 철폐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이
상적인 목표와 달리 특별한 경제권력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특권을 갖게 되었다.129) 형식적으로 국가의 대리인이었던 관료들은 실
질적으로 유사소유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특권을 갖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의 특권 관료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는 스탈린 시기에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스탈린 시기 당의 팽창과 함께 국가기관이 확
대되어 관료의 수가 증가되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행정, 기술인력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관료의 증대에 영향을 주었다. 1936
년의 18개 인민위원회 장관직은 1940년에는 40개로 늘어났다. 최고위 노멘클
라투라의 수는 대략 2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들은 당 간부, 정부의 관료, 콤
소몰이나 노동조합의 간부, 그리고 경찰, NKVD(내무인민위원회),130) 군부,
외교관, 기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되었다.131) 노멘클라투라는 초기에는 당 간부
나 관료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로 산업, 농업, 교육 부문의 엘리트층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당 내부, 청년동맹, 소비에트 등의 경로를 통해 노멘클라투라 계층으
로 편입하였다. 노멘클라투라층은 국가소유의 자산을 사용하는 물질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임금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특별 상점,

129) 한종만(1992), p. 53.
130) 1954년 이후 KGB.
131) Matthews, Mervyn(1975), p. 13; 한종만(1992), pp. 35~3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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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병원,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의 학교 진학에서 특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132)
이처럼 사회평등의 이념으로 시작된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관료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다. 관료층의 형성과 이들의 사회에서의 높은 영향력은
소비에트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들이 있다.
우선 당관료와 경제관료들은 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을 추구했다. 당관료들은 공공부문과 기업에서 경영과 관리 부문의 직책에 해
당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
의 엘리트층 형성에는 인맥주의, 후견주의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지배계
급의 폐쇄적인 재생산 기제로 작용했다.
점차 기업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기업지배인에게 양도되었고 당과
국가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기업의 지배인들은 자원
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용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수입을 은폐
하거나 자원을 은닉하여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게 되었다.133) 이에 따라 소비
에트 체제의 해체 이후 체제전환기에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노멘
클라투라 계층은 국가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0, 1970년대를 지나며 노멘클라투라 계층의 부정적 영향력은 더욱 심각
해졌다. 노멘클라투라 계층은 현상유지 정책과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이 소비에트 사회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노멘클라투라 계
층이 경제, 사회의 역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아울러 새로운 기술 도입
이나 서방에서 일어나는 통신, 정보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소비에트 경제가
점차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흐루쇼프 시기부터 추진된 정부의 개혁
이 노멘클라투라 계층의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
기에는 미흡하였다.134)
132) 한종만(1992), p. 53.
133) 양정훈(2004),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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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산당 주도의 소비에트 사회에서 주류 관료 계층들로 구성되었던 기
존의 노멘클라투라 체제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소결
인텔리겐치아로 대표되는 제정러시아의 지식인들은 공익적 사고를 가진 엘
리트층이었다. 19세기 말 국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세르게이 비테와 표트르
스톨리핀에서 제정러시아 엘리트들의 공익적 사고방식은 국가주의적 경향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이후의 엘리트들도 공익적, 국
가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이상에 충실하고자 했다. 스탈린 시기에는 노멘클라투
라라고 하는 엘리트층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후 사회평등의 이
념으로 시작된 소비에트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노멘클라투라로 구성된 관료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다.
노멘클라투라 계층은 형성과정에서 인맥주의와 후견주의적인 성격을 나타
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이후 자본주의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엘리트 형성의 유
산으로 유지되었다.

나. 신흥경제 엘리트의 등장: 올리가르히와 실로비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해체 직후 시
기에 러시아 경제의 혼란 상황에서 새로운 특권층이 부상하게 된다. 새로운 경
제특권층에는 과거의 콤소몰이나 물리학자, 정부관료, 은행가, 경영자 등의 출
신으로 소련 사회에서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거나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많았다. 콤소몰 출신들은 80%가 공산당 당원 출신이었으며 1987~89
년 시기 30대 초반의 나이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페
134) 한종만(1992),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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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정부는 콤소몰
조직 구성원의 기업활동 참여를 위한 조항을 만들고 이를 장려하였다. 이는 ‘콤
소몰 경제’로 불리기도 하였다.
소련의 해체 이후 등장한 경제 엘리트들은 이후 성장의 유형에 따라 보다 ‘노멘
클라투라’의 전통을 계승한 층과 ‘올리가르히’로 성장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과거의 ‘노멘클라투라’의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특권층들이다.
이들의 일부는 이미 1980년대 후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등장하여 행정부
와 당조직에서 입지를 강화한 이른바 테크노크라트-노멘클라투라 세력, 콤소
몰 세력들이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덜 경직되고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실현을 지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가
의 자산을 사유재산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이들은 실질적 권력의 소유자가
되었다.135) 사유화를 통해 다수의 국영기업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국영기업
은 기존의 책임자들이 경영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체제전환기의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유화 과정에서 기존의 소비에트
시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
기도 하였다.
둘째 유형은 새롭게 등장한 경영자층이다. 이들 가운데는 콤소몰 출신도 있
었으나 새로운 경영의식을 보유하고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쉽게 적응하였다
는 점에서 노멘클라투라적인 전통성을 계승한 층과는 구분된다. 비교적 젊은층
의 이들은 이윤 획득 방법을 빠르게 터득했고 전환기의 러시아 사회를 배경으
로 급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경영자층은
‘올르가르히’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올리가
르히의 대표적 인물로는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렉 데리
파스카 등을 꼽을 수 있다.
135) 신범식(2006), p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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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등장은 소비에트 러시아 말기의 소비재 부족, 1990년대 초기 체제전
환 이후의 급격한 생산침체로 인한 물자 부족이라는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한
다.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 사회에 소비가 크게 증가한 청바지를 수입하거나 컴
퓨터 기기 등의 수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영
기업 민영화와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라는 체제전환기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성장하게 된다.136)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의 사유화 과정을 통해 러시아 사회에 등장하였다.
사유화 초기 단계에 내부자 사유화를 통해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많은 주식이
배분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자가 소유한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경영자가 소유한 주식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정부도 사유화된 기업 내의 보
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은행 등이 정부 주식을 매입하였
다.137) 이처럼 소수의 주주에게 지분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올리가르히’가 등장하게 된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렸던 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들의 성공은 정부의 후원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주식담보
대출 사유화 과정에서는 특정 은행과 기업들이 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주요 국
영기업의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확보하는 등 정경유착이 극에 달하였다. 이처
럼 러시아 신흥기업가들인 올리가르히의 등장과 성장은 혼란된 당시의 경제 상
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90년대의 경제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한
올리가르히는 러시아 경제의 주도층이 되었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사
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에너지, 금융 등 러시아 주요 산업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으며, 러시아 경제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
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으며, 보리스 베
136) 김영진(2014) 참고.
137) 조영관(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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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좁스키, 로만 아브라모비치,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등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올리가르히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경제 엘리트들도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러
시아의 체제전환을 주도하였던 개혁파 경제관료, 학자들 그룹이다. 이들의 대
표적인 인물로는 예고르 가이다르, 아나톨리 추바이스,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등이 있다. 가이다르는 총리직을 수행하며 러시아 체제전환을 선도하였다. 소
비에트 러시아가 해체된 직후 추진된 경제개혁을 주도한 이들이 갑작스럽게 출
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소비에트 체제 말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 서방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함께 학습하며 개혁을 준비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의 활동은 비교적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가이다
르와 함께 추바이스, 야블린스키는 정치에 참여하여 경제관료직을 수행하였
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사유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추바이스는 경제관료를 거
쳐 국영전력회사의 사장을 역임하며 실질적인 경제운영에 참여하였고 최근까
지 국영기업인 ‘로스나노’의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올리가르히들은 사유화를 통해 과거 정부가 소유했던 주요 산업에서 영향력
을 행사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주요 방송국인 ORT
와 NTV, 최대 자동차 회사인 ‘로고바즈’사 등에서도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1990년대 후반기에 정부의 고위 관료로 진입하기
도 하였다.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블라디미르 포타닌과 국가안보회의 부서기를
역임한 보리스 베레좁스키가 대표적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는 대규모 기
업과 금융권, 언론 그리고 정부 요직까지 올리가르히들이 차지한 ‘올리가르히
자본주의’ 시대였다. 올리가르히들은 국가의 주요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활
동했으며 이들 간에 치열한 경쟁과 사업 영역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스트
그룹과 같은 언론 분야에서의 활동은 이들의 존재를 더욱 부각했다. 흔히 말하
는 기업의 ‘국가포획’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와 언론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후 2000년대 푸틴의 국가자본주의 시기에 등장한 경제 엘리트들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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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푸틴 정부의 권력과 자본의 분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들은 정부와의 갈등이나 협력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보
다 정확하게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대다수는 사업의 ‘안정을 대가로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138) 푸틴 시기에는 ‘충성을 맹세한’ 기존의 경제 엘리트 외에
도 ‘가신(家臣)’ 그룹의 기업인들도 등장하게 된다. 푸틴과 학연, 지연 등 개인
적인 인연을 가진 이들은 러시아 주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틴과의 밀접
한 관계로 인해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139)
한편 푸틴 시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그룹 이외에
1990년대의 올리가르히와 비견되는 새로운 특권층이 부상하게 된다. 이들은
군이나 정보기관 출신의 엘리트들로 푸틴 정권 초기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고르 세친, 빅토르 이바노프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은 국유기업 책임자, 공산당 간부, 사유화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
을 설립한 지식인 계층 등의 출신 배경을 가졌다. 이와 비교하여, 실로비키는
과거 KGB로 불렸던 연방보안국이나 군, 경찰 출신의 정치가, 기업인들을 일컫
는다. 실로비키는 푸틴의 집권 이후 대통령 행정실과 정부의 요직, 국영대기업
의 사장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가정치, 경제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과거 1990년대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에 특수한 자본주의를 형성하
였던 것처럼, 2000년대의 러시아에서는 정부 내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실로
비키 세력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비키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실로비키 자본주의의 특징은 푸틴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집권을 위해 올리가르히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옐친 정부와 달리 푸틴
은 정보기관, 군, 관료 등의 세력을 근거로 집권하였고, 이후 이들을 정부기관
이나 경제부문에 진출시키며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38) 이들은 1990년대와 같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야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
으므로 ‘올리가르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39) 겐나지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 유리 코발추크 로씨아 은행장, 아르카디 로텐베르그, 보리스 로텐베르
그 등의 기업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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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술관료와 자유주의적 경제관료 집단들도 활동하고 있다. 알렉세이
밀러, 드미트리 코작 등이 기술관료로 분류되며 게르만 그레프, 알렉세이 쿠드
린 등의 자유주의적 경제관료 집단도 등장하게 된다.140) 이 자유주의적 경제관
료들은 기존의 추바이스 등의 개혁파 경제학자의 맥을 잇고 있다. 이들은 친시
장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에서의 국가의 강력한 역할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
른바 러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러시아의 경제 엘리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
다. 하나는 인맥정치, 후견의 관행 등의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에서의 특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옐친이나 푸틴은 전통적으로 다원주의 문화를 갖지 못
하고, 사회정치 세력이 미약하여 인맥집단에 의존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였
다. 이에 따라 소련 시기의 노멘클라투라와 마찬가지로 현대 러시아에서도 출
신, 직위, 전문 분야별 인맥구조가 형성되어온 것이다.141) 이러한 경향은 푸틴
시기에 급격히 부상한 가신 그룹에 이르러 정점에 이른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현대 경제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의 경제 엘리트의 지속이라는 측면이다. 제정러시아 말기 총리를 역임하
며 경제정책을 주도한 비테와 스톨리핀에서 소비에트 시기를 거쳐 체제전환기
의 가이다르, 추바이스 그리고 푸틴 시기의 쿠드린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
치적 성향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국가주의 경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의 관료층으로 사회의 주류계층으로 대두된 노
멘클라투라가 점차 보수화하며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엘리트 계층들이
러시아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
다. 정부와 협력하며 이익을 추구했던 올리가르히나 정부 내의 특정 집단인 정보
기관이나 군인 출신의 실로비키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140) 장세호(2017), p. 19.
141) 서동주(2014),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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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이처럼 국가주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인맥과 후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성들
이 러시아 경제 엘리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 현대 경제의 주
요한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러시아에는 새로운 경제 엘리트들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엘리트 세
력인 올리가르히나 실로비키와는 달리 정치 권력층이나 정부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기업가군이 러시아의 현대화 정책과 세계적인 차원의 5차 산업
혁명을 배경으로 기술과 아이디어와 소비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ICT, 혁신부문, 유통부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중대형 기업들의 출현과
동시에 새로운 성향의 경제 엘리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비록 점
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가.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
제정러시아는 농업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였다. 이
는 19세기 말 인구조사에서 농민이 전체 인구의 84%인 약 1억 명에 달할 정도
로 농업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 중심의 러시
아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 중심 경제의 형성이다. 제정러시아 시기 러시
아 농촌 사회는 마을의 남성 가장들로 구성된 촌락 공동체인 미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42) 특히 1861년 농노해방 이후 공동체의 자치권이 크게 확대되
142) 농민공동체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미르’라는 용어가 농민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6
세기 무렵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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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동체가 영주들의 행정, 치안, 사법 기능의 대부분을 넘겨받으면서 농촌 행
정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143)
국가권력은 농민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해주었으며, 농민들은 자신들의 관
습법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농촌공동체의 비공식적인 기
구인 ‘마을회의’, ‘원로회의’ 등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역할하였다. 정
부는 공동체에서 3년마다 선출되는 ‘장로’를 통해 행정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마을회의’, ‘원로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144)
당시 공동체 내의 가족이나 세대는 개방 경지 내에 지조(地條)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보유지들은 세대의 규모와 세대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할
당되었다. 미르는 쟁기질, 파종, 수확과 같은 주요 농사일의 시기를 집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국세나 지방세를 농가에 할당하고 군에 입대하는 마을 청년들을
선정했다. 각 농가는 주요 결정에서 한 표씩을 행사하였는데, 미르의 결정은 보
통 만장일치에 따랐다. 이는 공동체의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면 때때로
소수 의견이나 비전통적인 의견은 무시되기도 하였다.145)
이처럼 미르는 평등과 합의에 기초한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리고 당시 러시아는 농업경제 중심의 특성으로 개인의 결정보다는 공동체의 결
정이 우선시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미르를 정교적 공동체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
며, 부도덕하고 부패한 러시아를 구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146) 또한 게
르첸의 경우에도 서구의 사회주의 개념과 러시아 농민공동체의 전통적 집산주
의 토대를 결합시키는 것에 러시아의 특별한 소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했다.147)
143) 파이지스(2007), 번역: 김남섭(2013), p. 116.
144) 이종진(1995), pp. 34~35.
145) 톰슨(1996), 번역: 김남섭(2004), p. 45.
146) 박영신, 김우승(1994),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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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이후 정부는 촌락들을 공동체의 통제에 맡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제
정러시아 정부는 1905년 이후 정책을 바꾸었다. 1906년부터 1911년 사이에
총리를 역임한 스톨리핀은 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에 개인농장을 설립하
도록 권장하며 농업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는 토지에 접근할 수 없는 사
람들은 도시 노동자로 이주를 권장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해체를 추진하였
다.148)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1916년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러시아 지역에
서 농촌공동체 농민 가구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9)
그러나 한편으로 20세기 초의 농촌에서는 집단주의 전통에 의존하는 조합주
의 공동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혁명 직전의 러시아는 농업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었다. 협동조합 수와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전체 농민들의 3분의 1이 가입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었다.150) 대표적으로 아르텔이라는 형태의 생산협동조합
이 존재하였다. 이 생산협동조합은 토지와 장비, 그리고 대부분의 가축을 공동
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통은 과거 농촌공동체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생산조합들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07년에 설립된 시베리아
의 버터제조 조합연맹이 대표적으로, 이 조합은 1913년 러시아 전체 버터 수출
의 90%를 점하기도 하였다. 협동조합들은 밀, 모직물, 모피 등도 수출하였
다.151) 이러한 협동 형태의 농업은 혁명 이후 초기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생산협동조합과 함께 공동판매, 금융 등 소비협동조합도 존
재하였다. 이러한 소비협동조합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운영되었다.
1915년에는 ‘전러시아 협동조합위원회’가 설립되어 공식적인 전국적 조직망
을 갖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 생산협동조합의 전통은 집단농장으
147) 아니킨(1988), 번역: 김익희(1994), p. 268.
148) 파이지스(2002), 번역: 채계병(2005), pp. 386~387.
149) 니콜라스 V. 외(2011), p. 643.
150) Sobolev et al.(2018), p. 69.
151) 다닐로프 A. 외, 편역: 문명식(2009), p. 575.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 123

