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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리말: 범위와 연구 방법 

세기적 실험으로 불리어지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성공하였는가， 아니면 

실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교 

차국가별 혹은 구체제와의 비교에 의한 단순한 계량적 방법론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가 설 

정되어야 하고， 성공과 실패를 보는 관점을 구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1994-5년의 멕시코 경제 위기를 보더라도 경제정책 특히 경제개혁 정책의 

평가는 단기간의 성과나 실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 거시적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체제 전환기의 경제개혁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떠 

나서 정치적， 사회적 여러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체제 전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러시 

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상당 부분 혼동시켰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혀 개혁적 성격을 지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바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개혁이라는 개념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경제개 

혁의 성과로 과시하는 사유화의 진행을 보다 분석적으로 관찰해보면， 국유 

재산의 사유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메커니즘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 

기 보다 정치적 분배에 의한 분배적 갈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1) 러시아의 초기 경제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관점은 A Aslund (1994)를 제외하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주로 실패의 원인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검토할 것 

이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을 지닌 신자유주의자나 구조주의자， 그리고 좌 

파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실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배경， 향후의 전망과 처 

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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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을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경제정책 가운데서 예고르 가이다르(Yegor 

Gaidar)가 추진하였던 경제개혁에 국한하여 그 정치경제적 성격과 그 역동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옐친(Boris Yeltsin)이 추진한 경제 

개혁이 있다면 가이다르가 추진한 경제개혁 이외에 다른 경제정책을 들 수 

가 없다. 물론 가이다르를 뒤 이은 체르노미르딘 (Victor Chemomyrdin)의 경 

제정책이 개혁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소비에트형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옐친과 가이다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방법 가운데， 헝 

가리 방식의 점진적인 접근보다 폴란드와 같은 급진적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와 폴란드에서 실시된， 충격요법 (shock therapy)으로 불려 

지는 급진적 경제개혁 정책은 말 그대로 외부의 강력한 충격(시장의 도입) 

을 통해 비시장적 행위에 젖어 있는 경제 행위자들의 활동을 시장 지향적으 

로 바꿀 수 있으며， 제도보다 시장의 이기적 행동이 우선한다는 신자유주의 

적 신념을 전제로 한다. 가이다르는 이러한 신념을 러시아에 적용하였는데， 

다만 러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달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체 

제전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나 러시아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가이다르노믹스 

( Gaidamomics)2)는 충격요법을 통한 체제전환적 경제개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즉 신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시각에서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시각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구조 

주의적 시각이 방법론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도적 

시각의 결여이다. 인간의 경제 행위는 단지 인간의 이기적 욕구만으로 설명 

할 수 없고 거기에는 규칙 (the rules of game)이 작용하는 정치제도， 사회제 

도， 시장제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시각은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였 

다. 노쓰(North)에 따르자면，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은 개인들이 갈망， 용구， 

2) 가이다르노믹스라는 조어는 π!e Current Digest of the Post-Soviet Press, Vol. XIV, 
No. 36 (1992); Izvestia, September 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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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의 체계에 따라 선택을 하고， 또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 불안정성， 거 

래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Douglass C. 
North 1981:4-5).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시장을 통 

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결탁과 고려에 의한 극히 약 

탈적인 자본주의가 된 상황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다. 

둘째， 경제개혁에 대한 기폰의 논의는 다양한 행위자가 시간을 두고 개혁 

정책에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선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르자면 경제개혁 파정에 있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軍塵複合體)는 개혁을 

일관되게 반대하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개혁과정에 군산복합체의 지지의 혼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사유화를 지지하였으며， 체르 

노미르딘의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는 

구조주의적 시각은 개혁과정에서 대중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만 믿고 일 

시적 경기침체를 감수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 

제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 관료， 지배연합과 다양한 계충의 입장이 정치적 

융합과 분열， 갈동 그리고 재융합이라는 정치과정으로 나타나는 역동성을 

고찰하여야만 개혁에 대한 현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하변 경제정책이 

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고， 지지와 반대라는 정치적 과 

정을 거쳐 실패나 성공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추진하 

는 정책결정자， 경제정책의 입안자이자 설행자인 경제관료， 경제정책에 자신 

의 집단적， 계급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만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시간 t를 배경으로 경제정책(경제개혁)의 역동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동성의 장으로서 러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투쟁이 벌어 

진 1992-1994년 1월까지 내각의 변동 과정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개혁， 가이 

다르노믹스를 명가하고자 한다. 

11.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패키지와 사례 

경제개혁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모색이다. 1950년대 

의 경제정책， 혹은 경제개혁은 국가의 개업에 의한 산엽화의 촉진과 완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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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발전경제학은 이론적 도구였으며， 

산업화는 주요 목적이 되었고 수입대체화는 기본전략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로 선진국에서 이러한 케인즈형의 국가가 붕괴함에 따라， 국가의 개입 

을 반대하고 시장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레이건 

과 대처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수입대체 산업화를 지향하였던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은 재정 위기와 국제수지 악화， 경제성장의 후퇴， 인플레의 어 

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IMF나 세계은행에 의한 원조와 차관의 조건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Luiz Pereira 1993: 6-7). 

이들 국제대금업자들은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 규제의 완화， 보조금의 폐지，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한 폐지를 담고 있는 긴축재정과 경제안정화를 우선적 

으로 요구하였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칠레이다. 칠 

레는 이미 7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 

여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고， 연 5%의 지속 

적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남미의 호랑이’로 불리고 있다. 칠레의 이러한 성 

공의 밑바탕에는 1973년 아엔데 (S. Aende)의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여 일 

어난 피노체트(Pinochet)장군의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다 

(Rene Cortazar 1989: 60). 그러나 피노체트정권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시카고학파 출신 경제학자들로 경제팀을 구성， 대외적으로 개방정 

책과 경제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켰다. 칠 

레의 경제적 성공은 권위주의 정부가 억압적 사회통제를 통한 질서유지에 

성공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통해 기업가들로 하여금 장기계획 

을 세울 수 있게끔 제도적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eto Hujimori) 페루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페루 

의 경제개혁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랐다. 후지모리는 민중주의적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90년 8월 8일 개방과 자율화에 바탕 

을 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재정 적자의 주원인인 석유， 전기， 수 

도， 전화료 동 공공요금을 l천 -3천% 인상하고， 특혜환율제도의 폐지와 생 

필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휘발유 가격의 30배 인상， 명균 7 배를 

올린 식료품 가격의 인상 등의 충격요법 조치로 7，650%에 달하던 인플레율 

이 1991년에 한자리 수로 잡히는 등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났고， 

1993년에는 7%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후지모리는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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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도 잡고 경제성장을 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성공을 하였다. 