로, 소비협동조합의 운영은 국가에서 조직한 중앙연합(Centrosoyuz)으로 전
환되어 정부의 관리체제에 편입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1920
년대 중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82%에 달하였고 농촌 촌락의 재조직은 사
회주의 건설과 경제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집단화가 추진되었다. 소련은 도시에서 공업
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농촌에서도 농업집단화 방식
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농업집단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단위가 취할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이나 판매 물적조건이 공유화된 코뮌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별 토지 소유가 유지된 토지공동경작조합 형태를
취했다. 점차 토지, 노동용 가축, 기술장비 등이 집단화되었고, 농민들의 개인
부업농이 유지되는 농업협동조합들이 농민들을 통합하는 주요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이 협동조합들은 집단농장(콜호즈)으로 변모하였다.152)
1927년 12월 제15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전체 발전과 국가 방
위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농업의 낙후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농업 집
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규모 사회주의 농업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
였다. 1928년 이후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조합들은 강제적이고 단일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1929년과 1930년에는 농업집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
되었다.153)
집단농장, 국영농장(솝호즈)의 설립을 통해 농촌에서 대규모의 공동 생산 체
제가 갖추어졌다. 농업은 제정 러시아 시기에 이어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에

152) 따찌야나 찌모쉬나(1998), 번역: 이재영(2006), pp. 316~317.
153) 농업집단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 1931년의 곡물생산량은 6,680만 톤으로서 전년도의 7,100만 톤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곡물수매량은 1,600만 톤에서 2,21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1938년도의 곡물생산량은 7,300만 톤으로 1930년에 비해 증가량이 미미했으나, 생산량 중에서 정
부수매비율은 22.5%에서 43.1%로 증가하였다. 오관치(1989), p. 191; Stuart(1986),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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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흐루쇼프 시기에 정부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국가투자를 늘리고,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
는 재량권을 더 많이 주고, 농민의 자영 생산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농업개
혁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154) 이후에도 집단농장 소속 개별농민들의 부업
농 활성화 등의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집단농장 체제는 소련해
체 이전까지 농업의 근간으로 유지되었다. 개인 부업농의 형태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규모였으며, 국가경제에 큰 역
할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소련 시기의 집단농장은 전체 농장의 생산효율을 목적으로 농장 내의 인력
을 관리하였고, 가축ㆍ기계ㆍ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1950년대 말
에는 집단농장들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등 집단농장 단위의 공동 경제활동
을 추구하였다. 일부 집단농장에서는 전력생산을 위한 자체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독립된 경제단위로서 기능하였다. 집단농장의 주민
들은 주택과 행정구역에서 정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생활도 공동
으로 영위하였다. 이들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집단농장 내에서 공동체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결
기존에 러시아 경제에서 농업이 갖는 정체성은 집단주의, 집산주의와 연계
되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공동체 정신과 연결된다. 제정러시아 시기의 미르에서
소련 시기의 집단농장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공동체 정체성은 지속되었다.
농노해방 이후에 농촌공동체인 미르는 농촌의 주요 행정단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권력은 농민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해주었으며, 농민들은 자
신들의 관습법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공동체 조직은
154) 클리프(1996), 번역: 정성진(1992),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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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기 자발적인 농업협동조합 성립의 시기를 거쳐 소비에트 시기에
는 농업집단화를 통한 집단농장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생산공동
체는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었다.
한편 소비에트 시기에는 사회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의 생활양식에
공동체성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도시의 공동아파트 생활 장려정책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와 형태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고 사회주의에 충실
한 건축가들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택 배치와 주거양식을 제안하였다. 실제
로 소비에트 시기 도시의 공동아파트인 ‘코뮤날카’ 생활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도시민들이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경험하였다.

나. 현대 러시아의 농촌공동체 유산과 변용
제정러시아 이후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였던 농업은 체제전환기의 침체기를 지나서 2010년대에 이르
러서 여전히 러시아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GDP 생산에서 점유하
는 농업의 비중은 2012년의 3.7%에서 2017년에는 4.4%로 높아졌다.155) 곡
물 생산은 1992~95년의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2017~19년 시기에 1.5배 증
가했으며, 육류 생산은 약 52%가량 증가하였다. 현재 농촌의 인구는 전체 인
구의 1/4에 달하며, 농업 부문의 고용은 러시아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러시아 사회와 경제에서 농촌과 농업 부문이 여전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업조직의 형태나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소
비에트 러시아의 해체 이후, 사유화를 통해 각 경제 부문에 민간영역이 등장했
고 이는 농업 분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농장이 재조직되고, 농촌의
토지사유화가 실시되었다. 러시아의 농업개혁은 집단농장, 국영농장의 재조직
155) Deloitte(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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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유화, 토지사유화, 자영농 형성, 토지시장 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156)
정부의 농장 재조직 정책에 따라 1992년 처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농기업들
이 등장했으며, 1992~93년 많은 농장들이 재조직되었다. 집단농장과 국영농
장의 재조직과 토지 분할 결과, 집단농장, 국영농장 소유의 농경지 면적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재조직된 농업기업과 자영농 소유의 농경지 면적은 점차 증가하
였다. 2017년 기준으로 대규모의 농기업들은 53%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
며, 이는 1998년의 40%에서 증가한 것이다.157) 이 농기업들은 20만~70만 헥
타르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이처럼 푸틴 시기에는 중소 규모 농기업들
을 합병한 대규모 농기업들이 러시아의 농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러시아 농업은 과거와는 다른 경영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제전환기에 이르러 농업개혁으로 집단농장의 해체,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의 공동체 정신은 변화를 겪는다. 농촌의 자본주의화는
1960,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개인농업의 이익 추구를 더욱 가속화해 농촌
공동체 정신의 약화와 해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 해체와 분화는 체
제전환기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정부의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부진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농촌의 분화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로 이어졌다. 1990년
대 초중반 ‘농업협동조합법’과 ‘소비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
영농, 개인부업농을 기반으로 생산, 소비 협동조합이 출현하였다. 농업 형태의
재조직과 농촌 토지 사유화를 통해 소비에트 혁명 전후에 활성화 되었던 생산,
소비 협동조합이 새로운 차원의 농업협력의 형태로 부활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 ｢2006~2007년 농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2008~2012년 농업
발전 프로그램｣, ｢2015~2030년까지의 안정적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156) O’brien, Wegren, and Patsiorkovski(2004), p. 256.
157) 소규모 농장들은 전체 생산의 13%, 부업농은 전체 생산의 35%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USDA(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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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며 농업 부문의 협동조합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벨고로드, 리페츠크, 타타르스탄 등에서는 다른 지역
에 비해 농업협동조합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협동
조합이 농촌에서의 새로운 협력형태로의 발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비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
는데, 소비협동조합의 활동은 농업 부문의 마케팅, 농업 관련 기계 서비스, 농
작물의 운송과 저장, 농촌의 신용대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의 최대 30~50%, 인원으로는 약 400만~750만
명의 인구가 소비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158) 또한 소비협동조합
은 농업생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농촌뿐 아니
라 도시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형
성된 협동조합들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여부가 주목된다. 이처럼 협동
조합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무엇보다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협동조합의 특성들은 향후 새로운 경제공동체로 발전 가능
성을 모색하게 한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소비에트의 해체로 농업생산 공동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현재의 러시아 농업경제는 과거와 같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농장의 해체로 농기업이 등장하고 점차 대규
모 농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900년대 초에 러시
아에서 활발하게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이 등장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를 형
성하고 있다.
158) “Russia | Where Is Agriculture Going?” Renata Yanbykh,Valeriy Saraikin & Zvi Lerman
https://www.arc2020.eu/russia-where-is-agriculture-going(검색일: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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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협동조합이 과거 제정시기의 미르와 소비에트 시기의 집단농장
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농촌의 공동체적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협동조합은 과거 농촌공동체가 내포하고 있었던 비자발적이고 강제
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자발성과 역동성을 가진 새로운 방식
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가. 반서방 단일경제권 형성의 전통과 발전
소비에트 시기 레프 구밀료프 등 일부 사상가들이 주창한 ‘유라시아주의’의
전통은 현대에 이르러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라시아 통합에 영향을 주고 있다.159) 유라시아주의는 유럽과 아
시아를 아우르는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동서양의 문명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의 독자적인 문명
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된 지정학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유라시아주의’의 개념은 1920~30년대 트루베츠코이 등 해외
망명 러시아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160) 이후 레프 구밀료프에 의해 유라시아
주의가 주창되었으며, 현대 푸틴 시기에 이르러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정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 경제권
은 소련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159) 소비에트 유명 시인인 니콜라이 구밀료프와 안나 아흐마토바의 아들인 레프 구밀료프는 1950년대 카
자흐스탄에서 유형생활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후 에르미타주와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유라시
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구밀료프가 유형생활을 한 지역에 동상을
세우고, 그의 100주년 탄생을 기념하여 기념우표를 발행했으며 그를 기념하여 대학을 설립하였다.
160) 김석환(2014), pp. 64~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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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러시아는 서방과 이데올로기적ㆍ군사적으로 대립된 관계를 형성
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서방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에 대한 대규모 원조 정책인 ‘마셜플랜’에
대응하여 소련은 1947년 동유럽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정당들의 결
속체인 코민포름을 설립하였다. 또한 1949년 서구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에 대응하여 1955년에는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는 1949년 미국의 주도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설립되고 신
생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서방의 기술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법｣이 제정된
데 대응하여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경제상호원조회의
(CEMA: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설립하였다. 경
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으로는 1949~50년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
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등과 1960년대 이후에 가입한 몽
골, 쿠바, 베트남 등이 있었다. 유고슬로바키아는 준회원국, 북한, 이라크, 앙골
라, 아프가니스탄 등은 옵저버로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
과 함께 정치ㆍ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과의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대립이 시작되
었다. 양 진영이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냉전’이 심화되었다.
또한 소련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자국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
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련은 인도에는 금속공장을 건설
하였고 이집트에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였다.161)
소련 해체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진
행되었다. 과거 소련의 주요 협력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EU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이 국가들은 더 이상
161) 다닐로프 A. 외(2001), 편역: 문명식(2009), p.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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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이 러시아와 특별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과거의 경제
블록은 해체되었다. 이미 1991년에 소련과 사회주의권과의 교역비중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련의 전체 사회주의권에 대한 수출에서 경제상호
원조회의 국가들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자본주의
권과의 교역 비중은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동유럽 사회주의 블록 내에
서의 교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62)
소련 해체 이후에는 과거 소련 구성 공화국들과의 경제관계도 크게 변화하
였다. 러시아와 몇몇 국가는 CIS를 설립하여 과거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CIS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
라이나 3국이 창설에 합의하여 설립되었다. 발트 3국과 조지아를 제외한 11국
이 ｢CIS 창설 조약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CIS 구성은 순탄하지
않았다.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2008년에 CIS에서 탈퇴하였다.
2014년의 러시아 크림 합병 사태로 우크라이나가 CIS 활동을 중단하였다.
CIS는 전반적으로 느슨한 결속력을 갖는 가운데 구소련의 전체 국가들이 참여
하는 견고한 통합체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CIS는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된 국가들 사이에 조직된 새
로운 협력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소련 시기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국가는 아닐지라도 공통된 정치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고, 참여한
국가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국가들 간
에도 CIS 내에서의 협력 방향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가장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국가는 러시아였으며, 결국 참여국가들 간의 입장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하는
기대 정도에 따라 달랐다고도 할 수 있다.

162) 소련의 사회주의권과의 수출 비중은 1990년 41.3%에서 1991년 30.3%, 수입 비중은 1990년의
42.2%에서 1991년의 31.5%로 10% 크게 줄어들었다. 소련의 전체 사회주의권에 대한 수출에서 경
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5.2%에서 1991년 22.9%, 수입 비중
은 1990년 36.5%에서 1991년 24.5%로 크게 감소하였다. 김경순(1992),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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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와 체제전환기를 거치면서 반서방 혹은 비서방 단일경
제블록의 형성을 경험했다. 그러나 소련 시기와 체제전환기 이후 형성되었던 두
개의 독자적 경제블록은 서로 차별성이 있다. 소련 시기 동유럽 사회주의권과의
블록은 서방과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대립에 따른 공동체의 형성이었다.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블록은 소비에트 시기에 형성되었던 에너지, 운송물
류, 교역 등의 경제적 협력 유지와 발전이 공동체 형성의 현실적인 요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의 토대에는 지역주의로서의 정치, 안보, 언어,
문화, 역사 등의 공동의 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를 토대로 과거
소비에트 시기에 비해서는 느슨한 형태이지만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체
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CIS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었으나 공동의 유
산을 구현하지 못하고 경제적 협력의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 푸틴 시기에
구소련 지역의 경제블록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주의 정체성에 기반한 공고
한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푸틴 시기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재건
푸틴 시기의 유라시아경제통합 구상은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의 정체성
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의 CIS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우선시되었고 유라
시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한 것과는 다르게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구상
초기부터 유라시아지역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과거 1920~30년대의 유
라시아주의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러시아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핀 것이었다
면, 현대 푸틴 시기의 유라시아주의는 정치적ㆍ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전략을
통해 독자적 길을 제시하는 역할로까지 나아가고 있다.163)
163) 김석환(2014),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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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4년 4월 누르슬탄 나자르바
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모스크바대 특강에서였다. 나자르바
예프 대통령은 이 특강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여러 지역통합체가 형성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경제, 금융체제의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주장하였다.164)
나자르바예프의 제안 이후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5
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국이 관세동맹에 서명하였으며 1999
년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이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
간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 타지키스탄이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라시아경
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푸틴 시기 러시아에서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는 2009년 5월 EU의 구소련 6개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동방 동반자관계 프로
그램(EPP: Eastern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
된다. 이러한 EU의 동방으로의 세력 확대는 새롭게 편입되는 국가와 주민들이
EU의 경제적ㆍ정치적 표준을 사용하고 동일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따르도록 하
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165) 이에 따르면 구소련 국가들이 EU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럽적 가치와 정체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러시아
주도의 공동체에 편입하는 것은 러시아적 가치와 사회방식을 선택한다는 의미
가 된다. 유라시아 각국의 어느 한쪽으로의 참여는 단순한 경제블록 편입 이상
의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EU의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협력 확대를

164) “FROM THE IDEA OF THE EURASIAN UNION – TO NEW PERSPECTIVES OF THE EURASI
AN INTEGRATION”, http://www.akorda.kz/en/speeches/external_political_affairs/ext
_speeches_and_addresses/speech-of-the-president-of-kazakhstan-nursultan-nazarbayev
-at-the-lomonosov-moscow-state-university(검색일: 2020. 11. 27).
165) 강봉구(2014b),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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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가 독자적 경제공간 구축과 함께 독자적
경제발전모델 구축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66)
2010년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에 관세동맹 체결을 통
해, 공동관세가 부과되고, 3개국 간의 국경지역에서 세관통제가 해제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단일경제공간조약이 발효되어 상품 이외에 서비스, 자본, 노
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벨라루
스, 카자흐스탄 대통령들이 유라시아경제연합조약에 서명하였다.167) 그 결과
2015년 1월 1일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
국을 대상으로 발효되었고,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의 가입도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몰도바가 옵저버로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옵저버로 가입하여 유라시
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목적은 유라시아 지역 내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이후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연
합’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 내의 통합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보, 나아가
유럽연합과 같은 강력한 연합국가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각각 상이한 목
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연합의 설립을 주도한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공동의 경제블록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구
성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
교역과 투자 협력, 노동인력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AEU 다른 회원국들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서 접근할 수 있다.
166) 강봉구(2014a), p. 9.
167) Fedorenko(200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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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이다. 이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협력에 필요성이 있다. 벨라루스는 러
시아와 국가연합을 추진하였던 동맹국으로 국제정치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러시아와 유사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서방 국가들
로부터 인권탄압국가라고 비판받으며 국제정치무대에서 고립되어 있고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는 아제르바이잔과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2020년 하반기에 발발했던 양국간의 전쟁에
서도 입증되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이다. EAEU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와 경
제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 에너지, 노동, 산업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EAEU 회원국
들은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이다.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 키르기스는 러시아에 에너지 자원을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은 중국으로 연결된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건설 이전에는 러시아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해왔다.
구소련 국가들 가운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이 자
국의 교역에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68) 이 가
운데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3개국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이다. 또한 CIS
전체 역내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
탄이다. 이 3개국이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인 것은 의미있는 점이다.
노동 부문의 협력에서는 키르기스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국가들로부터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168) 2016년 기준으로 CIS 역내 교역 비중은 벨라루스의 경우 전체 자국 교역의 60.9%에 이르며, 키르기
스는 42.3%, 아르메니아는 30.3%, 타지키스탄은 50.1%를 기록하고 있다. cisstat. http://www.
cisstat.com/(검색일: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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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이 각국 경제에서 적지 않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해외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 가운데 러
시아로부터의 송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69) 따라서 이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노동 부문의 협력이 사회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
부문에서 안정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환경에 있다.
셋째, 역사ㆍ지리ㆍ종교 등의 지정학적ㆍ문화적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카자흐
스탄은 전체 인구 가운데 러시아인의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벨라루스는 러
시아와 같은 동슬라브 민족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
다. 아르메니아는 주변의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인 것
과 달리 기독교 국가로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이 정치ㆍ안보ㆍ에너지ㆍ교역ㆍ노동 등의 부문에서 각국은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게 유라시아 지역주의, 유라시아경
제연합 설립에 특별한 의의를 두고 있다. 우선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협력
체를 통해 세계무대에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미 2010년 유럽안
보조약기구(OSCE) 순회의장국을 역임했으며, 2018년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
회의 비상임의장국의 지위를 담당하여 세계 정치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한 바 있
다. 또한 2017년에는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ㆍ이란ㆍ터키 등 3
국과 시리아 정부군, 반군 대표가 참석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을 아스타나에서 개
최하기도 하였으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카자흐
스탄은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자 하며, 이것이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제안하고 적극 참여하는 동인이 된 것이다.
169) 2017년 기준 키르기스의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5.41%에 이르고 있
으며, 아르메니아는 5.97%에 이른다. 한편 최근 옵저버 가입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가입 가능성이 있는 타지키스탄은 32.7%에 이른다. IMF, CBR. Moshes(2019),
p. 1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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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2050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30대
주요 경제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소결
러시아가 주도하여 설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근저에 유라시아지역주의와
함께 정치ㆍ경제ㆍ안보 부문에서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유라
시아경제연합의 형성과 발전이 유라시아 지역으로 동진하는 EU의 정책에 대
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방과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소련 시기
동유럽권과의 경제블록과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는 경제공동체는 유사한 성격
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제적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외부의 경제공동체와의 관계에 있다.
유라시아 지역공동체는 EU와의 정체성과 구분되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애국심, 종교, 공동체 등 유럽적인 정체성과는 구분
되는 보수적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170) 이러한 특성은 2020년에 개정된 헌
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조국 수호에 대한 공적 강조, 동성애 반대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보수적 정체성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협력기구 창설
주장과 구밀료프 유라시아 대학 설립에서 나타나듯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유라
시아 지역주의가 적극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라시아주의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20, 1930년대와 이후 소비에트 시기에도 알려
진 전통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유라시아지역주의에 기반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
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비유럽적 정체성의 유지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구소련 지역의 여러 형태의 경제적 네트워크 지속
170) 푸틴의 보수적 정체성 추구에 대해서는 강봉구(2014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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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의 유산이나 정체성과 함께 현실적인 경제발전의 필요
라는 두 축을 통해 설립된 결과물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향후 성과와 서방과
차별되는 가치 추구의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6. 결론
현대 러시아의 경제 정체성은 제정러시아 시기,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 체제
전환기 그리고 푸틴 집권 이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
내외 경제환경의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 각 시기들의 경제적 유산들이 상호 결
합하여 현대 러시아 경제의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정체성으
로 소유구조로서의 국가자본주의, 경제 엘리트의 형성, 농업공동체의 특성, 그
리고 유라시아지역주의에 기반한 경제공동체를 통해 현대 러시아 경제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시장이 경제의 핵심요소인 것과 달리, 국가
가 시장원리의 우위에 있다는 점이 러시아 경제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
다. 이는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구분과 상관없이 일관
된 특징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 러시아 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명명되기도 한
다. 러시아 혁명 이후 개인과 사회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들은 국가에 귀속되었
으며, 이같은 자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행사했다. 이로 인해
모든 생산조직과 사회조직이 국가와 연결되었다. 현대 러시아에서도 국가는 여
전히 주요 산업의 국영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체제전
환기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푸틴 정부는 주요
산업을 재국영화하였고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 푸틴 시기의 국가자본주의 강화는 과거의 유산과 함께 대외적 요인과
국내 요인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유산의 측면에서는 제정러시아