칭레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 

한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민주화와 동시에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노동생산 

성을 무시한채， 대중에 대한 무한보상에 바탕을 둔 페론주의라는 민중주의 

를 물려받고 1989년에 등장한 메냉 정부의 경제개혁의 초점은 페론주의가 

야기한 인플레를 잡는데 있었다. 때냄은 ‘메네노믹스’(Menenomics)로 불리 

는 독특한 외환정책을 설시하여 인플레를 잡았다. 1991년 취임한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도밍고 카발로(Domingo Cavallo)경제부3) 장관이 아르헨티나의 

아우스트랄화를 미국의 달러화와 완전 태환을 실시하였는데， 매도환율을 ‘ 1 

달러=1 만 아우스트랄’로 하고， 중앙은행 보유 국제지불준비금이 뒷받침되 

지 않는 통화발행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정책으로 1990년에 1，앓4%에 

이르는 인플레가 1994년 8월까지 3.3%로 떨어졌다. 태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는 늘어나는 딜러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점이었는 

데， 카발로는 그 해답을 국영기업의 사유화에서 찾았다. 파감한 사유화는 방 

만한 국영기업의 지원에 들어가던 재정지원부담을 줄어들게 하였고， 또한 

외국자금의 왕성한 유업을 촉진시켰다. 자연히 외환보유가 늘어났고 태환정 

책의 관건인 달러확보 문제가 해결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급진 경제개혁의 성공의 조건 

은 무엇보다 경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년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 

자에게 일관된 조언을 하는 경제학 박사가 들어 있는 경제팀을 필요로 한다. 

지도자는 민중주의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치적 반대파 

와의 타협은 거부하여야 한다. 피노체트와 메렘， 후지모리는 정치적 민주화 

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양보는 하였지만 경제정책은 타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적 경제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지도자 

들은 항상 고통의 분담과 인내를 강조하지만 위로부터의 설득으로 이 문제 

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개혁과 민주적 공고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피 

노체트나 메냄， 후지모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치적 인기를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3) 아르헨티나의 경제부는 1994년 정부 개편 이전의 우리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차원 
부， 건설부 등 경제부처를 모두 합쳐놓은 방대한 기구로서 카발로는 사실상 경제총리 
격이다. 중앙은행까지도 경제부의 조직내에 돌어와 있는데 통화관리를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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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출하였다. 후지모리의 경우 의회와 사법부를 대통령 독단으로 해산시 

킴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대내외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메냄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무시하고 필요 

할 경우 간단히 포고령을 발동시켜 의회를 우회해 나가는 등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일을 ‘긴급조치’나 ‘포고령’의 발동을 통해 처리했다.4) 페루는 법규 

중 99%이상이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었다. 

좌파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의 

이익을 살찌우고 있는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Steve View and James 
Petras 1993). 이들은， 라틴아메리차에서 실패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 
본주의에 대한 좌익 및 민중주의자들의 왜곡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는 아직 라틴아메리 

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칠레의 아일윈 정권이나 베네 

수엘라의 페레스 정권은 자유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광범한 저항에 

직면하여 억압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밖에 없었다.1992년에 불발로 끝난 베 

네수엘라의 쿠데타 세력은 부꽤 척결을 위해 민 - 군 세력이 결합한 ‘진보적 

군사정권’을 창설하려고 하였다. 베네수앨라의 군부쿠데타 기도 사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 라틴아메리카 국민들 상당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리비아는 안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두 차례의 계엄령을 선포하여야 했다. 그리고 정책적으 

로 안정화와 예산삭감은 사회적 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보건위생분 

야의 1986년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부예산은 1980년에 비해 6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칠레에서는 1 인당 예산이 1979년의 29달러에서 1988년에는 

11달러로 축소되었다. 사회공공부문의 예산 축소는 질병의 재난으로 이어져， 

1991년 상반기 중 라틴아메리카에서 20만 여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 라 

틴아메리카에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자들은 60년대에서 80년 사이 16%가 늘 

었고， 1980-88년에는 27%가 증가했다. 반면，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지 

난 10년 동안 상위 25%의 계충은 소득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75%는 오히려 

줄고 있다. 

4) 이러한 포고령주의(decreetisim)은 옐친의 경제개혁정책에서도 여지없이 발견된다. 포 

고령주의는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또 다른 ‘수인의 딜례마’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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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의 비용과 정치적 갈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조정은 고통스러운 전환의 비용을 요구한다. 경제안정 

화를 위한 정부지출의 감소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공부문의 감소에 따른 

설업을 야기하며，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구조재조정을 강 

요하게 된다. 그러한 개혁들은 필연적으로 전체 소비에 있어서 일시적인 감 

소를 야기시킨다. 이는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개혁들이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회집단이 피해를 입고 중요한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반 

대가 나타난다. 경제개혁을 착수하게 되면， 일시적인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 

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쇄볼스키 (Adam 

Przeworski)는 ‘전환의 계독(valley of transition)’을 건너는 비용을 누가 지 

불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Przeworski 1991: 137-138). 아래 〈그림 

1> ‘전환의 계콕에서 세로축은 사랍들이 기대하는 복지 수준을 나타내고 가 

로축은 시간의 진행 파정을 나타낸다. 꼭지점은 경제 체계와 판련된 복지 수 

준이다. 오른 쪽으로의 이동은 일시적인 침체를 야기시키며， 이는 이행 과정 

동안 지속된다. 이 전환의 계독은 상숭 국면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과정이다. 

소비 

S 

0 T 시간 

<그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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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경제개혁은 노동파 자본， 그리고 

사회의 제세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삭감， 임금의 억제， 환율의 현실화， 세제 

의 인상， 자원 할당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오류 동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 

구하지만 그 성과는 알 수 없는，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재 (collective 

goods)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조금의 삭제는 대규모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 

이며， 설엽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결과와 상관없 

이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서 개혁은 상대적 소득에 있어서의 급진적 변화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정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세력들을 통 

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밍 그리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정치적 세력판계에 의폰한다. 

이 전환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폰재하지 않으면， 경제개혁을 추진 

하는 정부는 시장 지향적인 개혁에 내재하는 관료적 형태와 합의를 유지하 

기 위해 요구되는 참여적 형태 사이에서 동요을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혁적인 정부는 일단 먹을 “파이를 키워라”라는 외국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올 사후에 (ex post) 인정받 

올 수 었다는 확신에 빠진다. 이틀은 가능한 일의 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적 갈풍은 시간의 낭비로 본다. 그러므로 시장 지향적인 개 

혁은 선언에 의해서 도입되거나 입법기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력에 의 

한 포고령(Decree)과 비상조치로 처리되게 된다. 이러한 포고령 권력은 볼리 

비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페루에서 개혁 때키지를 채택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경제의 효율성의 논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급진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 

을 회피함으로써 대중들은 개혁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정치적 분열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권위주의와 친 

화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해가드(Haggard 1990: 256)가 “권위주의체제가 발 

5) 여기셔 국가개업의 축소를 목적으로 내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역설적으로 적극 
적인 국가의 역할을 추구한다는 자기 모순적인 정책이 노청훨 수 있다. 클린턴 정부 
의 신산업정책을 주도하는 로라 타이슨(R Tyson), 로버트 라이시(R Reich) 노동부 

장관 둥 MIT 케임브리지 학파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시카 
고 학파돌파 탈리 시장기능만으로 볼충분하다고 본다. 김영삼 정부의 “강한 정부”라 
는 슬로건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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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된 집단행동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우는 발전 지향 

적 권위주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데 또 다른 비용을 치루지 않을 

수없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정치적인 민주적 제도의 구축이 경제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권위주의는 결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긍극적으로 성장과 분배， 복지의 조화를 꾀할 수 없다. 민주 

적 정부는 포고령과 긴급조치보다 사회의 제세력들과 타협과 합의를 추구하 

기 때문에 개혁은 ‘멈춤-진행 (stop-go) ’ 노정을 그리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프랑코 사후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시켰으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산 

업재편 프로그램을 거쳐 경제개혁에 성공하였다. 

11. 가이다르노믹스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전략 

1. 경제적 유산과 가이다르노믹스의 전략 

1991년 말에 신러시아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은 크게 구조적 유산 

과 거시경제적 유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David Lipton 뻐d Jeff，앙y 

Saches 1992). 삭스와 립튼에 따르면， 소비에트 공산주의체제는 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와 합도적 인 국가소유라는 구조적 유산 
과 재정과 통화의 혼란 국제수지의 위기 생산의 감소와 경제조정 메커니즘 

의 붕괴라는 거시경제적인 유산을 남겼다. 이러한 달갑지 않은 유산때문에 

러시아정부는 GNP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적자와 계속되는 임금압력으로 

인하여 예산을 팽창시킬 수밖에 없는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는 통화를 남발하게 되는 초언플 

레로 진행되어 나갔다. 

삭스를 비 롯한 이들 Cambridge & Washington 그룹6)은 러 시 아가 처 한 

6) 이틀에 의한 워싱톤 컨센서스(WashingtDn Consensus)의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위기의 뿌리는 자원의 할당을 자동적으로 교정해주는 시장 기능의 결여에서 찾았다. 

그 결과 분배적 투쟁에 동원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만성적 재정적자와 인플레， 그 

리고 부실 국영기업，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른 채무문제를 안고 있다{John 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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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보다는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에서 유래하는 보편성에서 동구와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도하였다. 이들은 민중주의적 경제정책을 경험한 라 

틴아메리카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을 안고 있는 러시아 동의 구사회주 

의 국가들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7) 소위 충격요법， 혹은 대폭 

발 이론(Big Bang)으로 불려지는 이들의 처방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바탕으 

로 강력한 시장메카니즘(자유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제 

된 가격과 외국과의 무역의 자유화와 산업 보조금의 철폐 등을 통한 전면적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이 결과， 강력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지만 통화 

공급을 엄격히 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제수지를 방어하여 인플레의 조 

정 효과를 최소화 하변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회복되어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삭스가 본 러시아 경제의 가장 위험한 징후는 공산주의 체제가 남긴 초 

인플레이고， 이는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소이다. 

초인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여기에 기업의 급속한 사유화와 국내 경쟁이 가속화되어야만 된다. 또한 대 

외적으로는 수출을 촉진하고 생필품 부족 현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무역 

이 개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처방이다. 

러시아가 처한 급박한 현실에서 옐친 정부도 구조개혁적 성격이 강한 사 

유화정책보다 생산을 자극하고 당장 시장에 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급 

선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였다. 우선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자유화됨 

으로써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이다르는 왜 가격자유화정책을 

먼저 수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음과 같이 밟히고 있다. 

l앉K>). 

7)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나 동유럽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경제개혁을 야기한 경제적 위기는 차이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구조 조정 

이 문제가 되는데 비해， 동유럽의 위기는 경제체계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특정 지워진다. 두 유형이 직면한 공통점은 

@ 대규모 기업의 압력에 영향을 쉽게 받는 정부 @ 높은 정도의 독점과 보호 장벽 
@ 과대 성장한 관료조직 @ 세입 획득이 부족한 정부 @ 복지 분배가 왜곡되어 있다 

는 점이다. 두 유형의 차이는 @ 자원의 집중과 행정가격 체계가 동유럽에서 보다 일 
반적이며 @ 소득 분배가 라틴아메라차 국가들이 훨씬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 다 (Przeworski 1991: 1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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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소득 가족의 보조금 (약 1350만 루블)을 삭감하 

고 문화적 지출을 줄였다 ... 우리의 조건에서 반인플래 정책을 위한 주요한 과 

제와 수단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현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까지 포함한 
화폐 공급의 성장을 다운시켜야 하며， 그리고 현저하게 국가 예산적자들 갑소 

시켜야 하며 국가의 투7.)-를 가능한 균형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과도성 

장한 사업이나 효융성을 상실한 생산라인을 없애야 하며， 저축을 장려하고， 이 
윤율을 높여야 하며， 루블의 비현실적인 교환비율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집단 

적 요구를 통제해야 하며.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폐지하기 시작하여야 한 

다. (Yegor G밍dar 1991: 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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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르의 경제개혁조치는 1992년 l월 2일에 실시되었지만 그 구상은 

그보다 몇 개월 앞서 이미 나타났다. 옐친이 경제정책 담당 부총리에 가이다 

르를 임명한 1991년 11월 7 일 가이다르는 ‘민주러시아운동’ 대회에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진 뒤 가격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사유 

화나 국방비의 대폭 삭감， 국가독점의 종식과 같은 구조개혁은 오히려 가격 

자유화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이다르의 이러한 정책 

적 우선 순위는 고르바효프 하에서 구상된 경제개혁 정책인 선사유화 --> 
후자유화로 특징지워 진 샤탈린안(Sha없lin Plan)8l과는 반대된다. 가이다르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학파들이 가격자유화부터 경제개혁의 방향을 잡은 것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축적된 소득과 임금 인상， 재정적자， 금융제도의 혼란에 

따른 초과수요라고 보았기 때문이다(Giadar 1994). 또한 당시 러시아 정부는 

사유화를 추진하거나 추천할 만한 모델도， 정부의 조직과 능력도 없었다. 

가이다르노믹스는 명백히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 

로써 체제전환을 이룩하려는 전략이다. 동구와 CIS 국가와 같은 신전환국가 

들(NTC Newly Transition Countries)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의 방법과 노선은 각 국가마다 구체적인 경제·정치적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서 

서히 가격체계를 조정한 헝가리 방식을 점진적 케인스주의적 모델로 들 수 

있다면， 급진적 모텔로는 폴란드와 가이다르노믹스를 추진한 러시아를 들 

수가있다. 

급진적 경제개혁에 대한 또 다른 옹호는 다분히 심리적이다. 충격요법의 

8) 휴이트에 의하자변， 샤탈린 계획은 국가연합으로서 소련을 재건하려는 시도이며， 그 
구상은 일 단계로 사유화가 실시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엄격한 화폐， 회계정책과 동 

시에 기격자유화 정책이 실시된다 (Hewett 199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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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들은 희생에 대한 대중들의 인내는 짧고 정치가의 용기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개혁의 적응과정이 너무나 점진적이면， 반대 세력이 

결집할 것이며 개혁과정은 궤도를 이탈할 것이다 (Nelson 1984: 108). 점진 

적 접근방법이 사회적 긴장을 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반개혁 활동이나 로비 활동들에 의해 개혁의 애초의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체제전환에 반대하는 점진주의자들은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의 독과점 상태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가격은 애초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카츠(David M. Katz)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살인적 인플레는 

삭스의 주장과 반대로 중앙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증발 때문이 아니라 성급한 

가격자유화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가격자유화는 소비재와 원자재의 물가상 

승을 가져왔고 독점적 기업들은 이 정책이 의도한대로， 생산을 늘이기보다 

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과 초인플레를 초래 

하였다는 것이다 (The Natíon, April 19, 1993). 급진정책에 반대하는 러시아 

의 온건보수파틀도 러시아는 미국식 모텔이 아니라 독일에서 교훈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 십 년간 국가주도 경제와 최저복지 보장에 익숙한 러시 

아가 미국보다 더 엄격한 순수 경쟁자본주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점 

진주의자들은 경제 행위자들의 행위는 제도와 습관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진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 삭스는 정부주도의 점진개혁은 

1980년대에 소련과 폴란드에서 이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정부 

통제 하에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하는 중국 모텔도 러시아에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 중국의 개혁은 기초적인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러시 