138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ㆍ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기 비테와 스톨리핀 총리가 주도한 자본주의 도입기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시
기를 거치며 형성된 국가주도 경제의 특징이 현대 러시아 경제에 여전히 영향
을 주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상황을 겪으며 국가 중심의
대응과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이 더욱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는 과거의 정체성과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산업의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신생 기업과의 민관 협력관계를 재
설정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러시아 경제의 최근 문제
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수입
대체산업전략과 ICT 등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ICT 부문에서 러시
아 시장을 주도하는 민간기업들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향후 시
장에 대한 국가주도 정책은 과거의 직접 소유가 아닌 주요 기업들에서 정부 대
리인이나 관련 인사들의 경영권 행사나 정부펀드들을 통한 금융지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운영의 핵심 세력인 엘리트의 형성은 과거 제정러시아 시기와 소비에트
시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 경제 엘리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
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현대 경
제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의 경제 엘리트의 지속이라는 측면이다. 제정러
시아 말기 총리를 역임하며 경제정책을 주도한 비테와 스톨리핀으로부터 소비
에트 시기의 경제관료를 거쳐 체제전환기의 가이다르, 추바이스 그리고 푸틴
시기의 쿠드린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으
나, 공통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적극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들
은 국가주의 경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맥정치, 후견의 관행 등에서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에서의 특징이 현대 엘리트 사회의 특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급 철
폐를 추구했던 소비에트 시기에 등장한 노멘클라투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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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유하였고 이들은 인맥과 상호 후견 등의 관행을 통
해 특권계층을 형성했다. 소련 해체 이후에는 개혁관료 집단과 함께 러시아 사
회의 지배 엘리트로 새로운 특권층인 올리가르히가 등장했다. 올리가르히는 정
부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ㆍ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대기업을 형성하고 정치에
도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가의 영향력 확대와 중앙집권화 정책이 강조된 푸틴 집권기에는 올
리가르히를 대신하여 실로비키로 불리는 정보기관이나 군인 출신의 엘리트들
이 대거 정부나 국영기업의 주요 직책에 등용되었다. 이들은 인맥주의나 후견
주의라는 러시아적인 유산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러한 측면들이 러시아 경제 엘리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러시아 경제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과거 러시아 농촌에서 형성되었던 미르에
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농노해방 이후에 농촌공동체인 미르는 농촌의 주요 행
정단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국가권력은 농민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농민들은 자신들의 관습법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였
다. 공동체 조직은 1900년대 초기 자발적인 농업협동조합 성립의 시기를 거쳐
소비에트 시기에는 농업집단화를 통한 집단농장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농촌
에서의 생산공동체는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었다. 집단농장은 전체 농장의 생산
효율을 목적으로 인력관리를 하였고, 가축ㆍ기계ㆍ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
였으며 1950년대 말에는 집단농장들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등 집단농장
단위의 공동의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또한 집단농장의 주민들은 주택과
행정구역에서 정치ㆍ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교육ㆍ문화 생활도 공동으로 영위
하였으며,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집단농장 내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농촌공동체의 정체성은 집단주의, 집산주의와 연계되었으며, 이는 러
시아의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된다.
현재의 러시아 농촌 경제는 과거와 같은 공동체와는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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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집단농장이 해체되면서 농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일부 농기
업들은 점차 대형화되어 이런 대형 농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
서 190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되었던 협동조합이 재등장하여
미르나 집단농장과는 다른 자발적인 형태의 공동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으로 1920~30년대 트루베츠코이 등 해외망명 러시아인들과 레프 구밀
료프 등의 일부 사상가들에 의해 주창된 ‘유라시아주의’ 정체성은 현대에 이르
러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계승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오늘
날 서방의 경제블록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소련 시기에
독자적인 반서방 경제블록을 형성한 경험이 있으나 소련 시기와 현재의 독자적
경제블록은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특성은 공
동체 형성의 토대에 지역주의로서의 정치ㆍ안보ㆍ언어ㆍ문화ㆍ역사 등 공동의
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푸틴 시기 유라시아주의 지향의 공동체
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신냉전으로까지 언급되는 2014년 이후
서방과의 첨예한 대결구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근저에 유라시아지역주의와 함께 정치ㆍ경제ㆍ안보 부문에서의 과
거의 유산과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적 정체성에 근
거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러시아 경제에는 국가자본주의적 요소, 경제 엘리트 형성, 농촌
공동체 정신,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등에서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소비
에트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정체성이 변용되며 유지되고 있다. 지난 세기 러시
아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경험했고 1990년대 체제전환을 거쳐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그 과정은 러시아 경제와 사회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에도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영향으로 위기를 겪었다. 경제 정체성의 긍정적인 요소
에 기반한 러시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관행 수정과 시스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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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경제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여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정체성의 발현과 영향력이 주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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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를 해보았다. 고대 러시아,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
현대 러시아의 법제도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속에
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 법제도를 유럽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함으로써 공시적 측면에서 러시아적인 특성을 찾아볼 것이다.
우선 현대 러시아의 정체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인 푸틴의 등장으로
‘러시아’라는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둘째 ‘법의 독재’를 통한 푸
틴의 러시아는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셋째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시대를 거치며 형성되어온 인맥을 통한 분쟁해결방법과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양립 가능한지, 넷째 러시아 법문화와 러시아인의 법의식을
고찰하면서 러시아 법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 원고를 통하여 질문
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시도를 해보았다.
또한 러시아 사법제도 형성과 관련하여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논쟁과 개혁의 도구가 된 배심제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
다. 배심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과거 제정러시아 시기 분쟁해결 문화를 엿
볼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
러시아 국가 정체성을 법제도적 측면과 분쟁해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대 러시아와 그들의 법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를 우리 제도와 비교함으
로써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
어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러시아는 남북 분단과 미소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먼 나라로 인식되어왔으며 이는 푸틴의 러시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
나 러시아는 우리가 유럽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창이며, 유라시아 대륙은 과거
로부터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또는 문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제도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 양국 관
계를 설정하는 데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문 재판관과 일반 시민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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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법관에 의해 독점되어온 재판 관행을 바꾸는
배심제도를 사법개혁의 화두로 올려왔다. 현대 러시아의 배심제도 부활, 더 나
아가 그들의 분쟁해결 관행을 연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도
가 될 것이다. 비록 성공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
로 활용한다면 우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1990년대 초 현대사의 거대한 변화의 한 장면, 소비에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
지고 “러시아 연방”이라는 신생 국가는 이제 막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하
여 혼란(카오스) 속에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빵과 우유 가격
에 놀라기도 하고 수입 오렌지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외국인으로 목
격한 그들의 삶은 치열했고 아이러니하게 고요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투쟁하는 모습 대신 그저 인내하며 온 힘을 다해 현대사의 굴곡을 견디고 있었
다. 내가 만난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 특성에 대해 “인내하고 참고 또
견디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굴곡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인내하며 견디는 힘의 원천은 신앙에 있다고 설명한다. 러시아 어디
를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비잔틴 양식의 사원과 일반 러시아인 가정에 하나쯤
있는 이콘은 그들의 예배이자 침묵의 설교를 의미한다고 한다. 러시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지는 않지만 스스로 그리스도
교 신자로 여기거나 신을 믿는다고 한다. 학자들은 러시아 종교의 특성을 “문화
적 종교” 또는 “관습적 종교”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
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는 그들
의 역사 속에 오래도록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의 DNA에 녹아 있어 종교가
아닌 하나의 문화 또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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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타타르 지배 시기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도 정교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심지어 대대적인 종교탄압을 하던 스탈린도 제2차 세계대전
이 발발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전쟁에 동원
하기 위해 정교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 성당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퍼졌고, 전선
에 나간 병사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성찬예배가 봉헌되었으며, 민족의 지도
자로 선동되던 스탈린을 위한 기도문이 낭송되었다.171)
1990년 다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고 알렉세이 2세가 총대
주교로 선임되었다. 최근 2020년 푸틴 대통령에 의한 ｢헌법｣ 개정에서도 정교
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로 선포되었다.172)
정교는 러시아 사회, 문화, 러시아인의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정교의 도입과
함께 비잔티움으로부터 로마법의 차용이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관습법과의 충
돌을 통해 전혀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잔티움의 종교를 수
용하면서부터, 러시아는 서유럽과 분리되었으며 13세기 몽골 타타르의 침략으
로 인해 러시아는 서유럽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서유럽과의 단절은 비잔티움
문화를 러시아에 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러시아 법제도 형성에 있어 권
위적인 통치구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정교는 슬라브인들의 강력한
친족의식과 결합하여 지극히 러시아적인 공동체 신앙을 구현해냈으며, 공동체
신앙은 미르공동체와 같은 농촌공동체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미르공동
체 내에서는 “사모수드”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그들만의 재판관
행을 만들어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해결은 주로 공동체 원로나 공동체 다
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과 화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장 강력한 처벌의 하
나는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으며 추방당한 죄인은 다른 어떤 공동체에도
171) 석영중(2005), p. 190.
172) 2020년 개정 헌법은 기존 1993년 헌법 67조에 67.1조를 추가, 67.1조 제2항에서 “천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러시아 연방은 신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이상, 그리고 러시아 국가 발전의 연속성을 전수
한 조상의 기억을 보존하며 역사적으로 확립된 국가 통합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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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였다.
러시아 역사에서 특히 법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정교가 유일한 사회변화 요인
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교 이외에도 여러 현상과 통치자들의 의지에 따라 역사
는 진보하고 가끔은 후퇴하고 그 굴레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슬라브
파와 서구파의 논쟁173)에서도 드러나듯이 정교가 러시아 역사의 주요한 변곡
점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에 있어 주요한 역사적 전환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잔티움의 종교를 러시아가 수용한 사건일 것이다. 둘째는
소비에트체제의 성립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회기한 사건이
다. 정교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서유럽의 전통과는 다른 러시아의 공동체적 관
습을 강화하고, 공동체 소유원칙을 형성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공동체 소유구
조와 계획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실현은 우연의 산물만은 아니다.
러시아인의 가치체계는 러시아 역사의 주요한 변곡점마다 영향을 미쳐왔으
며 러시아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인식도 역사 변화의 한 요소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상이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사적 소유권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과 러시아의 ‘소유’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세 유럽에서 사적 소유 정당화 논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
는 개념으로 발전한 반면 러시아에서는 토지를 재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노
동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신이 인간에게

173) 서구파는 정교회가 러시아의 낙후에 이바지했다고 믿었으며, 또 더욱 구체적으로 헤겔적인 변증법을
모델로 하여 새롭고 완벽한 문명을 향한 유럽의 행진에 러시아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 슬라
브파는 러시아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이 표트르 대제의 개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러시아의 구원은
서구화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교신앙으로 복귀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석영중
(2005),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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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것으로 그 땅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174) 귀족들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소유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
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주기적으로 토지 재분배를 실시하는 농촌공동체에 기반
한 토지소유제도하에서 사유재산 개념은 발달하기 어려웠다. 이보다는 노동력
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의 이용이 농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175)
둘째는 소유권 개념에 대한 법률적 개념화가 매우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1세기 이후 문헌인 러시아 최초의 법률문서인 “루스카야 프라브다”에서도 소
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176) 셋째로 유럽에서 근세
에 활발하게 논의된 소유권이론에 대한 논쟁이 러시아에서는 1905년 러시아
인들이 시민권을 얻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 관계 변화는 항상 러시아 경제ㆍ사회 개혁의 중요한 문제
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이다. 이반 3세의 토지소유 관계 개혁을 시초로 표트르
1세나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과 스톨리핀의 농업개혁, 사회주의 체제하에
서의 신경제정책,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소유권 구조 변화 문제는 개혁의 주된
방향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개혁의 대상이 되었다.177) 서유럽과 차별되는
러시아의 소유권 제도의 특성은 러시아의 대가족공동체 전통과 관련이 깊다.
분여된 토지에 대한 개별 농호의 배타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분여지
의 소유주체는 공동체이며, 아울러 모든 분여지는 법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기적인 토지 재분배 대상이었다. 나아가 가족 내부의 재산소유 관계에
있어서도 호주나 명의자에게 배타적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
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178) 결국 사적 소
유에 기초한 소유권 제도는 공동체 소유로 오랫동안 대체되어왔음을 알 수 있
174) 김영옥(2004), p. 89.
175) 위의 자료, pp. 89~90.
176) 위의 자료, p. 90.
177) 위의 자료, p. 90.
178) 위의 자료,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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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9) 러시아의 사적 소유권 미발달은 농촌공동체의 오랜 존속과도 관련이 있
다. 농촌공동체는 1906년 스톨리핀의 농지개혁 이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였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주의에서 다시 시장경제로 전환한 현대 러시아는 사회주의 법제도를 시
장경제체제로 수정하였으며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현
대 러시아의 소유권 구조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서유럽의 소유권 구조
와 다른 측면이 있다. 개인과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 형태가 다르며,
러시아 토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는 아직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동산은 물론 토지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도 러시아에서는 유럽적 전통
을 따르고 있지 않다. 즉 서양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 원칙
을 채택해서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데 반하여(｢독일민법｣ 제94조, ｢스위스민법｣ 제655
조, 667조, ｢프랑스민법｣ 제517조 이하) 러시아에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
한 정착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면서, 토지와 건물의 이중소유구
조가 가능해진 것이다.180) 이는 러시아의 소유권 제도가 국가 소유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민사소
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화해
를 통해 선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오랜
분쟁해결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결국 러시아의 법제도 및 분쟁해결 문화는 현
대 러시아에 와서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도 있으나 아직도 과거와의 연속성을
지니는 경우도 발견된다.