아나 동유럽국가들의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공업사회를 선진 자본주의 체 

제로 개조하는 것이다. 국가가 경제개혁을 주도하게 되면， 관료와 이들과 결 

탁한 집단들이 로비를 통한 신용팽창을 추진하고 이 결과로 정부의 재정적 

자는 불가피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초언플레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다.9) 

9) 삭스는 중국의 점진적 개혁전략과 러시아의 급진적 전략의 차이의 원인으로 중국은 기 
본적으로 농업사회인 반면에 러시아는 도시화되고 과잉 산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다. 따라서 종국에서는 부분적 자유화는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통제되어질 수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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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다르노믹스의 정치적 제약조건 

가이다르노믹스는 앞에서 보았듯이 러시아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에 대 

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이다르노믹 

스의 옹호자들은 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체제이행기에 있는 러 

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충격요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옐친은 가격 자유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를 건녔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경제개혁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 

의 구체제는 소연방의 해체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붕괴되었지만， 국영기업과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하부구조가 남아 있다면 새로운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위기의 원천이 될 것이다. 충격요법의 주요한 정치적 효과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가이다르노믹스를 추진하게 만든 정치적 제약 조건은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에서 국가와 사회관계이다. 1991년 12월에 급진개혁파 

로서 권력을 쟁취한 옐친의 신러시아는 동구의 민주화와 다른 양상으로 둥 

장하였다. 동구의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의 반체제 시위와 위로부터 

의 사회 제세력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경제정책의 선택에 있어 

서도 국민들 간의 합의와 참여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다.10) 반면에 러시 

아 국가의 탄생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소연방을 해체시키고 구성 공화국 

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한 위로부터의 밀실 타협의 결과이다. 여기에 참가한 

옐친， 백러시아의 국회의장 슈쉬케비치 (S. Shushl‘e띠ch)， 우크라이나의 대통 

령 크라프추크(L. Kravch따c)는 권력의 위기를 맞이하여 아래로부터 대중의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감정에 면숭해 소연방을 해체하고 CIS를 탄생시켰다 

(Vacily Mi암leev & Hellen Ostrovidova 1992: 23). 즉 옐친이 주도한 신러시 

아 국가의 탄생은 대중의 동원이나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르바효프의 

면에， 러시아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총통화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부분척 개혁은 가 

능하지 않다고 본다. Jeffrey Sachs, Wing Thye W，∞， Gordon Hughes, Stanley 
Fischer,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nns of C비na， Eastem Europe, and 
the fonner So띠et Union; Discussion", Econαnic Policy, Vol. 18 (A;띠1 1없4): pp. 
101-145. 

10) 이 대표적인 방식은 헝가리 방식이다. 헝가리의 점진주의적 경제개혁에 대해서 Uci 
nos Komai 199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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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력을 반헌법적으로 배제한 쿠데타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러 

시아의 사회세력들은 경제개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 

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제개혁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다르노믹스의 두 번째 제약 조건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옐친과 신 

러시아의 권력구조에 었다. 사유화를 통해 경제를 개혁하자는 야블린스키와 

샤탈린 계획은 구조개혁적 성격이 강하다. 이 계획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 

정 집행 권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옐친의 취약한 신러시아 정부는 그것 

을 추진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다. 소비에트형의 국가 관료조직은 결코 선 

러시아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붉은 소비에트 깃발은 러시아의 독수리 문장 

으로 바뀌었지만 군부는 소비에트 제국의 축소에 불만을 품었고， 직업으로 

서 군인의 경제적 신분은 위협받고 있었다. 옐친은 구조개혁을 착수활 수 있 

는 효파적 수단(능률적 관료나 국가기구)도 갖고 있지 못하였고， 계급적 이 

익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나 타협에 기초한 조합주의적 전통도 러시아는 경 

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옐친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기와 대중의 

자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11)이 구조개혁보다는 단기간의 충격요법을 추 

진하도록 만들었다. 

급진적 경제개혁청책의 세 번째 중요한 제약은 미국 주도의 국제 정치질 

서에서 비롯된다. 옐친은 취약한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국제사회의 러시아 민 

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크게 의존하였고， 반대급부로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차관과 원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IMF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구상과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IMF가 러시아의 경제개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수 십억 달라에 달하는 서방의 대러시아차 

관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이처럼 옐친의 권력 자체가 상당 부분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서방의 정치적 지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MF는 라틴아메 

11) 바네트(Bamett)가 러시아와 영국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개념에 대한 

흥미 있는 비교·조사는 러시아인돌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준다. 

영국의 웅답자중 26%는 시장의 개념을 ‘자원의 할당체계’로 본 반면， 러시아의 웅답 

자들 중 단지 8%만이 이를 지지하였고， 대신 25%에 이르는 다수가 시장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보았고， 영국의 웅답자들은 13%만이 “제한되지 않는 
교환”으로 시장의 개엽올 들었다 (Vincent Bameti 1991: 1095). 이 조사는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친시장주의자이고 시장을 외부 
로부터 개업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고 시장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찰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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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와 동아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구를 

전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겠다고 

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제약을 가하였던 것이 

다.12) 또한 1991년 러시아 지성계의 분위기도 서구화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외교적으로도 집권 초기에 옐친은 러시아의 이익을 서구의 이익과 일치시키 

는 대서양주의에 입각하여 세르비아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을 지원하는데 주 

저하였고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서도 경직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주요한 외교 

적인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였다.1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최고 정책결정자인 옐친의 입장을 살펴 

보아야 한다. 사실 옐친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였 

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1980년 이후에 집권한 라틴아메리카의 최고 정 

책결정자들은 선거에서는 민중주의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과 대외적 개방， 자유화，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신자유 

주의적 처방이 대중의 일시적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이때 쉽게 굴복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자신의 전임자의 사례에서 숙지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옐친과 신러시아는 이러한 경험적 사례가 없었다. 물론 외국 

의 경제고문이나 가이다르 내각으로부터 이같은 조언은 듣겠지만 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신념화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엘친이 경제개 

혁에 착수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고르바효프와의 차별성이다. 그는 정 

치적 투쟁 과정에서 줄곧 경제개혁에 대한 고르바효프의 우유부단성을 공격 

해 왔으며 (보리스 옐친 1992), 대중들은 너무나 신중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르바효프와 달리 행동적인 옐친에게 희망을 걸었다. 

12)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IMF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협력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삭스는 IMF가 약속했던 만큼의 지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지원을 하지 않아 경제개혁을 어 렵게 만돌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1993년에 IMF 
는 130억 달라를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0억5천 달라에 불과했다. (Jeffrey 
Sachs, 1994). 

13) 옐친 외교정책의 서구적 편향에 관한 스탄케비치(Sta따ævitch)의 비판은 

Nezahisirr쩌IQ Gazeta, March 28, 1992; Alexander R하π ’At1anticists ’ versus 
’Eurasians’ in Russian Foreign Policy", RFE/RL Research Report (29 May 1992); 
Sergei Stankevich, "Russia in Search of Itself', πte National Interests, no. 28 
(Summer 1992), pp.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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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은 고르바효프에 실망한 대중들이 고동을 길게 참가보다는 한번에 강하 

게 끝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쓴 ~(bitter piU)’이라고 부르는 처방을 과 

감하게 쓸 수 있었다. 러시아가 어떻게 그같은 무모하기조차한 급진적 경제 

개혁을 밀고 나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붕괴와 신러시아의 탄생 

당시의 러시아의 정치적 분위기와 대중과 옐친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도 

이 점에서 필요하다. 

경제개혁의 과정을 연구해 볼 때， 옐친은 확고한 급진개혁파의 철학과 사 

회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개혁가라기보다 정치가로서 옐친은 

정치적 권력의 유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경제 

개혁은 정책이 현실에 의해 수정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옐친의 개인적 욕 

구가 독립 변수가 된다. 번스의 분류에 따르면， 옐친은 사회의 구조를 바꾸 

려는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보다 대중의 분위기에 영 

합하려고 했던 점에서 타협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을 행사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Burns 1978). 

IV_ 가이다르노믹스의 진행과 단계 

가이다르노믹스의 시기를 구별하는 기준은 내각의 경제장관들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가이다르노믹스는 초기 1 ，2단계에서는 상대적 

으로 순수한 형태로， 3단계로 접어들면서 온건보수파들14)과의 정책적 갈등 

을 빚으면서 혼재된 형태로 제기되다가 결국 1994년 1월 의회선거 이후 소 

14) 여기서 급진개혁파는 친서방그룹으로， 체르노미르딘 그룹은 용건보수파로 분류하였 
다. 지금 시점에서 체르노미르딘 그룹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체르노미르딘을 과거 구소련에서 장관을 하였고 군산 

복합체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보수파로 분류하는 가이다르 측근의 입장과 최근 옐친 

의 팽창주의적 예산에 반대하여 러시아의 개혁을 추진하는 현실 정치가로 보는 

Alsund의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알랙세이 아르바토프(A. 

Arbatov)가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차용하였다. 

아르바토프는 온건자유주의자를 서구와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현실적 

이고 실용주의자로， 온건보수파는 강대국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주장하는 군산 

복합체 로 보았다. (Alexei G. Arbatov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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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의 전기<1992.12-1993.9)에서는 내각에 

가이다르가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다르노믹스의 시기라고 하는 이유 

는 내각 안에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표도로프(B. Fyodorov)나 츄바이 

스(A. Chubais), 쇼힌 둥이 온건보수파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나름대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은 러시아 경제개혁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제 1단계는 1992년 1 

월-1992년 6월까지로， 가이다르와 개혁파가 옐친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경 

제개혁을 수행한 시기였다.2단계는 1992년 6월-1992년 12월까지로， 경제개 

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의회와 군산복합체의 지배인들로부터 터져 나오 

면서， 가이다르노믹스의 추진 속도는 줄었지만 경제개혁은 심화되었다. 석유 

와 몇몇 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이 자유화되고 바우처를 통한 사유 

화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 해 12월 보수파의 공세로 가이다르가 

총리서리에 대한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자 군산복합체와 최고회의의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체르노미르딘이 동장하여 제3단계의 개혁-온건보수 

파의 동거내각이 출현하였다. 1993년과 1994년 1월 사이의 이 3단계는 러시 

아 정치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동을 경험하였다. 옐친은 1993년 4월 국민투 

표를 실시하고， 9월에는 러시아 최고회의를 해산하여 무력충돌올 벌였으며， 

9월에는 화폐개혁을. 12월에는 의회 선거를 치렀다. 1993년 같은 해에 경제 

개혁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온건보수파 우위의 개혁파 동거내각은 정책 

의 혼선과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제3단계도 엄격히 보자면， 최고의회의 해 

산을 전후로 두개의 소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월에서 9월까지 전기는 가이다 

르 없는 가이다르노믹스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후기는 9월 이후 다시 가이다르가 내각에 복귀해 체르노미르딘과 본격적인 

권력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총선에서 개혁파의 참패로 인하여 가이다르노믹 

스는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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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이다르노믹스의 정치경제적 특정 

제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
기간 1992.1-1992.6 1992.6-1992.12 1992.12-1994 ‘ 

내각의 성격 개혁파 경제내각 개혁파우위의 온건보수파 우위의 j 

|온건봐파와의 개혁파와의 

동거내각 동거내각 

총리* 가이다E 가이다르 체르노미르딘 

경제장관 가이다근 가이다르 쇼힌 

재무장관 가이다E 가이다르 표도로프 

중앙은행 총재 마튜힌 게라쉬첸코 게라쉬첸코 

사유화담당 츄바이A 츄바이스 츄바이λ 

정책적 북표 가격자유화 가격자유화의 심화 경제안정화 

재정적자의 감소 소규모사유화 루블의 태환화 

경제안정화 생산성 확대 
최우선척 과제 가격자유화 ** 경제안정화 
경제적 성과 재정적X꿰 갑소 | 재정적자의 증가 i 재정적자의 증가 

인플레 상승 인플레 상숭 인플레 상승 

i 생산의 감소 1 생산의 갇소 생산의 감소 1 

! 사유화 진척 j 사유화 진척 
정치적 변수 

|인민대표자 대회 ; 인민대돼 대회 i 9웰의 의획 해산! 
l I 12월의 총선 1 

* 총리: 1992년 1-6월까지 가이다르의 공식적인 직위는 총리가 아니라 
경제 담당 제1부총리였고， 6월 이후는 최고회의에 비준을 받지 않는 총리서 

리였다. 그러나 당시 옐친이 대통령직과 총리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실제적으로 총리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12월 10일 

정부의 조직개편법에 따라 체르노미르딘이 총리 직위를 차지하였다. 

**:가이다르노믹스의 2단계에서는 개혁파와 온건보수파와의 갈둥이 심화 

되었기 때문에 경채정책은 상호모순되게 집행되었다. 개혁파는 계속적인 가 

격자유화를， 온건보수파는 경제안정화를 주장하여 우선적인 정책적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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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1 단계: 1992년 1월-1992년 6월 (급진개혁파 우위의 경제내각) 

1992년 1월 2일 러시아정부는 석유와 기본적인 식료품과 서비스를 제외 

한 모든 가격을 자유화시키는 가격자유화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정책의 기 

본방향은 1992년 2월 27일 정부에 의해 숭인된 ‘러시아 경제정책에 대한 비 

망록’15)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망록은 m‘F와 세계은행의 영향을 받 

고， 삭스를 비릇한 미국의 조언가들의 구상이 가이다르 경제내각과의 논의 

를 거쳐 나온 것이다. 이 비망록에 따르면， 가이다르노믹스의 우선적 정책 

사항인 가격자유화정책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첫째， 에너지 가격의 경우 

1992년 말에 세계 수준으로 자유화시키고， 둘째， 1992년에는 소규모 사유화 

를 추진하고， 1993년 대규모 사유화를 준비하여 국영기업의 50% 이상을 사 

유화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셋째，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정화조치를 실현하여 1992년 말에는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옐친은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말 자신을 수상으로， 

내각에 급진적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내각을 구성하였다. 총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1부총리에는 가이다르가 경제부 장관에는 쇼 

힌(Alexander Shokhin)이， 부총리겸 국가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츄바 

이스 등이 맡았는데， 약관 35세의 가이다르와 40세의 쇼힌은 똑같이 모스크 

바 대학의 경제학 박사이고， 츄바이스는 37세로 레닌그라드대학의 박사후보 

였다)6) 

15) FBIS, Central Euras따n (5 M강'Ch， 1992). 러 시 아 출처 는 Izvestiα February 29, 
1992. 