179) 김영옥(2004), p. 91.
180) 위의 자료,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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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가. 비잔틴 문화 유산과 러시아 정체성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정체성은 공
식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사회적 논쟁이 구성원들 간에 합의에 이르거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경우 법제도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공식화한
다. 법제도는 그 사회의 현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며, 같은 제도의
시대적 발전 과정을 통해 그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수직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다른 사회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체성을 더 잘 파악할 수도 있다.
정체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지만 정체된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 요인
에 따라 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 변하거나 위로부터 혁신적인 정책이
주입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
도 한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통치자의 교화에 따라 개혁사상이 위로부터 주입
된 경우가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발견된다. 예를 들면 10세기 키예프 공후 블
라디미르가 비잔틴 정교회를 수용하여 공국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사건은 대표
적으로 위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이 주입된 사례이다. 비잔틴 정교회를 러시아
국교로 채택함으로써 당시 다신교와 자연숭배를 하던 러시아인의 가치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다. 정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탄압받거나 추방당
하기도 했다. 비잔틴으로부터 수입된 정교는 키예프 러시아의 문화, 관습과 충
돌하면서 일부는 제도권으로 흡수되었으나 러시아의 관습법이 살아남은 사례
도 있다.
또한 1860년대와 1870년에 걸쳐 차르 정부는 농노해방을 시작으로 일련의
위로부터의 혁신인 ‘대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181) 대개혁에는 법 앞에서 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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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등,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분리, 공개재판, 배심제도 도입, 변호사제도
시행, 법관의 정년보장과 같은 사법개혁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알렉산드르 2세의 선량한 의지의 산물로 간주되었다.182)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도 위로부터의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푸틴 대통령
은 2020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 제안을 보내 헌법에
대한 전면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특성은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급진
적인 사회변혁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황제가 통치하던 제정러시아, 사
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붕괴, 1990년대 시장경제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다만 이런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 속에
서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권위주의적인 통치시스템’을 들 수 있다.
즉 그가 차르(царь)로 불렸든지 아니면 서기장으로 불렸든지 간에 국가의 최
고 권력자가 “법 위에”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던 러시아의 법
전통은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온 러시아 통치체제의 권위주의적인 전통은 흔히
러시아가 11세기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된 “로마법의 계수”라는 역사적
흐름에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83)
로마법의 계수란 12세기의 르네상스와 함께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비롯한 유럽
각 도시에 탄생한 법과 대학에서 유스티니아누스의 ｢시민법대전｣의 연구와 교육
을 통해 로마법이 체계화되어 중세 서유럽 각지에 보급되고 적용된 현상을 말한다.
학자들은 로마법의 계수가 단지 로마법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이상의 사회ㆍ정
치사적 의미를 지닌 법과 법치에서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184)
서유럽에서 법치주의의 역사적 형성을 다룬 저서에서 헤럴드 버만(Harold
181) 이시연(2009), p. 144.
182) 위의 자료, p. 144.
183) Smith(1996), p. 5 참고.
184) 배정한(2002), p. 2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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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an)은 로마법의 계수를 통해 새로 형성된 서유럽 공통의 법 전통의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종교, 정치제도 등 다른 제도와 상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법제도의 독
자적 영역이 형성되었다.
② 법과 관련된 실무는 대학 등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특정한 전문가층, 즉 법
률가들이 맡게 되었다.
③ 법제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법학은 법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④ 법은 서로 연관된 전체, 즉 통합된 체제로 인식되어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전하며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법이 정치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것
으로 인식되어 국가 자체가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상, 즉 법치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85)
그러나 11~12세기 러시아에서 로마법의 계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원주
의적 서유럽의 발전과는 구별되는 러시아의 고유한 사회ㆍ정치적 발전양상에
기인한다. 러시아는 당시 비잔틴 연방의 일원이 되면서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지 못하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유지되었
던 전제정치적인 “황제교황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186)
“황제교황주의”는 세속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속의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이
다. 당시 비잔티움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부터 세속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종교적 권리도 가지
고 있었다.187) 비잔티움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수용된 정교는 “황제교황주의”

185) Berman(1991), pp. 24-30에 기초해서 재구성.
186) 배정한(2002), p. 283.
187) 남정우(2009), pp. 41~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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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1380년 모스크바 공국의 공후 드미트리가 정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240여
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해온 몽골 군대를 물리친 사건은 정교회와 통치세력이
연대하여 새로운 러시아 체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13세기 몽골 군대의
침략을 받기 이전 러시아는 몇 개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공후들이 제각기 자
기 영역을 지배하는 분할 영주 시대였다. 정교회의 도움으로 몽골 군대를 물리
친 이후 도시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공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앙정부를 중심
으로 한 국가 형태가 갖춰지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 대공(大公)이 아닌 황제로 칭했던 이반 3세(1462~1505)도 정
교를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자신이 비잔틴의 합
법적인 계승자임을 자처하였다. 러시아의 차르가 비잔틴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
아 지상에서 신의 대표자로서 정교회를 보호하고, 정교회를 반대하는 자를 응
징해야 하는 제2의 콘스탄틴이 된 것이다.
표트르 대제(1682~1725)는 1725년 1월 총대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교회 협의회(콜레기야, Коллегия)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회 법규의 승인을 발
표하였다. 협의회 위원장과 위원 11명은 모두 표트르 대제가 임명하였다. 전
위원들은 표트르 대제 앞에서 충성과 복종을 서약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정교
회의 최고 수장은 총대주교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가 교회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된 것이다.188)
러시아의 역대 통치자들은 비잔티움의 제도와 종교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
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즉 체계화된 교리를 가진 비잔티움의 국
가 종교인 정교회를 받아들임으로써 행정체계를 중앙집권적으로 개선하고 관
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교의 권위를 빌려 자신과 후계자들의 통치기반을 강
화할 수 있었다.

188) 남정우(2009), pp. 41~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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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러시아는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 정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더불
어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였으나 비잔티움 문화의 일부인 로마법은 종교와 결
부되어 “신성한 것”으로만 이해되었을 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
는 “로마법의 계수”라는 중세 서유럽에서의 법 발전과 비교해볼 때 뚜렷이 드
러나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발전양상이다. 반면 정교는 러시아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힘으로서, 그리고 국가통합의 토대로서 러시아인들의 정신세계와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한 240여 년에 걸친 몽골 타타르족의 지배는 러시아를 서유럽의 문화적ㆍ
법적 발전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하였으며, 특히 몽골제국의 중앙집권적이고
전제적인 특성은 비잔티움으로부터 물려받은 “황제교황주의”의 전제정치적인
성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서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189)

나. 푸틴의 ‘법의 독재’와 권위주의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강한 러시아’를 연상
시키는 푸틴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2000년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선언하며 등장한 푸틴은 2021년 현재까지
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최대
2036년까지 합법적으로 권좌에 앉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은 67% 투표율과 78%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연임하여 8년간 대통령직을 수
189) 배정한(2002),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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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2007년 12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본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로 재직하였다. 2012년 대선에 재출마하여 3선
임기를 마쳤으며, 2018년부터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푸틴은 2004
년 재선에서 71%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2년 63.6%, 2018년 대선에서는
76.69%190)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왜 러시아인들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푸틴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
는 것일까?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도 러시아인들은 푸틴에게 힘
을 실어주었다.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배경은 소련체제 붕괴의 책임이
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나 체제전환기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전임 대
통령인 옐친과 대비되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강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인들
의 집착과 열망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고르바초프는 개혁주의자로 평가되어 서방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러시아 국
민에게 ‘조국을 팔아버린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아왔다.191) 고르바초프의 후
임으로 등장한 옐친은 개혁파 정치인으로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러시아 국
민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1991년 독립 이후 경제개혁 실패, 마
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조직 범죄율의 증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 추락
등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192) 또한 1996년 제1차 체첸 전쟁 패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및 탄핵 위기로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
다. 1996년 연초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보리스 옐친은 겨우 3% 지지율
을 얻는 데 그쳤다.193) 최대 악수는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

190) Анастасия Корня, Елена Мухаметшина, Ольга Чуракова(2018), За счёт чег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становил выборный рекорд, Ведомости(19 марта 2018),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0
марта 2018.
191) Центр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недоступная ссылка)(2014), Архивировано 16 марта
2014 года.
192) Kotz and Fred Weir(2007), p. 400.
193) Ельцин Б. Н.(2000), АС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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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선거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올리가르히(과두재벌)에게 러시아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통제권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옐친과 결탁한
보리스

베레좁스키(Boris

Berezovsky)와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미하일 호도르콥스키(Mikhail Khodorkovsky)등 몇몇 올리
가르히는 옐친 집권 몇 년 만에 세계적인 부호가 될 만큼 큰 재산을 모았다.194)
무기력한 지도자 옐친의 영향으로 1996년 실시된 러시아 전국 여론조사에
서 응답자 중 거의 4분의 3이 “권력은 강하고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에 “전적
으로 동의”했고, 3분의 2가 강력한 지도자의 단단한 손만이 국가의 질서를 유
지하고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러시아인은 존경할 만
한 지도자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기를 희망했으며, 강력한 권위 아래에서 국
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195)
특히 1990년대 초부터 1999년 옐친 집권 전반에 걸쳐 발생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은 러시아인들에게 ‘강한 군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소비에트가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 당시 일반 러시아인들의 삶은 혼란
과 악몽 그 자체였다. 1992년 한해 물가상승률은 2,600%나 되었으며, 통계에
의하면 일부 품목은 연간 4,000% 이상 상승하였다는 자료도 존재한다.196)
1993년 들어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약 1,00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1992년 초부터 시장경제체제의 토대가 되는 생산수단
의 사적 소유 및 민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민영화
를 추진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분배된 액면가 1
만 루블의 사유화 증서(voucher)의 발행으로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1994년
6월 30일 1단계 민영화가 완결되었다. 1단계 민영화를 통하여 중ㆍ대규모 기

194) Ельцин Б. Н.(2000).
195) 빌링턴(2004), 번역: 박선영(2018), pp. 92~93, p.172.
196) 한종만(2009),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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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대중 사유화가 실현된 것이다. 이를 통해 1992년 말까
지 4만 7,000여 개, 1993년 말 8만 9,000여 개의 국유기업이 사유화되었으
며, 1994년 9월 말까지 사유화된 기업의 수는 10만 8,000개에 이르게 되었다.
대규모 사유화가 빠르게 추진되어 러시아의 중소ㆍ대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사
유화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비중이 1992년 말 0.2%에서 1994년 6월 86.3%로
증가하였다.197) 그러나 사유화 과정에서 마피아와 올리가르히가 대거 등장하
였고, 이들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을 싼값에 사들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 올리가르히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하여 사업을 벌이기
도 했으며, 이들의 부정부패와 사치 향락은 그야말로 악명이 높았다. 그 당시
러시아인 대다수가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기존 가치관의 붕괴, 재산이 휴지조각
이 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은 해외로 호화여행을 가거나 고급별장을 지
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축적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또한 올리가르
히는 정경유착과 뇌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불법ㆍ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
다.198) 그뿐만 아니라 마피아와 결탁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조직범
죄에 가담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저지름으로써 러시아와 그 주변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날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
조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혼란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나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다. 1991년 12월, 공산
당이 이끌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이 붕괴하고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이 독립함에 따라 러시아연방도 1991년 12월 12일 독립을 선언
하였으나, 1993년 12월 12일 ｢연방 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 전까지
형식적으로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개인의 사적 생

197) 이종문(2007), pp. 45~50.
198) 나무위키, “올리가르히,” https://namu.wiki/w/%EC%98%AC%EB%A6%AC%EA%B0%80%EB%
A5%B4%ED%9E%88(검색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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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러시아 연방 민법전｣은 1994년부터 10년이 훨씬 넘
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정199)되었다. 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형법｣
(1996년 제정), ｢토지법｣ 등의 제정 작업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일단
락되었으며 이후에도 잦은 개정을 수반하였다. 또한 러시아 사법제도의 근간
이 되는 기본법도 1996년 12월 31일 입법되면서 1997년이 되어서야 그 형태
가 갖춰졌다.
체제전환 직후 사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에 따른 혼란으로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급속히 증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현되지 못하는 혼란 상태였다.
소비에트 붕괴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던 러시아에
체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등장한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러시아가 당면
하고 있는 무법천지를 해결해줄 구세주로 여겨졌을 것이다.
2000년 1월,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은 러시아연방 법무부 직원들과 모임에
서 ‘법의 독재(Диктатура закона)’를 언급하면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
장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법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토
지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아직 정비되지 않은 기초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지방정부들이 ｢헌법｣과 연방 법률에 어
긋나는 입법을 함으로써 생긴 법적인 혼란을 제거하여 ‘단일한 헌법 공간’을 지
켜야 함을 역설하였다.200)
푸틴은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성과물로
서 2001년 ｢러시아연방 판사 지위 개선에 관한 법률｣,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199) 그 전체가 총 4부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제정된 민법전은 제4부가 2008년 1월에 시행되면서 완성되
었다.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제1부(총칙,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 채권 총칙)는 1994년 10월 제정,
1995년 1월 1일 시행. 제2부(채권 각칙)는 1995년 12월 제정, 1996년 3월 1일 시행. 제3부(상속
법, 국제사법)는 2011년 11월 제정, 2002년 3월 1일 시행. 제4부(지적재산권법)는 2006년 12월 제
정,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명순구, 이경우(2010), pp. 276~278.
200) Johnson’s Russia List, no. 4081(2000. 1. 31), no 4082(2000. 2. 1), https://www.kommersa
nt.ru/doc/141144(검색일: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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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및 ｢변호사 활동 보장과 그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입법 지시를 통해 ‘법의 독재’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푸틴
이 주장하는 ‘법의 독재’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법
의 집행에 있어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0년 7월 러시아의 신흥 재벌 22명을 크
렘린에 초청해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고 정치와 거리를 둔다면 사업을 보
장”201)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집권 초기부터 언론매
체를 소유한 올리가르히를 ‘법의 독재’라는 이름으로 제재하였다. 이듬해인
2003년 7월에는 호도르콥스키(석유가스기업 유코스(Yukos) 사장)를 횡령, 조
세포탈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하는 등 올리가르히와 각을 세워왔다.
옐친 시기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세르게이 푸가초프(Sergey Pugachev),202)
블라디미르 구신스키(Vladimir Gusinsky, 러시아 NTV 방송사 사주), 보리스
베레좁스키(러시아 언론사 ORT 사주이자 ‘Sibneft’ 석유가스 재벌) 등도 소유
자산을 몰수당하고 해외로 망명했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등 몰락했다.
푸틴은 올리가르히와의 결별을 통해서 열친 시대에 만연하였던 정치권력의
누수를 차단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권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다.
2008년 5월에는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
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민
족주의를 고취했다.
201) Хроники 1999–2009 гг., 2009 «Обязан посадить» (недоступная ссылка). «Ведомости»
(23 марта 2009). — «Особого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бизнес в 2000 г. не почувство
вал. Всего две жертвы, да и те — одержимые политикой Березовский и Гусинский»,
— вспоминает сейчас известный бизнесмен,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4 марта 2019. Архивир
овано 26 марта 2009 года.
202) 러시아 금융 재벌로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 옐친 대통령에게 푸틴을 대통령직에 적합하다고 추천
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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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러시아’는 옐친 정부가 체제전환 초기에 범한 주요 실패들, 즉 정치
및 법률 개혁에 앞서 경제적 변화에 돌진했던 것을 바로잡을 것을 제안하고 옐
친 시대에 행해진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203)
푸틴의 러시아는 ‘법의 독재’에 의한 통치를 꿈꾸며,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
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얻고자 한다.
푸틴은 선임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대중 지지를 얻고 등장한 후 그 지지율을 유
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체제전환 초기 무법천지와 사회적 혼란보다는 푸틴의 ‘법의
독재’로 대변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방의 시
각과는 달리 올리가르히에 대한 푸틴의 강경한 태도도 환영받아왔다.

소결
현대 러시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가장 먼저 연상되는 푸틴은 러시아 현
대사의 지배자로서 러시아 정체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제임스 빌링턴은 푸틴은 민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된 독재적 방
법을 사용하면서 현대판 차르로 등극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204) 옐친에
이에 민주적으로 당선되어 러시아에 만연한 부패근절과 개혁을 강령으로 내걸
고 법의 독재를 강조하면서 법을 도구로 언론자유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
고 지방자치를 축소함으로써 러시아연방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205) 푸
틴은 ‘법의 독재’를 강조하며 형식적으로는 법치에 근거하여 통치를 하는 듯하
나 그 본질은 법과 독재가 양립할 수 없는 용어인 것처럼 그의 통치체제도 매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매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생중계되는 그

203) 빌링턴(2004), 번역: 박영선(2018), p. 88.
204) 위의 자료, pp. 88-89.
205) 위의 자료,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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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권위적이고 유능한 업무능력은 언론통제에 기반한 ‘완벽한 푸틴’ 만들기
의 다름이 아니다.

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형되어온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문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0년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1993년 ｢헌
법｣에 대한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고 이후 일사천리로 ｢러시아 헌법｣ 개
정절차가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0년 7월 1일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가 시행되
면서 마무리되었다.
｢러시아 헌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지난 1993년 현행 ｢헌법｣을 채택한 지
27년 만이며, 이번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에 수
정이 가해졌다.206)
푸틴 정부의 이번 ｢헌법｣ 개정의 목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
선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헌법에 배치되는 국가 간 협약 및 국제기구의 결정
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가 없다’라는 문구가 신설되었다. ｢러시아 헌법｣에 위배
되는 국제법 원칙에 대해서는 배타적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기존 법체계는 국제조약이 국내 법률보다 상위에 있음을 천명
해왔으나 이번 ｢헌법｣ 개정으로 그 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러시아 헌법｣
에 위반되는 국제조약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된 것
이다. 또한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행동이나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국가통치의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영토의 재반환
206) ｢국민투표 통과 러시아 개정 헌법, 어떻게 바뀌었나?｣(2020. 7. 1), https://www.yna.co.kr/view/
AKR20200702006000080(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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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러시아 헌법｣ 제
67.1조를 추가하고 정교가 러시아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념적 근간이었음을
선포함으로써 러시아 민족주의와 정교를 연결하였다.
두 번째 ｢헌법｣ 개정의 목표는 ‘법의 독재’를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개
정 ｢헌법｣은 대통령 중임 가능 횟수를 두 차례로 못 박아 장기집권 가능성을 차
단했다. 또한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연이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기존 ｢헌법｣ 조항에서 ‘연이어’란 표현을 삭제했다.207) 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직을 두 차례 연임한 뒤 물러났다
가 다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계속 연달아서 하든 물러났
다가 다시 돌아오든 동일 인물은 무조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했다.208) 외형적으로만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배제한 민주
적인 개헌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상ㆍ하원), 지방정부 간 권력분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ㆍ부총리ㆍ일부 장관 등의
임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됐으며, 상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장
과 재판관, 대법원장과 판사 등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통령의 권한을
각각 상원과 하원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의 문제점은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특별조항이 포함
된 것이다. 즉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끼워넣었다. 개정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
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푸틴은 원칙적으로 대선에 재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나, 특별조항 신설로 기존 임기가 제로가 되면서 4기 임기가 종료되는
207)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одобренными в ход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1 июля 2020 года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1).
208) 유철종(2020. 7. 1), ｢국민투표 통과 러시아 개정 헌법, 어떻게 바뀌었나｣(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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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출마하여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가
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209)
러시아연방에서 헌법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러시아연방 ｢헌
법｣은 1993년 제정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결함을 내
포하고 있다. 즉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1억 700만 명
중 5,800만 명이 투표하였고210) 그중 58%가 찬성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총유권
자 수의 31% 찬성을 얻는 데 불과하였다. 당시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총
유권자 수의 50%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통과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
나, 옐친은 임의로 ‘참가 투표자 수의 50% 이상’으로 왜곡 해석한 것이다.
1993년 ｢러시아 연방 헌법｣은 ｢러시아연방의 점진적 헌법개혁에 관한 대통
령령｣ 제1400호와 이를 둘러싼 조치들이 비헌법적이었다는 점,211) 국민투표
에서의 개표 조작설과 정족수에 대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있었다는 점, 헌법 초
안에 대한 토론과정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점 등 그 정당성에 심한 훼손
이 있었다.
또한 1993년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일부 학자들은 ‘초대통령 중심제(super-presidentialism)’212)라고 칭하고 있
으며, 러시아 대통령을 러시아의 황제를 칭하는 ‘차르’에 비유하기도 한다.213)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에 비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광범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헌법｣ 제정
209) ｢국민투표 통과 러시아 개정 헌법, 어떻게 바뀌었나?｣(2020. 7. 1), https://www.yna.co.kr/view/
AKR20200702006000080(검색일: 2020. 10. 2).
210) 1994년 5월 4일 이즈베스챠 신문(소련의 정부기관지였던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에서 5,800만 표 중
900만 표가 무효였다고 밝혔다.
211) 1993년 9월 21일 옐친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러시아 연
방의 점진적 헌법개혁에 관한 대통령령 제1400호’를 발령하였으며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12) Holmes(1994), p. 123.
213) Korkeakivi(1995),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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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옹호하던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다수당인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
워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14)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93년 ｢헌법｣은 2020년 푸틴 대통령에 의해 대폭
수정되기 전까지 러시아의 실효성 있는 ｢헌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러시아의 두 차례에 걸친 ｢헌법｣ 제ㆍ개정 절차를 보면서 러시아식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법치’를 단순하게 ‘법으로 다
스린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치’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장식용 개념으로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관제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치’란 법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으로 ‘권력을 장악한 집단
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즉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편의와 욕망, 이익에 맞게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통치질서를
지칭한다.215) 한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지
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용하자는 발상이 법치 이념의 근간이다.216) “인치”와 대립하는 “법치”를 법
에 따른 지배(rule by law) 개념으로만 보면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다스릴 때 폭력
을 동원하기보다는 제도화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통치를 하면 충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법치”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파악한다면 국가권력, 정치권
력을 가진 사람은 법에 따라 통치하고, 그 자신도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국가권력이 ‘법을 수단으로 삼아 통치’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즉 ‘법의 지배’는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214) Holmes(1994), op. cit., p. 124.
215) 김도균(2012), pp. 51~52.
216) 위의 자료,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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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국가 작용, 특히 입법 작용 전반에 관하여 법률의 실체
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17)
결국, 법치주의를 넘어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러시아 사회를 바
라본다면 아직 인치와 법치의 경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차례 걸쳐 진행된 푸틴의 법률 개정과 이번 ｢헌법｣ 개정은 겉으로 보기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지만, 그 본질은 ‘푸틴에 의한 인치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법의 지배’가 없는 “법을 통한 지배”는 항상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법의
독재라는 강령 아래 이행기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불법에 대항할 수 있
는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서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인 ‘법의 지배’에 기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가. 정교와 러시아 관습법의 충돌
성(聖) 블라디미르는 신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다.218)
강도 행위(разбой)가 늘어나자 주교들이 블라디미르에게 말하였다.
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죄를 범하기가 두렵다.
그들은 물었다. 신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라고 당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신의 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도들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블라디미르는 벌금(Вира)을 폐지하고 강도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그에게 주교들과 원로들(Старый)이 말하였다.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만
217) 김도균(2012), p. 52
218) 배정한(2002), p. 27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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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우리가 벌금을 받는다면 말과 무기를 위한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는 말하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다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습대로 살게 되었다.

상기 러시아 고전 문헌은 고대 러시아의 관습법과 비잔티움으로부터 교회법
을 통해 차입된 규칙의 충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고대 러시아의 키예
프 공국에서는 사형에 대한 처벌로 금전적 보상(재산형)을 요구하였으며 피해
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벌금이 달리 책정되었다. 벌금은 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대공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였는데, 대략 40그레번 정도 되
었으며 이는 소 20마리 또는 숫양 200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219) 당시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는 생명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대 러시아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럽의 사법체계는 단일한 뿌리에서 발전하였다.220) 그 공통의 기반을 이루
는 것이 로마법과 교회법이다. 로마법은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
(527~565 재위)가 편찬한 ｢로마법대전｣을 통해 서유럽 전역에 전해졌으며,
11~12세기 르네상스기에 로마법이 서유럽의 교육기관과 대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부활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로마법은 17~18세기가 되어서야 본격
적으로 러시아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221) 다만 7세기 이후 슬라브 민
족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911년과 945년 양국 간
체결한 평화조약에 비잔틴의 ｢형법｣ 및 ｢소송절차법｣ 특히 살인, 절도, 상해,
강도, 납치, 폭행 및 노예의 처벌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
하여 ｢러시아 관습법｣으로 일부 차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비잔틴, 즉 ｢로마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219) О. И. Чистякова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Древней Руси(1984), Росси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Х
-XX веков, В 9т, М., p. 92.
220) 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 네이버 블로그(검색일: 2020. 10. 1).
221) Smith(1996), p.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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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이 법제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블라디미르스키 부다노프(М.Ф.В
ладимирский-Буданов)를 포함한 다수의견이다.222)
러시아에서 사적 소유의 전통이 미약한 것은 정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즉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며,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더 비중
을 두었던 종교적인 가르침은 러시아의 가족공동체에 기초한 농촌공동체와도
연결된다. 농촌공동체는 오랜 옛날부터 러시아 농촌에 존재해왔다. 8세기경 비
잔틴에서 편찬된 ｢농민법｣에서 자유농민과 농촌공동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는데, 이는 비잔틴 제국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슬라브인들의 관습법에서 유래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농촌공동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223) 러시아의 가족공동체는 일반적으로 20명에서 30명의 대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거의 결혼에 의한 혈연관계로 맺
어졌다.224) 대가족공동체는 러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러시아의 특수
한 기후조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 보는 학자들이 많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있
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농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대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최초의 법률문서인 “루스카야 프라브다” 12
세기 판본과 리투아니아 관습법을 모아놓은 법률문서에서도 농촌공동체에 대
하여 언급하면서 가족공동체를 모태로 자생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즉 농촌공동체의 형성은 자발적인 가족공동체에서 확대된 농민의 결합체라는
것이다.225) 가족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은 상당히 민주적이었다. 즉 가족구성
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대표의 권한으로 공동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
며, 전체 가족회의를 거쳐 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동의 없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토
222) М.Ф. Владимирский-Буданов(1907), pp. 90-94.
223) 김영옥(2004), p. 86.
224) 위의 자료, p. 85.
225) 위의 자료,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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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족공동체는 구성원의 신분
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경작한 수확물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분배되었고, 공동으로 노동하는 것 이외에 집안의 여인들이 부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가족공동체를 확대한 농촌공동체는 대가족공동체보다는 엄격한 규율을 가
지고 있었다. 다른 촌락으로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공동체를 떠
나서 생활할 수도 없었다. 농촌공동체에 속한 토지뿐만 아니라 숲이나 목초지
도 농촌공동체가 관리하였으며, 그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통솔
되었다.226) 농촌공동체는 토지재분배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담하였다.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사하고, ｢관습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대공 시기(988)에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여 “비잔틴 연방”의 일원이 되면서 ｢교회법｣을 통
해 ｢로마법｣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모교회와 밀접한
연관 아래 발전되었던 러시아 정교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였던
｢로마법｣을 받아들이는 주요 통로였다. 토착 ｢관습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
향은 슬라브어로 번역되어 교회권에 유포된 비잔티움의 법규범을 통해 이루어
졌다. 주로 교회권에서 편집되었던 관계로 세속법률 문헌과 함께 공의회의 결
정 및 ｢교회법｣ 그리고 교부의 저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법률 문헌 모음집에 실려 있는 러시아 공후들의 법령집 중 특히, “루
스카야 프라브다(Русская Правда)”는 키예프 공국의 법규범 모음집으로 대
체로 기독교를 수용한 결과로 어느 정도 변형된 고대 슬라브 부족사회의 ｢관습
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루스카야 프라브다”는 1016년부터 15~16세기까지
통용되었다. ｢형법｣, ｢채권법｣, 상속, 가족 및 ｢절차법｣ 등의 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13세기부터는 노브고로드의 교회 법정에서도 적용되었다. “루스카야
226) 김영옥(200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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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브다”에서도 살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적용되었다. 사회적 지위가 없
는 단순한 자유인을 살해한 경우 40그리벤, 농노와 하인들을 살해한 경우는 5
그리벤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신체적 상해와 강도죄에 대해서는 살인죄
에 비해 낮은 액수의 벌금이 책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슬라브어로 번역되어 교회 영역에서 유포되었던 비잔티움의 ｢로
마법｣ 규범은 러시아의 토착 ｢관습법｣ 형성에 이바지하였으나 비잔티움에서
들여온 ｢로마법｣은 주로 교회 법정 관할에 속하는 영역에만 적용되었다.227) 교
회 법정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범주의 자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졌으며, 신앙과 관련된 범죄 및 혼인과 상속에 관한 사항을 심판하였다. 하지
만 교회 법정은 자신의 고유한 담당 영역에서조차 러시아 토착 ｢관습법｣을 적
용하기도 하였다.
13세기 후반 또는 14세기 초엽에 기존의 “루스카야 프라브다” 속의 규범들이
부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서 사용하게 된 ｢프라보수지예 미트로폴리
치예-“대주교의 재판”｣은 교회 외에 세속 사건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루스
카야 프라브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인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 세분되
었고, 이혼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었으며, 시효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이 지닌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살인죄의 처벌
과 관련해서는 비잔티움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소결
러시아 고대 법령은 정교를 비잔티움으로부터 받아들임과 동시에 일정 부분
비잔틴의 영향을 받았으나 비잔티움 법령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228) 특히 분쟁해결은 가족공동체를 확대한 농촌공동체 내에서 자발적
227) В. М. Живов(2002), Живов, Разыскания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и преды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
льтуры,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pp. 187-305.
228) Л. В. Милов(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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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체적 소유에 기초하여 분배도 구성원 간에 협의를 거쳐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 ｢관습법｣과 비잔틴으로부터 수용한 규범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러시아 ｢관습법｣의 적용이 우선되었다.229) 다만 결혼 및 상
속 등 ｢가족법｣ 규범은 ｢교회법｣을 통해 러시아 ｢관습법｣ 안으로 차입되었다.

나. 러시아의 법문화와 법의식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에 법문화가 없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법문화는 역사를 통해 관습적으로 형성된 국민의식에 내재하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ㆍ태도ㆍ인지ㆍ희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여건ㆍ환경ㆍ제도 등도 법
문화의 일부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과 개개인의 성향 등도
법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법의식이 낮거나 높을 수는 있지
만, 법문화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230) 러시아에 법문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러
시아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법적 허무주의” 경향에 기인한 듯하다.
법문화는 대체로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
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국가 또는 한 집단 내에서 공통적인 법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231)
일반적으로 법의식은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감정
또는 태도를 의미하며 법문화는 이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한 사회의 법제
도, 법이론, 법의식을 총칭하나 법의식, 법감정, 혹은 법인식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때로는 혼용되기도 한다.232)

229) В. М. Живов(2002), В. М. Живов, Разыскания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и предыстории русско
й культуры,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pp. 187-305.
230) В. Н. Гуляихин(2013), pp. 135-158.
231) 다음 블로그, 양현아, 법문화와 법의식, http://blog.daum.net/100parchung/2397(검색일:
2020. 11. 12).
23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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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규범 등을 이해하고 확정
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누구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개념이
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다. 또한 한 사회의 경계 안에 하나의 문화만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지역 계층, 직업집단 등에 따라 때로는 다른 문화들
이 존재하므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법문
화에는 국가적ㆍ지역적 경계가 있고, 나아가 법과 사회의 괴리가 존재한다.233)
법과 사회의 괴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일반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
지만 러시아에서 이 문제는 러시아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러시아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종교와 관계가 깊다. 즉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법적 허무주의 경향은
정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저명한 법사회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교회는 러시아 법률,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악사코프(K. S. Aksakov)는 뺷러시아인의 내면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러시
아인은 신앙과 영혼의 구원을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그 이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234) 특히 러시아인에게 있어서 법은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의 창작물로서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미흡한 제도라고 언급하
였다. 스몰렌스키(M. B. Smolensky)는 법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은 매우 부
정적이라고 설명한다. “법은 매우 편협하고 경멸해야 마땅하며 역사발전에 어
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법에 대한 경멸은 러시아 법문화의 특성
이라고 주장하였다.235) 같은 맥락에서 노브고로드체프(P. I. Novgorodtsev)
는 그의 ｢러시아 법철학의 독특한 요소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국가, 역사,
법,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러시아인의 정서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정교만이 인

233) 위의 자료.
234) К. S. Аксаков(1855), «О внутреннем состоянии России», Русская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
ская мысль. 1850-1860-е годы: Хрестоматия,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
та, 2012.
235) М. Б. Смоленский(2003), Право и правовая культура в системе социальной регуляци
и,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Юрид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РГЭУ, № 1. Изд. РГЭ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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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구원할 수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법의 이행은 거부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236) 러시아인들은 종교에 의존하여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인의 법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인구 대
다수의 법적 무지, 법 교육의 흠결, 법 자체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들은 과거 소비에트체제의 유산을 지적한다. 권리와 자유를 장기
간 억압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사를 속
이는 법,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
이 법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는 전 러시아 역사에 걸쳐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현
상이다.
일반 러시아인들이 경험하는 소비에트 시대의 법제도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는 계획경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전제주의와 질적으로 다
른 형태이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정러시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빌링
턴은 “소비에트 시대는 어떤 면에서 표트르 대제 이전부터 로마노프 왕조 전대
에 걸쳐 러시아의 특징이었던 비잔티움풍의 강압적인 의식주의를 연상시킨다.
이콘, 향, 종소리 등은 레닌의 석판화, 싸구려 향수,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로 대
체되었다. 어디서나 들려오던 기도문과 정교회 예배를 알리는 외침 소리는 최
면적인 통계 숫자와 노동의 촉구를 알리는 라디오 확성기의 피할 길 없는 소음
으로 대체되었다”237)라고 표현하였다.
소비에트는 공산당 독재에 기초하여 한 명의 서기장이 장기집권을 하는 등 제
정러시아 시기 군주와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였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법권은 공산당 독재에 종속변수로만 존재하였다.
236) П. И. Новгородцев(1995), «О своеобразных элементах русской философии права» Соч. М.
237) Billington(1970), p.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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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시대, 러시아인들은 공산당 독재 체제하에서 형식적으로 법을 준
수하였지만, 법적 허무주의는 최고조에 달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시기에 나타난 법적 허무주의는 혼란과 무질서, 범죄
율의 증가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관의 혼돈과 관련이 깊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
에서 전 국민의 고용이 유지되고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던 사회에 적
응했던 개개인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하도록 강요되었다.
범죄의 증가, 마피아와 같이 조직된 범죄집단은 사회 구성원의 불만을 일으켰
고, 국가안보와 개혁과정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
행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다. 체제전환기, 법의 부재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경
제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은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
는 요인이었으며, 이로 인한 법적 허무주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체제전환기에 일반 러시아 대중들 사이에 만연한 법적 허무주의는 법
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경우에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법의식과 사회 전체의 법문화 발전은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에 기반
을 둔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
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분쟁해결
키예프 공국 이래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교와 집단주
의적 문화유산으로 인하여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평등주의에 대
하여 서유럽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봉건주의 러시아, 제정러시
아,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변화되긴 했지만, 러시아는 개인주의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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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공동체(Соборность)적 전통
을 유지해오고 있다.238) 1990년대 초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한 이후 점차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집단주의적 특성은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블라트(Блат, 비공식적 관계를 뜻하는 은어) 혹은 스뱌지(связ
и)는 관계나 인맥을 뜻하는 데,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규칙과 법
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러
시아인들은 이러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직장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239) 특히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
는 부족한 물품을 지인을 통해 은밀하게 구하는 행위를 블라트라고 특정하기도
하였다.240)
“100루블보다 100명의 친구를 사귀라”라는 속담은 블라트 혹은 스뱌지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에
서 블라트를 상실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연결된다. 즉 100루블은 일
반 러시아인들이 가진 전 재산을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개인적 네트워크인 블라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은 러
시아 문화를 통한 오랜 뿌리를 두고 있다. 잘 알려진 농촌공동체의 일종인 미르
공동체241)도 러시아인들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러시아의 19세기 후반 정치ㆍ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러시
아 사회의 유럽과 차별화된, 또는 어떤 의미에서 후진화된 배경에는 농촌공동