16)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의 장관은 
정치가나 행정가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학자가 압도적이다. 피노체트는 시카고학파 

를 중용하였고， 메냄은 카발로를， 후지모리는 볼로냐(Boloña)를， 멕시코와 브라질은 

대통령 자신이 경제학 박사인 살리나스와 카르도소(Cardoso)였으며， 폴란드는 발로셰 

비츠가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장관들의 단점은 경제의 사 

회， 정치적 맥락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공이란 경제 전환의 청사진을 실현 

시키고 안정화， 재정 자립화， 그리고 효율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사회적 비용 

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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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르노믹스의 l단계 개혁은 재정적자 축소와 폭발적 인플레 방치에 

따른 소비지출의 감축에 그 역점을 두었다.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료 

에 의하면， 1 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는 작년 같은 기간의 GNP에 비해 17% 

가 줄었고 공업생산은 13% , 소비재생산은 25% , 자본투자는 44%. 수출은 

30%. 수입 은 18%가 각각 줄었다 (Russ따n Economic Trends 1993). 이 러 

한 악화된 경제지표는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경제개혁 

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분출되었다. 1992년 4월 제6차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보수파들은 경제생활의 악화에 대해 옐친정부를 비난하였으며， 옐친은 현 

내각의 유지와 대통령 포고령에 의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연 

장하기 위하여 러시아 기업가 동맹연합 회장인 슈메이코(V. Shumeiko)와 

공업협회 회장인 히자(Khiza) ， 국영가스회사 회장인 체르노미르딘을 부총리 

로 임명하였다. 

가이다르노믹스의 1단계는 비록 국영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온건보수파 

가 일부 내각에 들어 왔지만 정책적으로 가장 비타협적인 경제개혁 정책이 

수행된 시기였다)7) 보조금과 국방비의 삭감 등으로 재정적자는 GDP의 2% 

로 줄었고 세입증대도 눈에 뛰게 호전되었다.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도 이 단계 이후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2단계 1992년 6월-1992년 12월 (급진개혁파 우위의 온건보수파와의 

동거내각) 

옐친과 가이다르 정부는 1992년 7월 1 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 

의 제 2 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환율단일화， 국영기업의 사유화 촉진， 경제 

에 대한 국가역할의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2단계 조치는 지금까지의 

개혁을 심화·발전시키도록 조정되었다. 가격자유화정책도 2단계로 접어들어 

1단계에서 통제되었던 일상 생활품과 연료 및 공공서비스 분야도 가격이 자 

유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옐친정부는 1992년 7월 3일 국가로부터 기업이 

나 공장 등 생산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사유화정책을 공 

포하였다. ‘소규모 기엽의 사유화’(Small-scale Privatization)단계인 1992년 

하반기에서는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바우처 (Voucher: 사유화 증서， 혹은 쿠 

17) 비판적으로 보자면， 제 1단계도 순수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1992년 1월 18일에 가이 

다르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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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경매에 의해 주로 기업의 관리인과 노동자들에 의해 사유화가 이루어 

졌다 18) 

사유화가 경제주체를 바꾸는 과정이라면 군수산업의 사유화는 생산라인 

을 전환하는 구조조정작엽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러시아의 군수산업 

은 GNP의 20%, 전 노동인구의 20%에 이르는 900만의 인구， 제조업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3월 20일 러시아 정부는 민수전환법을 실 

시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민수화라는 

것은 러시아의 앞으로의 군사전략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생산라인의 교체과정에서 막대한 구조전환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 

문이다. 

2단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장외에서는 보수파의 노골적인 반발이 시작되고 

옐친 내각에는 온건보수파가 입각하여 급진개혁파 우위의 동거내각이 들어 

서게 된다. 옐친의 개혁노선은 충격처방을 중지하고 좀더 완화된 약물치료 

로 방향을 수정했고 그 결파는 급진파와 온건보수파와의 처방이 혼합돼 개 

혁노선의 방향이 선명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옐친은 1992년 6월 에너지 가 

격을 조속히 자유화 하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 연말까지는 에너지 가격 

의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밟히면서 조기자유화를 주장해온 로퓨힌 

(Vladmir RoPY1뻐1Ìn) 애너 지장관을 해 임하고， 7월에는 불만에 찬 노동자를 

달래기 위해 화폐를 남발하고 대출을 늘렸다고 비난하는 마튜힌 

(Matyukhin)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보수파로 유명한 게라시첸 

코(Victor Gerashchenko) 前소연방 중앙은행 총재를 다시 복귀시켰다. 그는 

내각에 동장하자 마자 개혁파인 네차예프(Nechaev) 경제장관과 국영기업의 

부채탕감에 대한 이견을 노출시켰다. 게라시첸코는 국영기업이 파산하면 

200만 명의 설업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채의 상환이 아닌 6，500루블에 이 

르는 신규여신을 제공하였다. 1992년 1-5월 동안 매월 5천-9천루블에 달했 

던 은행대부는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 11월에는 4조5천억 불에 달 

하게 된다 (Russian Economic Trends 1993). 이 러 한 방만한 금융지 원은 

1992년 러시아 경제의 물가안정화정책의 실패의 원언이 되었으며 은행의 기 

18) 이 주식구매권은 전국민에게 1매당 주이졌으며， 액면가격은 l만 루블이고 양도도 가 
능하였다. 1992년에는 총 100，α)()개의 소기엽 중 35.αm개의 소기업과 중기업 중 
11 ，000개가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사유화되었다. IMF, Economíc Revíew Russían 
Federation (June 1993), p. 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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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지원의 자의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시장환경에 적웅하려는 자발적 

동기를 반감시켜 경제체제의 전환에 문제점으로 동장하게 되었다. 

2단계에 들어서 개혁파가 지난 1 월 시작한 이후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 

되었던 가격자유화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군산복합체의 공세에 의하여 거 

부되었다. 먼저 엄격한 긴축재정이 혼들리면서 자연히 통화정책도 수정되었 

다. 러시아 각지의 군수공장， 탄광， 발전소 등 주요산업체들이 루블화 부족으 

로 자금이 고갈돼 마비상태에 빠졌고 임금을 받지 못한 공장 노동자들과 광 

원들이 파업을 벌이자 긴축기조를 일단 약화시키는 방향을 취했다. 이러한 

사태는 옐친이 보수파와의 갈등을 대결이 아니라 무마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되었다. 

경제정책의 후퇴는 주로 러시아 인민대표자대회와 최고회의의 영향을 받 

는 중앙은행， 내각의 온건보수세력에 의해 옐친과의 공개적인 갈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러시아 최고회의로 대표되는 보수파와 옐친의 갈둥은 처음부 

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소연방과 고르바효프에 대한 투쟁에서 최고 

회의와 옐친은 협력적 자세를 취하였다. 1991년 8월의 실패로 끝난 푸취 

(putsch:쿠데타) 이후에 옐친은 러시아의 최고회의로부터 개혁반대파의 합법 

적 반대와 러시아공화국내의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을 막을 목적으로 대 

통령이 권력기구재편이나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 

기관재편결의안’에 의하여 1년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았다)9) 이 과정에서 

옐친은 정치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의회 내에 개혁정책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본래 정치적 제도화 

보다 개인적 권력 유지와 행사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 정치문화의 요 

인이 있다. 1년 뒤에 옐친이 누렸던 절대적 정치권력이 사라지자 소비에트체 

제에서 구성되었던 보수파 중심의 러시아 인민대표자대회는 반옐친 세력， 

개혁반대파의 아성이 되었다. 

옐친은 최고회의와의 정치적 갈둥에 타협과 대결이라는 양면전술을 통해 

대처하였다. 옐친은 급진적 경제개혁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자 보수파 

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보조금지원과 

가격자유화를 유보시키는 모순적인 정책을 집행하였다. 또한 그는 개혁파 

19) 이것은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최고회의의 숭인 없이도 각료의 임명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가이다르 경제개혁내각의 임명파 가격자유화정책이 바로 이 

비상대권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개혁: 가이다르노믹스의 징치경제학 143 

경제관료를 해임하고 보수적인 인물들을 내각에 앉혔다. 그리고 가장 결정 

적으로 1992년 12월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옐친은 가이다르를 해임하고 온건 

보수파인 체르노미르딘을 수상으로 지명함으로써 개혁은 혼선을 빚게 되었 

다. 

2단계의 가이다르노믹스는 사유화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암시장과 공식시장이라는 이중경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 

지만 생산을 자극하고 물가의 안정과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장경제 

로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1992년 한 해 동안 

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월100%를 넘어서 총 2，600%에 달하였으며 GNP 

는 20%나 감소하였다 (Russ때1 Economic Trends 1993). 또한 거시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강력한 금융 및 재정긴축정책은 1단계에서는 그런 대로 추진되 

었으나， 2단계에 들어서 옐친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적자 국영기업과 국 

방비에 대한 무분별한 금융지원이 다시 재개되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거 

시경제적 민중주의 (Macro-economic pop버ism)2이는 결국 통화의 남발로 이 

어지고 인플레와 재정적자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3. 3단겨1: 1992년 12월-1잃4년 1월 (온건보수파 우위의 급진개혁파의 동 

거내각) 

이 3단계는 1993년 9월 옐친의 최고회의의 무력해산을 계기로 다시 가이 

다르가 내각에 참여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 3단계는 온건보수파의 ‘산업생산성강화’ 노선이 지배하는 가 

운데， 민중주의적 경제정책과 가이다르노믹스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장내 

외에서 벌어졌다. 

옐친은 가이다르가 주도한 경제개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 반대파의 도전의 초점이 되자 1992년 12월 가이다르 대신에 前국영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에너지 담당 부총리 체르노미르딘을 수상에 지명하였 

다. 체르노미르딘의 등장 이전에 의회의 중도온건파로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민동맹 (Civic U띠on)은 개혁노선의 포기나 다름없는 수정을 강력 

20) The CUTTent Digest <i the Post Souiet Press, Vol. XIV, No. 38 (1993). lzuest따， 
September 18, 1993. 라틴아메리카의 민중주의에 대해서는 R. Dombusch and S. 
Edwards (199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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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촉구하는 ‘러시아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제출하였다.21) 이 방안에 따르 

자면， 가이다르의 계획은 러시아가 증앙집권형 국가라는 사실과 국가가 아 

직 국영기업에서 손을 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안정을 이룩할 수 없으며，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관리된 이행이 펼요 

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러시아의 산업체 대표들은 1993년 10월 

26일 12월의 의회선거를 앞두고 산업체 관리자， 노조대표， 사회민주주의자들 

을 망라한 ‘안정， 정의， 진보를 위한 시민동맹’을 결성하면서 침체에 빠진 

산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의 개입 확대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체르노미르딘의 경제개혁노선은 가 

이다르의 급진개혁노선보다 온건한 실용주의 방식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생 

산의 하락을 막는데 주안을 두는 선별적 구조개혁 {Selective Structural 

Refonn)2찌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적 구조정책의 핵심이자 우선 순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보장하는데 두는 국가기엽가주 

의 (state entrepreneurship)이다.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구 

조개혁을 주장하는 체르노미르딘은 “빵과 쇠고기가 수백 배씩 오르는 한 어 

떠한 개혁도 성공활 수 없기 때문에 기본식료품 둥에 대한 가격의 일시통제 

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동 핵심자원의 중앙 배분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유화의 속도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조세의 증가를 통해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제공하 

여야 하며，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제한된 시장경제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노선은 ‘꾸르자도계획’(Plano Cruzad이으로 불리는 므 

라질의 신구조주의 경제개혁과 유사하다 (정진영 1994). 신구조주의 노선은 

정통적인 안정화정책은 조직화， 관료화， 독점화된 사회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인플레의 경우도 그 원인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과 달리 초과수요에서 찾지 

않고 인플레의 관성적 부문에 초점을 둔다. 물론 체르노미르딘도 가이다르 

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적 안정을 인플레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말하지만 

21) 시민동맹은 1992년 6월 중도세력의 결집으로 창셜하면서 대안적 경제개혁과 국가관 

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러시아 국가지위를 용호하면서 국가가 러시아의 경 

제에 적극적인 개입 역할을 수행하고， 독립국가연합 회원국간의 강한 결속 유지를 주 

장하였다. Elizabeth Teague and Vera Tolz, "The Civic Union: The Bir깐1 of a New 
Opposition in Russia?" RFE/RL Research Report (24 J비y 1992), pp. 1-11. 

22) The Current Di강est of the Post Soviet Press, Vol. XIV, No. 16 (1993). Sevodnya, 
April 2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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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경제정책의 사회적 지향을 강화하고 사유화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국유화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민족적， 지역적 분쟁에 

대해 러시아 연방의 지역적 통합성을 강화하고 보폰하는 정책을 추구하였 

다. 체르노미르딘의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은 그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는 

국영기엽의 지배인과 경영자， 사유화된 기업의 소유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3단계를 온건보수파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고는 보기 힘 

들다. 온건보수파인 로보프(Robov) 제 1 부총리가 정부의 가격통제기능회복 

및 국영적자기업들에 대한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주장한 반면에 개혁파인 표 

도로프 재무장관은 가격자유화의 확대 및 국영적자기업의 과감한 도태를 주 

장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표도로프는 1993년 1월 18일 체르노미르딘이 결정 

한 기본 식료품에 대한 소련식 가격통제를 철회시켰고， 에너지， 농업과 산업 

분야를 맡고 있는 보수파 관료들 간의 보조금 확대를 둘러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옐친은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중소기업육성 

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켰다. 

가이다르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의 해산과 총선까지 3개월 동안 다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 1 부총리에 복귀하였다가 물러났다. 가이다르의 사 

임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벨로루시공화국을 루블통화권에 포함시킨 것과 새 

의사당 건축을 위한 5 억 달러 규모의 예산지출을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옐 

친이 의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거리를 둔 데 있다. 옐친은 권력유지를 

위해 그 동안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온 가이다르 카드를 포기한 것이다. 

1993년 9월 이후 보수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옐친은 상대적 정치적 안정을 누렸지만 경제개혁은 친척되지 못한 채 온건 

보수파 우위 속에 급진개혁파가 내각에서 점차적으로 배제되었다. 옐친은 

1994년 1월 26일 마지막까지 내각에 남아있던 표도로프 재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러시아의 내각에는 쇼힌과 츄바이스만이 개혁파의 명맥을 유 

지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개혁노선은 긴축정책에서 체르노미르딘 총리 

와 소스코베 츠(이eg Soskovets} 제 1 부총리 등 새경제팀 이 주도하는 ‘산업 

생산성강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체르노미르딘은 낭만적 

시장경제 (romantic free market)는 실패로 드러났다면서 국가의 관리에 의 
한 점진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The Economist, january 2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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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로프는 이를 ‘경제 쿠데타’로 부르고 ‘붉은’ 관리들이 다시 러시아 경 

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경향신문 1994년 2월 21일자 인터뷰). 