238) 이재영, 김영옥, 황지영(2010), p. 7.
239) 위의 자료, p. 8.
240) Журнал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В очереди находилось около 8 тыс. человек» , № 28
(882), 19.07.2010.
241) 미르(러시아어: мир)는 러시아의 농촌공동체이다. 농민 보유지(保有地)는 관습을 좇아 일정 기간씩
재분할하여 경작해왔으므로, 납세에 대해서 농민은 연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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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근거한 독특한 사회구조에 있다고 설명한다.242) 즉 당시의 러시아 사회구
조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이미 봉건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던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합체인 농촌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지역
이 아닌 농촌 지역에서는 보편화된 조직이었다.243)
미르 공동체는 농촌 지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였다. 공동체 내의 공공질서, 생활규범과 규율의 유지,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에 대한 대응, 비행 농민에 대한 처벌, 조세 체납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일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ㆍ치안 기능을 맡고 있었다.244) 이 밖에도 기근이 발
생한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자선활동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축일을 준비하고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일도 행하였다.245) 이
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던 농촌공동체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농촌사회에서
농민들과 이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삶의 틀로 작용했다.246) 실질적으로 농민 대
부분은 개별적인 농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으며, 농민들의 사회적 관계
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247)
1861년 농노제 폐지 이후 정부는 오히려 농촌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당시 러시아 정부가 ｢농노해방령｣을 공표하면서 농민들에게 자유와 함께 토지
를 분배하였는데 토지는 개별농민이 아니라 농촌공동체에 할당하였다. 그 이유
는 농민이 토지를 상실해 무산층 촌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민에게
부과한 의무와 조세징수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농촌공동
체를 해체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다.248)
또한 농촌공동체 안에는 사모수드(Самосуд)라고 불리는 농민들의 재판 관
242) Frierson(1993), p. 8.
243) 김영옥(2005), p. 264.
244) 김영옥(2004), p. 93.
245) 위의 자료, p. 93.
246) 위의 자료, p. 93.
247) Mironov(1994), p. 59; Mironov(1985), pp. 9-10.
248) Worobec(1984), p. 49; Blum(1961), pp. 5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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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존재했다. 농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했던 재판소는 공식기관에 기초한 것
이 아니라 농촌에 관습적으로 존재하던 여러 비공식재판소였다. 촌장재판소(С
уд Сельского старосты)와 읍장재판소(Суд Волостного Старшины)는
가장 보편적인 비공식적인 법정이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농민 대부
분이 우선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촌장을 찾아가 사건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 경우에 촌장의 판결은 제1심 재판에 해당하였다.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농민들은 더욱 확실한 중재를 위하여 한층 범위가 작은 지역을 통
솔하는 읍장에게 사건을 가져갔다. 이외에도 촌로재판소와 중재재판소가 비공
식적으로 기능하였다. 촌로재판소는 해당 마을의 원로 농민들로 구성되었으
며, 촌장이 재판과정을 통솔하였다. 보통 촌장이 촌로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선
출하였다.
촌로재판소나 중재재판소의 재판은 주로 중재와 화해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농민 대부분은 공식적인 사법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었다.249) 농촌공동체에서 주로 행해진 처벌 형태는 농민들이 합법적
인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지른 농민에게 직접 제재를 가했던 촌락 자
체 내의 즉결처벌 형태였다.250) 이런 독특한 농민의 처벌 형태인 사모수드는
19세기 후반 거의 모든 러시아 농촌에 존재했으나 러시아 제국의 실정법에 따
르면 사모수드는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사모수드
를 계속 유지했고, 1864년 사법개혁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 농
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재판소보다 여러 종류의 비공식재판소를 더 자주 이
용했던 이유는 농민들의 삶의 기반인 농촌공동체라는 특수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공식재판소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251)
뇌물로 인한 심각한 부정부패가 문제시되었으며, 또한 농민들 대부분이 문맹자

249) Tenishev(1898), p. 19.
250) Frank(1999), pp. 208-209; Mandel(1978), pp. 281-282.
251) 김영옥(2005),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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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고려할 때 비공식재판소에 의한 중재와 화해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도 해악이 적은 방법이었다.
보통 여러 비공식재판소를 통한 중재와 화해의 방법이 실패한 이후에야 사
건이 공식법정인 읍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읍재판소에서 공식적인 중재를
구하는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서 최종 단계의 다툼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 다른 촌락 사람들까지 사건에 개입하게 됨으
로써 공동체는 필요 이상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농민들은 화해와 중재를 중요
시하는 비공식재판소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252)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비공식 법정들은 주로 촌장이나 촌로들을 중재자로 둠으로써 읍재판소보다도
그 지방 촌락농민들의 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 촌락의 문제점
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다.253) 많은 지방의 읍재판소가 개별 촌락으로부
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비공식재판소는 농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정이었을 뿐 아니라 촌락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동체의 문화
적ㆍ사회적 한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농민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기준은 농촌공동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특
수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러시아 농민들은 범죄와 처벌행위가 그들 삶의 터전인
공동체 이익에 어긋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
는 19세기 후반에도 대부분의 러시아 농민들이 공동체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
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었
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 양태였다. 촌락 내에서의 범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공
동체 구성원 간에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여파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었다. 따
라서 농민들은 집단으로 사모수드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으로 인한 반목
을 줄이는 한편 촌락민 상호 간의 결속을 다졌다. 그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252) 김영옥(2005), p. 264.
253) 위의 자료,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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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행위를 유지하는 것은 공식재판소가 촌락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자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254)
농촌공동체에서 행해진 가장 큰 처벌 중의 하나는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추
방당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재산과 가족, 친구 모두를 잃는 가혹한 징벌이었다.
러시아에서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해결을 비공식적 네트워크
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러시아 역사를 통해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 특히 소련
시기에 더욱 강화된 블라트와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는 제한된 재화 내에서 필요
한 물품을 구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는 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제도의 흠결을
빌미로 비공식 네트워크가 법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
체하기도 하였다.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나 법제도가 안정화되면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경영자협
회를 만들거나 동호회를 만드는 등 공식화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
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소결
고대 러시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들은 정부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깊었고 공식적인 사법기관을 통한 재판을 대체하
여 공동체의 원로와 촌장,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모수드”라는 비공식적
분쟁해결 방법을 더 선호하여왔다. 대체로 비공식적 재판에서는 공동체의 이익
의 관점에서 중재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가진 인맥, 즉 촌장 또는 지역의 원로들과의 관계에 따라 공동체
에서 추방되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다. 말 도둑, 방화에 대한 처벌로 원로들
254) Александр Лари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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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해자에 대한 집단 린치를 허용하기도 하고 간통을 범한 여성을 공개적으
로 집단매질을 하는 등 가혹하게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관
행으로 여겨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255)

나. 배심제를 통해 본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
법치주의 이념이 등장한 이후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재판은 법을 잘 아는 전문 법관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또는 생사를 다룬
다는 측면에서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 법관이 내린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사법제도를 개혁할 때마다 배심재판을 화두에 올렸다.
배심재판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제도이다. 배심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철저하게 의뢰인의 관점에서 논리를 세우고 배심원을 설득하
여야 하며, 검사 역시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관은 배
심원이 내린 사회적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고, 즉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제도 자체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사
회의 현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배심제도는 1864년 알렉산드르 2세가 단행한 사법개혁의 하나로 러시아에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배심원단에 농민과 상인 등 중간계급이 포함됨으로써
러시아의 사법제도가 한층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마지막 장편소설인 뺷카라마조프의 형제들뺸과
255) Куницын(1843),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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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부활뺸에서도 심도 있게 묘사되는 배심재판 과정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
개혁의 결과물이다. 배심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과 맥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러시아 배심제도의 역사적 고찰
러시아에서 배심제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예카테리나 2세 시기
인 1767년에 러시아의 법학자인 제스니츠키(C. E. Desnithkii)에 의해서이
다. 이후 1809년 알렉산드르 1세 시기 개혁주의자인 스페란스키(M. M.
Speranckii)가 배심제의 도입과 러시아의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256) 같은 시기, 러시아 귀족계층이 주축이 된 12월 당원들이 러시아의 후
진성을 극복하고 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그들의 내부문서인 새 정부의 ｢헌법｣과
｢러시아법｣에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사법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알렉산드르 2세 시기에 들어와서이다.257) 1862년 9월
29일에 정부기본개혁안이 확정되었고, 2년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1864년 11
월 20일에 ｢사법개혁법｣이 공표되었다. 2년에 걸쳐 정부와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공표되기는 하였지만, 러시아 사회에 배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그리 간
단하지 않았다.258) 귀족계층들은 어제의 농노들과 같은 공간에서 재판에 참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항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문맹이 대부분
인 농촌 지역에서 배심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배심재판이 1866년 4월 17일 페테르부르크의
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일주일 뒤 모스크바의 크렘린 의회 법정에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개최되었다.259)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1870년
까지 44개 지방법원에서 배심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23개 주에서 배심제
256) 김영옥(2005), p. 264.
257) 위의 자료, p. 264.
258) 위의 자료, p. 284.
259) Сергей Паши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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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행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도입 이후 20년이 지나서는 유럽 지역
러시아의 90% 이상이 배심재판에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세
기 초반에는 거의 전 러시아 지역에서 행해졌다.
러시아 배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로 대도시와 농촌을 기준으로 상반
된 운영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같은 대도
시에서는 배심원들이 주로 귀족계층이나 관료, 수공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러나 러시아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 배심원의 약 2/3 이상이
농민계층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의 배심원과는 달리 농촌 지역
배심재판에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260) 특히 도시에서
먼 행정구역의 지방법원일수록 농민의 참여가 높았다. 전형적인 러시아 농촌
지역인 벨리카루스콤 읍의 배심원 명단의 예를 들어보면 1879년에서 1882년
사이에 85%의 농민들이 배심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농민들 대부분이
농촌공동체에 속해 있었다.261) 대부분의 농촌 지역 법원들이 워낙 열악하여 재
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출이 금지되고 침실과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공간에서
재판의 전 과정을 보내야 했고, 게다가 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계층
이외에는 선뜻 배심원으로 지원하지 않아 나타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했
다. 게다가 편법으로 지주계층은 자신을 대신하여 농민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
방으로 갈수록 배심원들의 문맹이 심각하여 1883년 유럽 지역 러시아 50개 주
배심원 명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5%만이 읽고 쓸 수 있었다.262) 일부 언
론에서는 배심원의 자격조건은 ‘극빈층일 것’이라고 풍자할 정도로 배심제는

260) 1796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96.4%에 해당하는 3,47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도회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130만 명으로서 이는 총인구의 3.6%만을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시행된 1897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농촌의 인구는 1억 1,270만 명
으로서 이는 러시아 총인구의 87.4%가 여전히 농촌 지역에 거주했음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에 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지방의 지주귀족들과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다수는 농민계층이었다. 김
영옥(2005), p. 284.
261) В. Руднев(2003).
262) Александр Афанасьев(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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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사이에 보편화되었다. 1887년에는 극빈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배심 의
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263)
배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러시아인 이외의 타 민족이 배심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배심원 대부분이 문맹이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한계
가 있었다. 전문 재판관들에 의해 설득되거나 지배계급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배심제도 시행
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사회에서 심각한 격차를 보였던 귀족문화와 농민문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264)
배심원의 구성은 30명의 예비 배심원단이 지방법원에 소집되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기피절차를 거쳐 12명의 배심원과 2명의 보충 인원이 선임되었
다.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증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장에게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다수결로 평결이 결정되었다. 배심원에 의
한 심리는 지방법원에서뿐 아니라 원로원과 상급심에서도 심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배심원의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코니(A. F.
Koni)에 따르면 1880년 당시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3배가 넘는 재판이 제
정러시아 배심원에 의해 행해졌다.265)
러시아 배심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심제를 도
입하면서 단절되었던 러시아 농민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그간 서구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던,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러시아 정치, 법
률문화에 농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한층 농민문화가 성숙할 수 있었다. 이
로써 농민문화가 민중문화로 변화하는 새로운 러시아 사회의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263) Ibid.
264) А. Ф. Кони, Собр. соч. М., 1966. Т. 4. p. 378.
265) Ibid.,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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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64년 러시아의 사법개혁과 농민의 배심제 참여
1864년 사법개혁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분리, 형사절차의 체계화, 배심
원에 의한 재판, 법정에서 모든 시민의 평등과 같은 근대 서구의 원칙들을 러시
아 사법체계에 도입했다.266)
새로운 제도하에서 민ㆍ형사 모두 제1심을 담당하는 전국 108개의 지방법
원(관구법원), 정치사건의 제1심과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제2심을 담당하는
14개의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심인 원로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통상의 법원
계통과는 달리, 가벼운 형사사건과 소액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제도
가 설치되었고, 치안판사는 간접선거로 선발되었다. 치안판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치안판사의 상급기관에서 취급되었다.267) 이와 함께 검찰제도가 개혁
되고 변호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예심판사의 소속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뀌
었다. 또한 판결을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는 배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지방법원의 중대 형사사건의 심리에 도입
되었으나, 상고는 원로원에서만 인정되었다.
배심제 도입으로 인하여 재판은 처음으로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재판
의 공개성과 당사자주의,268)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며, 형식적 증거주의에

266) Engelstein(1992), pp. 17-18.
267) 1864년의 사법개혁은 보통 몇 개의 州를 포함하는 순회재판에 의해 정해진 통일된 일반재판소 체계
를 확립했다. 즉 사법개혁으로 기존의 지방재판소는 순회재판소로 통일되었다. 순회재판소는 민사ㆍ
형사사건(경범죄에 한정)의 경우 1864년 개혁으로 신설된 치안판사 제도(mirovoi sud)에 이양되었
다. 치안판사 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송당사자 간의 자발적이고도 평화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 제도는 1889년 7월 12일 법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전에 지방의 치안재판관이 행하던
사법 권한은 지방관리관에게로 이양되었고, 도시 치안재판관의 권한은 정부가 임명한 자치시 치안재
판관에게 이양되었다. 예외적으로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는 치안 재판관직이 유지되
었다. 이런 상황은 1912년, 6월 15일 지방재판소 법령으로 바뀌었다. 이 법령으로 지방관리관의 사법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다시 치안 판사에게 이양되었다. 김영옥(2005), p. 285.
268)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ㆍ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위키백과, “당사자주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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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심증주의269)로 이행하게 되었다는 데 배심제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270) 또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끌면서 러시아의 농촌문화를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입 초기 배심원의 소환은 그리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또
한 그러한 의도가 강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배심제의 도입은 러시아 사법
제도와 러시아의 법문화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농촌공동체 재판 관행의 변화
사법개혁의 결과로 도입된 배심제는 그간 러시아의 농촌 지역에서 행해진
비공식재판소의 기능을 공식적인 사법기관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러시아 농민의 삶은 그들만의 독특한 법
문화에 기초해 있었다.271) 범죄를 바라보는 기준과 처벌의 방법, 또는 화해와
조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방식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해 공동체 안에
서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였다. 비공식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하는 러시아 농민의 관행은 배심제 참여를 통해 변화되었으며, 러
시아 농민문화가 러시아 공식재판소로 유입되어 러시아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
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4) 러시아연방의 배심제 부활
1864년,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배심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
고 소비에트 체제 출현으로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269)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
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
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위키백과, “자유심중주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2. 2).
270) 박홍규(2000), p. 255.
271) 김영옥(2005),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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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배심원제도의 복원이 논의되었다. 1993년에 모스크바
및 이바노바 주 등 5개 주에서 시범적으로 배심재판이 개시되었으며, 1996년
｢형법｣을 개정하여 러시아 9개 주에서 배심재판이 시행되었다. 2001년 ｢형사
소송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2002년부터는 배심재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
다. 2018년에는 지방법원(1심법원)에서도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
송법｣이 개정되었으나 배심원 수를 1심법원에서는 6명, 항소심법원에서는 8
명으로 조정하고, 테러 등과 같이 국가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심재판이 배제되도록 하여 배심제도에 대한 후퇴라는 의견이 나왔다. 체첸
등에서 벌어지는 테러 사건들이 배심재판을 통하여 무죄평결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 배심제도 부활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법치주의 민주공
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나, 사법제도 개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되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2021년
현재 배심재판에 대한 참여율은 배심재판 도입 초기인 1993년보다 감소하여
배심재판 부활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배심원 수를 조정한 것도 비판의 대
상이다. 그러나 러시아 배심제도는 19세기 중반 러시아가 농노제를 폐지하고
배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농민들도 사법 제도권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법 앞에
서 만민의 평등과 같은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로 배심제도가 시간을 거쳐 진화
하였으나 러시아는 체제전환기 혼란한 상태에서 사법 정의의 구현을 위한 도구
로 이행기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채 복원되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러시아
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중이다. 러시아에서 배심원제도의 부활은 법
에 대한 일반의 상식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민
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시민적 권리로 인식된다.272)

272) Адвокат в суде присяжных, http://fparf.ru/news/all_news/news/45(검색일: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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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
러시아인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꽤 오랜 관습이다. 제정러시아 시기
부터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 대부분은 자국의 사법제도를 불신하
고 비판해왔다. 자국 사법제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은 여러 원인이 있겠
지만 러시아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사법 관료에 대한 불신도 포함된다.
1864년 사법개혁이 단행되기 이전까지 러시아의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종속되어 있었으며, 모든 신분을 담당하는 단일한 재판소 체
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게다가 소송절차도 복잡하여 여러 심급재판소 체계에
따라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위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해결보다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1830년대에 미해
결사건비율이 단지 9%였던 데 비하여 1850년대 말에는 22%로 증가하였다.
결국 법원의 재판과정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도 있었다.273)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당사자들은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재판관뿐만 아
니라 재판소의 서기 등 사법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곤 했다.274) 사법관리들 사
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수뢰 관행은 그들의 낮은 도덕성과 더불어 사법관
리들의 낮은 임금체계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니콜라이 1세 치세기
세무감독국장의 봉급이 연간 4,406루블이었을 때 민ㆍ형사항소재판소 재판장
은 연간 총 1,143루블 65코페이카 정도를 받았다. 재판과정에 필요한 거의 모
든 행정서류들을 작성 관리했던 사법기관의 하급 사무직 관리들은 연간 30루
블이나 40루블의 봉급밖에는 못 받아275) 뇌물을 수수하지 않으면 생계유지 자

273) Б. Н. Миронов(2000).
274) Бочкарев, В.(1915), p. 228.
275) 이시연(2009), pp. 146~1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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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뇌물을 받는 행위가 반혁명적으로 인식되어 1922년
소비에트 형법에 뇌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사법기관의 부
패는 계속되었다.276) 특히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고용을 목표
로 하고 있어 법관이나 변호사 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임금이 높은 직종이 아니
었고, 스스로 법률전문가라는 인식이 빈약했다. 법관과 인민참심원이 함께 재판
하는 구조였으므로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
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부의 소속기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행정
관료나 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범죄 통계는
‘일급비밀’, 또는 ‘기밀’로 분류되어 범죄에 대한 체계화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
았으며 실제로 판사가 어떤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체제전환기의 러시아는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대
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경제개혁 초기(1991~93년)에는 범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범죄의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동반했으며, 조직범죄가
증가하였다.277)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경제 또는 마
피아로 통칭되는 조직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30% 미만만이 법집행기관에 피
해를 신고하였으며, 도난, 신체상해의 경우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낮은
신고율에도 불구하고 2004~05년 범죄 수는 연간 900만에서 1,200만 건에 달
할 정도였다.278)
2014년 러시아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통계에 의하면 러
시아의 범죄율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279)
276) «Члены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брали взятки» Журнал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 31(785),
11.08.2008.
277) А. И. Долгова(2005), p. 155.
278) Под общ. ред. А. Я. Сухарева, С. И. Гирько(2007), p. 65.
279) 2013년 러시아연방 대법은 형사사건에서 총 73만 5,590명(이 중 2만 9,198명이 미성년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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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푸틴 시기 러시아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뇌물수수 관행은
사라졌을까?
“European Social Research”(ESS)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유럽 각국의 사법제도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러
시아에서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비교사회연구원(Институт с
равнительных соци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에서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
다. 15세 이상인 2,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방식을 통하여
러시아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신뢰도 수준에 따라 1~10(“0”
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10”점- 전적으로 신뢰)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인의 대다수(법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9.8% 포함
47.2%)가 사법부에 대해 불신(0~4점)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중립적으로 5점을
준 경우는 16.3%, 6~10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6%이며 그들 중 3.7%만이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다고 답변하였다. 답변을 유보한 경우는 4%이
다.280) 또한 Independent Research Center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러시아인의 50%가 러시아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만이 신뢰한다고 답변하였다.281) 유럽 2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러시아는 19번째로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
다. 이 연구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응답자의 82.4%, 핀란드 81.1%, 스위스
70.2% 등의 비율로 자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대답하였다.
학자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정의로운 사회 기반을 형성한다고
보며, 사법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 없이는 시장경제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282) 특히 법원에 대한 공신력은 사법부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280) В. А. Прохода(2019), pp. 86-94.
281) Независим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2018), Отношение россиян к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е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прос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центр.
рф/otnoshenie-rossiyan-k-sudebnoj-sisteme-itogi-vserossijskogo-oprosa/(검색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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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간주한다.
러시아 사법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
약된다. 세 가지 요인 모두 내용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은 법원의 독립성
에 대한 불신이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에 있어 정치세력이나 행정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법원이 일반인의 이익보다 부자
나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는 법원판결에 대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러시아인들은 법원에 제출
된 증거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러시아
인의 절반 이상(56.5%)이 법원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인들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법
원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판사 대부
분이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1%만이 판사가 뇌물을 받
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소송 등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뇌물을 줄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참여자의 30% 이상이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하였
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자녀의 징병, 법원의 재판, 고등교육기관의 입시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다고 답변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러시아의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여전히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
와 달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응답자의 교육수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보편적으로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높
을수록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또한 러시아의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
과 비교,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않았

282) Т. Ю. Бочаров и др(2018),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изменения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в целях их реализац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https://www.csr.ru/wp-co
ntent/uploads/2018/02/Doklad_sudebnaya_systema.pdf(검색일: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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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체제전환 초기를 경험하지 않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장래가 어
둡지만은 않다.
연구 결과에서도 2006년 이후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약간 증가했으
며 2016년에는 전체 관찰기간 신뢰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는 러시아
의 법적 안정성 및 사법부의 독립성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현대 러시아의 분쟁해결 관행
한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우선은 사법적 분쟁
해결 방안이다. 주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
단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소송이 아닌 중재와 타협에 기초한 대체분쟁해
결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국제법적 사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최근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닌 그 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포
괄적 분쟁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협상,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
쟁해결 방식이다.
소송이 국가의 사법기관을 동원한 공권력 활동인 데 반하여, 중재를 비롯한
대체분쟁수단은 민간 또는 반관반민 성격의 비사법적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분쟁해결 방안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형태이다. 러시아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블라트 혹은 스뱌지(인맥)를 통해 마피아나 행정관료를
동원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저해하고, “마피아 현상”으로 대
변되는 불법ㆍ탈법 행위 및 만연한 조직범죄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체
제전환 초기 법제도의 미비와 낮은 수준의 법의식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
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법에 호소하기보다 사설 경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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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마피아”를 동원하는 것은 러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상 관행이었다.283)
특히 체제전환 초기 비즈니스에서 ‘크릐샤(비호)’라는 조직을 통해 보호를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행위는 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경찰이나 군인, 관료 등 힘 있는 지
인 또는 조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이다. 즉 자신들이 가진 사회
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1990년대 러시아인들이 ‘마피아’나 ‘크릐샤’라고 부르는 집단은 서방
에서 보는 단순한 조직범죄집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조직을 마피아라고 통칭하였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발 빠르게 적응하여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관료나 신흥자본가 계
층을 마피아라고 부르며 적대시하였다.
러시아 마피아는 서구에서 흔히 일컫는 ‘마피아(Mafia)’와는 확연히 다른 속
성을 지녔다. 러시아 마피아는 이탈리아 마피아와는 달리 그 구성원 간의 연대,
즉 가족적인 의리의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으며, 수천 개에 달하는 유사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마피아라고 통칭되는 조직은 사회주의 해체와
관련이 깊다. 전직 군인이나 경찰, 비밀요원 등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체제전환 이후 은퇴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 또는 시장경제로
의 체제전환에 따라 자본가로 변신한 경우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유사 마피아
로 변신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또는 신
흥 자본가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변신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
면서 사회가 안정화되자 그들도 변화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
인격을 만들거나 혹은 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등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특히 푸틴 시대 들어 정치 엘리트와 결탁한 조직범죄 지도
부는 행정ㆍ입법ㆍ사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뇌물과
283) Solomon, Jr.(1995), pp. 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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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줄을 통해 관직을 매입하거나 부정선거 등을 통해 국가두마(Duma)와 지방
정부 의원직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러시아에 있어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은 비단 체제전
환 초기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법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판결을
신뢰하지 않았고, 정치세력은 이러한 러시아인의 특성을 간파하여 시민이 전문
법관과 함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배심제도를 사법개혁의 화두로 올려왔다. 사
법제도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제정 러시아 시기 배심재판과
소비에트 시대의 참심원제도, 그 이전의 미르 공동체 등에서 행해지던 사모수드
라는 재판 관행과도 연관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의 독립성이 훼손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사법부가 행
정권력에 종속되는 러시아적인 현상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를 통해 우리는 정교가 러시아의 정치ㆍ
문화ㆍ예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고유한 법과 제도의 형성에도 이바지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즉 정교는 러시아인의 가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해
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정교의 도입과 함
께 비잔티움으로부터 로마법의 차용이 시작되었으며 러시아 관습법과의 충돌
을 통해 전혀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교는 슬라브인들의 강
력한 친족의식과 결합하여 지극히 러시아적인 공동체 신앙을 만들어냈으며 공
동체 신앙은 미르 공동체와 같은 농촌공동체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였
다. 농촌공동체 내에서는 “사모수드”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법기관이 아닌 그들
만의 재판 관행을 만들어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해결은 주로 공동체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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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과 화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모수드
는 러시아에서 불법적인 관행으로 여겨졌으며, 1864년 사법개혁의 결과로 도
입된 배심제도를 통하여 그간 러시아의 농촌 지역에서 행해진 비공식재판소의
기능을 공식적인 사법기관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공식재판소
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러시아 농민이 배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
농민 문화가 러시아 공식재판소로 유입되었고 러시아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제5장에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공동체적 특성과 비공식
적 분쟁해결 방안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러시아에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블라트(blatt)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은
러시아 문화를 통해 오랜 뿌리를 두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촌공동체는
러시아인들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촌공동체는
러시아인의 집단적 특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
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다만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 현대 러시아에서는 변화하
고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 사법제도 및 부
정부패 관행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법제도의 특성을 법문화 및 법인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러시아인의 ‘법적 허무주의’ 경향에 대하여 주목함으로써 러시아 문화 전반에 정
교의 영향이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법적 허무주의는 사회주의와 체제전환
기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인의 가치체계 일부를 지배하였으며 법적 안정
성이 개선되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법적 허무주의도 완화되고 있다.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특성에 대해서는 고대 러시아, 제정러시아, 소
비에트, 현대 러시아를 통해 연속성을 가진다는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러시아 사회를 진단하고 아직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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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치의 경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걸쳐 진행
된 푸틴의 법률 개정과 2020년 7월 ｢헌법｣ 개정은 겉으로 보기엔 절차적 정당
성을 확보하였지만, 그 본질은 ‘푸틴에 의한 인치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푸
틴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법의 지배’가 없는 “법을 통한 지배”는 국가권력이
‘자의적인 지배’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법의 독재라는 강령
아래 이행기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불법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인 ‘법의 지배’에 기인하여야 한다.
체제전환기 옐친 대통령에게 배심제도의 부활을 제안한 세르게이 파신 변호사
(Sergey Anatolyevich Pashin, 전 러시아 연방 판사)는 2019년 연방변호사협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러시아에서 법과 정의의 개념은 서구와 다르다. 러시
아 사법제도에서는 정의보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비가 더 중요한 가치이다”
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는 체첸에서 실시된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러시아로
부터 독립할 것을 목표로 테러행위를 저지른 반군단체 지도자들에게 무죄를 선
고한 사례는 그들의 법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평하고 이는 정의롭지는 않지만 자
비로운 조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시하
여 테러와 같은 반국가 단체가 결부된 사건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
하였다.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전문법관이 법전에 기
초하여 판결한 결과와 법 감정에 기초해 판단한 배심원의 평결이 다르다면 우리
는 무엇이 더 정의롭다고 할 것인가. 러시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마
다 배심재판을 화두에 올려 법과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곤 하였다.
러시아 법제도 및 분쟁해결 문화를 다루면서 발견한 러시아적인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법적 허무주의’와 이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전환기마다 급격한 사
회변혁을 통해 형성된 법제도는 시간을 거쳐 그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흠결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거나 또는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기도 하였다.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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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 변화는 러시아 사회의 법적 허무주의를 유발하였으며 변화된 제도 안
에서 러시아 민중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왔다. 현대 러시아에 있어서도 법
적 허무주의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진행형이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초
기 옐친 대통령이 부활한 배심제도는 푸틴 시기에 들어와서 누더기가 되었다.
배심원 수를 조정하고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사법제도는 진화하고 있
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러시아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러시아의 정
체성에 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고민해보았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생소한 러시아의 법제도, 더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
해 고민하고 연구하는가?
현대사에 있어 20세기 말의 ‘사회주의 붕괴’와 같은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가. 사회주의라는 인류 초유의 정치ㆍ경제 시스템을 만
들어내고, 운영하고,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다시 시장경제로 체
제전환한 러시아의 경험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실
험이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류사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시행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흠결을 보완, 향후 우리 제도
개혁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러시아에서 시행하고 폐지하고
부활한 배심제도는 같은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경험적 사례를 제
공해줄 수도 있다. 한 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회의 특성
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러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시행한 제도의 흠결을 찾아냄
으로써 잘못을 답습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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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
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러시아 내에는 유럽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자신들
의 지리적 위치를 유라시아 공간이라고 지칭하면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
려는 경향성 또한 강하게 공존하고 있다. 다민족ㆍ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
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
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진 나라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
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
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
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
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전자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서유럽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보았
다. 그러나 후자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고유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순결한 종교적
영성과 천박한 세속적 탐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내
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특이한 점은 자신들
의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유럽은
그리스-로마문명, 중국은 유교문명, 인도는 힌두문명 등 자신들의 문명적 근원
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의 뿌리를 통일되게 규정하
지 못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러
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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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정교신앙이다. 관습
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적대적ㆍ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혼란스런 자기규정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서방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정권 또는 국가안보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종교ㆍ지리ㆍ
문화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변두리이면서도 동시에 유라시아적 요소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라시아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유
럽문명에 흡수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고유한 독자성의 소멸을 의미한
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바로 유라시아주의다.
서유럽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문명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이다. 유럽의 변방
에 위치하지만 자신들과는 다른 아시아적 요소를 가진 덩치 큰 이민족이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은 러시아를 결코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기준도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유럽은 오랜 기간 러
시아를 따돌리거나 봉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자존심이 상한 러시아 역시 반
서방정책을 전개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서구의 러시아 압박정책
과 러시아의 반서방정서는 쉽게 해소되기 힘든 문명적ㆍ지정학적 요인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가 반전되려면 먼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ㆍ영국ㆍ프랑
스ㆍ러시아가 동맹국으로 히틀러에게 맞섰던 것처럼 양 진영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이다. 즉 협력에 따른 이익이 갈등에
따른 이익보다 월등히 클 경우 양측은 대립보다는 화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국내정치가 다시 서구주의를 지향하면서 친서방정
책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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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 극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자이자 통합자 역할을 자임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연결자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어
야 한다. 그래서 푸틴은 강대국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국가통
치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를 주장한다. 비잔틴 제국의 중앙집권적
정치문화를 계승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일사불란한 수직적 권력구조를 추구
해왔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전통적 정치문화로 정당화해왔
다. 특히 자신들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서구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노력해왔다. 때문에 러시아 집권세력은 권력분립과 자유로
운 엘리트 경쟁, 언론자유와 인권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구적 가치에 적대
감을 가져왔다. 이는 문명적ㆍ안보적 방어기제이기도 하지만, 서구식 다원주
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자리
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러시아가 추구해온 제국주의적 성향도 문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월등한 유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생존하
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다. 여기에는 수많은 외부의 침입에 고통을 겪으며 형
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적대감,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
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
가주도의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의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논리가 시장의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
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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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정러시아 시기 절대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소련에서도 국가는 시장을 압
도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는 시장의 자
율성을 억제하고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국유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은 푸
틴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옐친 시기 체제전환으로 많은 국유재산이
민영화되지만 푸틴 집권 이후 다시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했던 사례가 대표적이
다. 또한 국가권력을 획득한 소수 권력 엘리트가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소수특
권경제는 러시아의 고질적인 병패인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제
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당과 고급관료로 이루어진 노멘클
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그리고 푸틴 시기 정보기관과 군 출신들이 주축
이 된 실로비키가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권력
을 등에 업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치ㆍ경제적 부와 특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
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투자나 기술을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도모하
면서도 독자적인 경제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전략의 산물이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특성의 기원은 러시아가 동로마 비잔틴의 권위주의적 법체계를 받아들
이면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법문화에도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정교가 많은 영
향을 주었으며 종교법과 러시아 관습법이 충돌하면서 공존해왔다. 권위주의적
법문화는 제정러시아, 소련 시기, 푸틴 시기로 이어지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주의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전반적으로 인치(人
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
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
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농촌공동체나 소련시
절 집단주의 속에서도 개인적 친분을 통해 직장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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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소련 시기 인맥을 통해 부족한 물품을 은밀하게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적 해결방안은 때론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
주되었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
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가는 추세이다.
푸틴 시대 사법제도는 부정부패로 불신을 받고 있다. 특히 권력 엘리트들과
관료, 마피아에 의해 분쟁해결이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다. 때
문에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고 풍자되
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해결 문화 역시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이 만들어낸 풍토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
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
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
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
하는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
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
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
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
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
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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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ㆍ러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
간 러시아의 대내외적 행위에 영향을 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러시아의 국가주의, 서구와의 오랜 교류와 반목, 독자적인 유라시아 공동체
추구, 강력한 중앙집권에 따른 소수특권지배, 국가의 규제가 우선하는 국가자
본주의, 권위주의적 전통, 제국주의 지향성 등에 대해 알아야만 상대에 대한 깊
이 있는 이해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ㆍ통시
적 접근을 통해 러시아 정체성의 형성ㆍ변화 과정을 추적해보았다. 지난 역사
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
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
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체성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한ㆍ러 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1. 정치 분야 시사점
정치 분야에서 한ㆍ러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 대통령 권
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친서방정책과 반
서방정책을 오가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성도 중요 변수 중에 하나이다. 아
울러 독자적인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건설도 우리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 권력이 강한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정기적ㆍ비정기적인 정상 간의 만
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때론 효과적이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
정책의 핵심 축으로 하는 한국이 러시아의 뿌리 깊은 반서방정책에 어떻게 대
응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
고 있는 한국이 미ㆍ러 간의 대립구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전략
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한국에
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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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강력한 대통령 권력을 감안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러시아 정체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국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은 모든 분야에서 정치권력 우위의 통치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
통령 권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이다. 특히 정치권력이 시장의 자유를 우
선하기 때문에 정치적 과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현안 해결에도 외교의 최고 정
점인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도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이 대통령의 보조기관에 가까
울 만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를 고려할 때 한ㆍ
러 간의 밀도 있는 협력과 신뢰구축은 정상 간의 합의와 실천의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협력을 실
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한ㆍ러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양자, 다자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 서구와 러시아의 대립을 우회하는 협력구도
미국, 서유럽과 러시아의 안보적ㆍ경제적ㆍ문명적 대립구도는 뿌리가 깊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갈등구도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구도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 번영
을 위한 한ㆍ러 협력을 제약하는 최대의 난관이다. 때문에 동아시아 협력에 걸
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ㆍ러시아의 대립구도를 우회하는 협력구도를 한국이 전
략적 차원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격적인 한ㆍ러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ㆍ러 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미ㆍ러 냉
각관계를 완화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협력의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하는 동아
시아 다자협력체 구상이 필요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남북관계 경색, 한일관계 악화라는 동아시아의 다원적 갈등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뢰 구축과 협력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동아시아
대화가 절실하다. 주변 강대국들의 대립 속에서 한국이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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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길은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에 한국의 연계 강화
오랜 역사 동안 러시아는 유럽을 안보적ㆍ경제적ㆍ문명적 위협으로 간주하
는 흐름이 있어왔다. 때문에 유럽문명에 합류하려는 서구주의와는 달리 유라시
아주의는 독자적인 노선과 국가 정체성을 추구해왔다. 푸틴이 의욕적으로 추구
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축과 동방정책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ㆍ러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길은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진 정책역량의 한
계를 고려한다면 러시아와 대륙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경제와 시장 측면에서 급격한 중국쏠림 현상
이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견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제적ㆍ안보적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ㆍ러 협력에 대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 경제 분야 시사점
그동안 한ㆍ러 관계는 정치ㆍ외교 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지만, 경제
면에서는 여전히 ‘협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
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시장을 ‘협력’의 틀에 가두었기 때
문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러시아 시장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특수성과 일반성이 공존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인식하
고 미시ㆍ거시,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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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에 이르렀다. ‘한ㆍ러 협력 2.0’ 시대를 맞아 러시아 경제 거버넌스의 토
대가 되고 있는 ‘러시아형 국가자본주의’의 실체와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엘리트’를 분석하고, 이들의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과정 및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향후 한ㆍ러 경제협력과 비즈니스 예측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속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장환경 변
화의 이해가 요구된다. 러시아는 시장주도의 디지털 경제와 달리 국가주도의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점을 러시아의 특수성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병행
되어야 한다.

□ 러시아형 국가자본주의 재해석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시장 플레이어의 변화, 의사결정 주체의 변화, 대
내외 위협, 강한 러시아를 배경으로 발전해왔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외
적 위협, 1990년대에는 경제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 푸틴 시기에는 강한 러시
아를 동인으로 국가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였고 이를 정당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자본주의를 소유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러시아형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소유구조나 형태를 넘어 자유주의 경
제정책 및 사회적 복지와 융합된 형태를 가지며 균형과 조율을 통해 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역사적 제도형성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형 국가자본주의
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국가개발과 연계된 개발주의를 통해 지역
과 연방정부, 그리고 엘리트와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완만하게 조율하는 ‘수정
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푸틴 시기의 국가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전환에 대한 대칭적
인 틀이 아니라 부조화를 재균형화한 권력시스템으로 일체화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즉 단순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은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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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은 통제주의,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주의, 민족정책은 러시아적 또는
포괄적, 외교정책은 국가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국가
자본주의는 단순한 소유구조나 단편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에 수렴하는 것이 아
니라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이 내재된 다원적인 독자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단선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지배구조와 시장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자본이
국유화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기업과 시장을 지배해왔는데, 최근
에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여하는 형태로 시장의 지배구조 변화를 유도하여 국
가자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기는 국가와 비즈니
스의 이익 교환 메커니즘 위에 작용하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최대 포털 얀덱스
(Яндекс)를 사실상 국가 수용이나 다름없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이라
는 형식을 취하는 시장친화적 소유ㆍ지배구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친정
부계 인사가 운용에 참여하는 특별펀드를 조성하고, 중요사안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황금주284)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한 것이다. 이는 소유지배에서 의사결정 체계를 장악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국
가자본의 시장참여를 고도화한 사례라고 하겠다. 얀덱스의 경우 미국 나스닥
시장에도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으나, 향후 러시아 진출 시
주의할 대목이다.

□ 러시아 엘리트 연구
전통적인 국가주도, 특권층과 소수 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강한 국가와 독
자적 경제권 추구라는 경제체계와 인식의 산물로 형성된 러시아형 국가자본주
의는 그 중심에 의사결정을 주도한 엘리트가 존재한다. 경제 거버넌스를 설계
284) 특별 펀드를 조성하여 합병 등 중요 안건(최대주주의 10% 이상 주식 보유, 중요 지적재산 양도, 대량
의 개인정보에 관한 회사 규정 변경, 외국 정부와의 협력 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황금주는 주로 정부계 은행이 보유하였으나, 공익펀드를 설립하여 황금
주를 부여하고 정권에 가까운 경영자단체와 국립대학 관계자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정권의 의도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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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영해온 엘리트의 계급적 특성과 철학이 러시아 사회와 경제시스템의 방
향성을 좌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엘리트는 제4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기별로 계급의 조합과 배경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
났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엘리트가 경제정책을 주도해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
으며, 이러한 전개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계, 재계, 전문가, 관료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토대로 정치사회적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한 대외 인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경제협력과 비즈니스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비
해야 한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기업 등을 활용해 예측모형을 가동하여 러시
아의 약한 시장 메커니즘과 시스템 부재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디지털 경제화와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구조적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국가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국가사회주
의 기업과 시장은 대내외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사회주의 경제주
체에서 자본주의 경제주체로 전환해왔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는 국가자본을 활용해 ‘경제 디지털화’라는 구조적인 전환을 추구하
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
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
다. 제조업 기반의 아날로그 경제는 유형의 원자를 기본 단위로 한 희소성을 토
대로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반면, 디지털 경제는 기술과 정보 등 무형 자원을 기
반으로 무제한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접근
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숙한 아날로그 경제를 경험하지 못한 러시아형 계획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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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는 디지털 경제의 간극을 메우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과 예지가 요구된다.
러시아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한 출발점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
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리소스(인재, 자원, 자금)의 순환구
조와 그 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
다. 단 지식의 유통을 통해 축적되는 구조가 필요한데, 다양한 미트업과 핏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으나 고용 유동성은 아직 저조한 상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현지 스타트업 참여를 비롯해 인재와 지식 축적을 위한 유통의 역할과
중규모의 엔젤투자 등 생태계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타
거시경제 구조와 사회적 과제 및 변화에 대한 추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거시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깊은 이해가 요구는 실행단
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 거시경제 지표는 앞에서 논의된 모든
요소의 결과물로 비행기의 대시보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입의 약 40~50%를 석유 가스 분야가 차지할 만큼 자원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도 기존 경제구조와 경제체질에서 벗
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구조적인 과제는 인구감소문
제다. 2000년 집권 당시 러시아 신생아 수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광대
한 영토에 낮은 인구밀도가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285)
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가계소득 축소, 국제시장의 자원수요 축소 등의 대
내외 구조적 요인은 향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고용과 소득 및 기업정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내외 지역정책, 국가주도의 디지털 경제 가속
285) 푸틴은 인구감소를 러시아의 국가적 존망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
서 한때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악화되어 2030년에
는 인구가 약 1억 4,300만 명으로 지금보다 약 25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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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국가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거시경제와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
교한 DB가 필요한데, 러시아의 통계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 러시아의
경우, SNA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개별 데이터의 산정방법에
서는 제도부분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286)
따라서 경제와 흐름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러시아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재구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 DB를 구축하여 거버넌스의 변화
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만나보면 간혹 러시아를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로 오해하곤 한다. 아마도 냉전시대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나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
어 러시아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꽤 먼 나라이다. 남북분단의 역사는 과거 근
대사에 있어 유럽으로 통하는 창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듯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으
로 여행을 가거나 대륙횡단철도를 타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 진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법과 제도에 대한 이
해도 필요하다. 특히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안착하기 위
해서는 러시아 상관습관행과 법률적 쟁점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

286) 산업부문 분류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분류가 허술하고 GDP의 30~40%를 차지하는 광공업 부문의 내
역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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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진출의 성패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
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나 기업이 러시아와 협상을 하거나 다양한 이
해충돌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된 전통과 관습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권위주의적인 법체계, 관습법 문화, 법치와 인치가 공존하
는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인맥보다는 법으로
1990년대 초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하던 초기 미국산 청바
지, 나일론 스타킹 하나로 해결하던 분쟁해결 문화는 더 이상 없다.
푸틴의 러시아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이 수습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었다. 과거 러시아에 대한 관행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는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러시아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야 한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현지화 전
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직
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같이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즈니스의 시
작은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맥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에 의존해야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현지 인맥이 중요하다.
또한 현지 사업 파트너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많다. 하지만 현대 러시아에서
는 인맥으로 모든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러시아식 마피아
가 기승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젊은 사업가들은 서구식 매너로
무장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
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지만, 인맥에
만 의존해서 벌인 불법적인 사업은 구제받기 어렵다. 따라서 법을 준수한 후에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성공적인 현지 진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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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utin’s Russia in the Context of Identity
Sang Nam Park, Young Kwan Jo, Young Ok Kim, Dong-Ho Yeom,
Sang Hyun Kim, and Sang Jun Park

Explaining a country in the context of national identity provides us
with a deeper and more comprehensive view.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why Russia has gone through such a process and has
been forced to act like that through the past history will be of great help
in finding mutually helpful cooperation measures at the point where
the other person needs it.
This study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Russian identity, and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e of modern Russia.
Modern Russi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re the result of
pursuing their own tradition and identity while absorbing the nutrients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Russia,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is a country with geographic, civilized, and
demographic condition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clearly describe
their identities. So Russia has as complex elements as its vast territory
and natural environment.
Modern Russi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re the result of
pursuing their own tradition and identity while absorbing the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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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Russia, a multi-ethnical and
multi-cultural country, is a country with geographic, civilized, and
demographic condition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clearly describe
their identities. So Russia has as complex elements as its vast territory
and natural environment.
In fact, identity is not fixed and immutable. The Russian identity was
also constantly reconstructed and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times, social changes, and the intentions of the ruling
powers. The coexistence of conflicting elemen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identity, is also a result of looking at their
inner selves differently. The Russians also sought their own direction
in Europe and sought it from Eurasian elements as well. These two
perspectives were differentiated into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conflict and interaction with each other.
Russian intellectuals say that within themselves there is a
heterogeneous element of ascetic Russian Orthodox beliefs and intense
secular desires. Russia clearly shows this duality through its national
identity. Russia’s identity turmoil is also the result of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were located on the outskirts or in the middle of
civilization. Even in the midst of such confusion, the Orthodox church,
which has become a customary religion, has a profound influence on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Russian
identity.
Geographically, Russia encompasses both extremes of the Eurasian
continent due to its vast territories facing the East and the West, as well
as the Pacific and Atlantic Oceans.
Putin wants to take advantage of these geographic condit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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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 as a great power. To this end, it argues on the reinforcement
of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m necessary for efficient state
management. Putin’s anti-Western policy reflects a sense of crisis that
the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democracy could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ir regime.
In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political culture are strong
centralism and vertical power structure, authoritarianism, dual
attitude of envy and rejection toward Europe, pursuit of tradition and
vigilance against external forces, minority rule and its domination, state
capitalism with nationalism, and imperialism orientation.
The lens of national identity is also need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economy,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Russia’s identity, symbolized by nationalism, led to state
capitalism in the field of economy as well. In the context of ident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economy can be explained as a
state-led economy, a privileged economy by minority rule,
communism, and the tendency to pursue independent economic
spheres. State capitalism, in which political logic takes precedence over
market,

can

be

interpreted

as

originating

from

Russian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t political culture. The nationalization
policy, the privileged economy of minority power elites,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re in the same vein. The Nobles and
permanent residents of the Russian Empire, the nomenclature of the
Soviet Union, Oligarhi of the Yeltsin period, and Siloviki of the Putin
period form the lineage of the privileged class. In terms of foreign
economic policy, Russia is simultaneously promoting openness to the
outside world and forming an independent economic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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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nationalistic nature has greatly influenced the legislative
system and its culture of conflict resolution. The Orthodox and
authoritarian legal system received from the Byzantine Empire in East
Rome is inherited to modern Russia. The Putin-era legal culture, called
the “dictatorship of the law,” is now more authoritarian than any other
country.
The dispute resolution culture in Russi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existence of the rule by informal relationship of human and rule of
law.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at rely on informal human relations
are governed by personal connections and acquaintances, and may
appear as a behavior of taking private interests by bypassing rules and
laws. Although the practice of relying on personal connections is still
in common use, it is evaluated that the method of solving problems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s gradually becoming established.
However, even in the Putin era, dispute resolution is still being criticized
for being driven by power or money. It is not the rule of law, but the
arbitrary rule of the privileged class using state power.
In conclusion, Orthodox beliefs and Byzantine authoritarian cultural
heritages, geographical and civilized conditions in the middle between
Asia and Europe, and hostility to external forces formed by exposure
to numerous invas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ussian identity. In
addition,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al factors following the
expansion of territory and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of the ruling
forces, which have changed by era, are combined to form modern
Russi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e.
The national identity formed in this way provides a consistent and
useful context for explaining not only politics, but also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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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ulture of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perly
understand this huge country unless an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identity embodied in Russian characteristics is prerequisite. Russia’s
history, which has created a common denominator of national identity,
can be explained as “coexistence of difference and uniformity” amid
the vast geographic conditions and the mixture of heterogeneous
elements in which multi-ethnic people live. This is also the result of
the strong state power trying to dissolve the heterogeneous elements
of multi-ethnic and multi-civilization into a unified national identity.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of Russia, the context of national identity is necessary.
The Chapter 1 - Introduction (Sang-Nam Park) and Chapter 2 ( SangJun Park and Sang-Hyeon Kim)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dentity and the process of forming a Russian identity. The Chapter
3 (Sang-Nam Park) explain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n
identity and politics. Chapter 4 (Yeon-Kwan Cho) analyzed the Russian
economy in relation to its identity. Chapter 5 (Young-Ok Kim)
introduces the culture of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the
authoritarian legal culture of Russia. The Chapter 6 Conclusion ( SangNam Park) contains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perspective
on Russian identity, politics, economy, and legal culture. The last
Chapter 7(Sang-Nam Park, Dong-Ho Yeom, and Young-Ok Kim)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ere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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