사실 체르노미르딘 정부는 그 구성에 있어서 대다수의 각료가 산업분야별로 

선임되는 등의 전형적인 구소련형 정부이다. 철도차량과 철강， 석유 등의 생 

산업체의 이들 각료 대변자들은 정부를 통해 자신의 산업 분야에 더 많은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해 로비를 하며， 정부는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상실하 

고 이익대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구소련형의 경제관료적 실패는 1994넌 

10월에 벌어진 ‘루블화폭락’ 사태 때 잘 드러난다. 러시아의 은행과 대기업은 

정부가 루블의 하락을 통해 일부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루블을 외환거래소에 대규모로 투매함으로써 루뜰의 대 

폭락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 동안 간신히 유지되던 루블의 태흰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고 인플레 요인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옐친은 보수 

파 각료인 두비년(Dubi띠n)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게과시첸코를 사퇴시킴 

으로써 정치적으로 문제를 매듭 지웠지만 이들 보수파 각료들의 정책 집행 

에 대한 엄격성의 부족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전환기의 러시아 경 

제를 더 멍들게 만들었다. 

v.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로서 사카는 개혁이 경제활동，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성을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지적 

한다 <Richard Sakwa 1993: 248). 하지 만 정 책 적으로 가이 다르노믹 스는 목 
표로 하였던 생산의 증가와 인플레도 잡지 못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정) 아래 의 표에서 보듯이 러 시 아의 GDP는 92년에 -19%, 93년에는 

-12%, 94년에도 -15%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애초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 
다. 특히 공엽생산이 혜를 갈수록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23) 경제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굳이 가이다르노믹스가 

아닌， 다른 어떤 경제정책이 실시되더라도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길을 갔을 것이다. 문 

제는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이다. 또 다른 러 

시아 경제개혁의 성공의 지지자들은 러시아가 CIS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시장경제가 
훨씬 성숙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남미의 경험에서 보듯이 약탈적이고 

부패한 자본주의가 곧 시장경제의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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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표 2 > 러시아의 생산감소 추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GDP 생산국민소득 공업생산 
92년 1/4분기 -14 13 

상반기 -18 13.5 

1-9월 -20 -17 .6 

전체 19 -20 -18.8 

93년 1/4분기 -19 -19 

.. ‘ 상반기 -17.2 -19 

1-9월 14.5 16.5 

전체 12 -16.2 

94 1/4분기 17 -24.9 

상반기 17 -25.8 

1-9월 -16 23.1 

1-10월 -15 -22.4 

전체 * -15 * - 21 * 

주* 추정치 

자료: 이창재Ii"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4). 

결국 이러한 병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가이다르노믹스의 명가를 크게 구조주의적(국가주의적) 시각과 신 

자유주의적 시각， 그리고 대안적 시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1. 구조주의적(국가주의적) 시각 

구조주의적 시각은 좌파적 관점과 시민동맹으로 대표되는 군산복합체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러시 

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체르노미르딘을 비릇한 시민동맹은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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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적 시장경제는 국가주의적 전통에 익숙한 러시아에 맞지 않으며， 경제적 

으로도 국가부문이 압도적인 러시아 상황에서 시장중심적 경제개혁은 가능 

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 경제가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경쟁력 

이 있는 부분이 군산복합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민수화하거나 사 

유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적극적인 대외 판매망음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장 

한다. 최근 러시아가 이라크와 인도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북한에까지 경수 

로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이러한 관점에 바라 보아야 한다. 

구조주의의 좌파적 시각에서 러시아의 사민주의자 카갈리츠키(Boris 

Kagarlistky)는 “책임 있는 부르주아지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굴러 

가는 시장경제가 없는 마당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유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면서 옐친과 가이다르는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없애 

고 있다고 비판한다 (까갈리츠끼 1993:222-223).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경 
제를 움직여 나갈 부르주아지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가이다르노믹스의 수혜 

자는 결국 특권적 노멘클라투라 계층， 국영기엽의 경영자틀이나 이와 유착 

한 금융업자， 마피아 조직이라는 것이다. 야블린스키 (G. Yavlinsky)는 가이 

다르노믹스는 처음부터 필요한 제도적 변화-재산의 보호， 토지의 사유화， 파 

산절차의 고안， 인력시장의 창출， 독점기엽의 재조직화， 외국투자와 국가재 

산 관리시스댐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건의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쫓 

아가거나 합법적 소유권의 이전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강) 노브(Alec Nove)는 “동구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적 

시장이 모든 재난의 해결책인 냥 믿고 있지만 시장은 증권 및 상품교환， 상 

엽적 계약의 준수와 노동시장 같은 적절한 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요구한 

다. 사회적 법률체계와 이에 적합한 정치적 제도없이 시장으로의 이행은 국 

가구조의 마비를 가져올 뿐이다”고 주장한다 (1992: 41). 

이들의 주장의 요점은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사회 

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Shock therapy)이 

나 폭발(big bang)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패한 관 

료나 국영기업의 지배언， 범죄집단에 의한 마피아식 자본주의 (Mafiosi 

Bourgeosie)만 번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문제점은 그러면 어 

떻게 그러한 제도나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공정한 입장에서 모두에게 

24) The Current Digest of the Post Soviet Press, Vol. XIV, No. 23 (1992). 
Moskovskψe novosti, May 2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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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I명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에 처하게 된다. 구조주의자의 주 

장은 제도가 먼저냐 인간의 이기적 행동이 먼저냐는 고전적인 문제로 회귀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한 그들이 대안으로 간주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북구에서도 실패로 귀결 

된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2. 신자유주의적 시각 

가이다르노믹스가 설패한 이유에 대해 신자유주의지들은 실제 러시아에 

서 급진적 경제개혁 정책 자체가 보수파들의 반대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 

였다는데 원언을 찾는다. 삭스가 즐겨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 “러시아는 정 

치적 알벽 때문에 개혁정책이 정상궈l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거 

시경제적 안정확보와 국영기업의 사유화 통화의 안정을 l년이면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체들의 정치적 합력 때문에 국가 

가 계속 보조금을 주었고 이는 만성적인 인플레와 재정적자를 낳았다는 것 

이다 (조선일보， 1992년 11월 10일자 인터뷰). 가이다르노믹스가 원래대로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사유화의 진전 가운데 실업율이 서구보다 낮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 

요한 근거가 된다. 러시아는 경제적 혼란 가운데도 실업율이 5%를 념지 않 

는데， 이는 필요없는 인력조차도 국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대가로 대기업 

들이 헤고를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Aslund 1994). 
선자유주의적 시각은 러시아 경제개혁의 문제를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침투해 들어왔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대나 

사보타지로 돌린다. 가이다르는 가격자유화정책이 제대로 시행 못된 이유를 

공무원들의 부패와 상점 주인들의 이기심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 

격을 결정하는 것은 상점의 주인들이 아니라 독점적 생산자들과 유통을 맡 

고 있는 중간판매조직이다. 즉 완전경쟁 하에 놓여 있지 않는 독점 내지 과 

점 상태의 국영기업은 인플레가 진행되고 가격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의 보조금 축소 동의 

긴축재정에 대해 기업간의 불량상호채무 둥으로 대웅하게 된다-25). 위의 <표 

25) 1993년 말에 채택된 파산법의 목적은 국영 부실기업의 정려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 
부분의 부설기업이 기업간 채무누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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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보둥이， 1992년의 러시아의 공업생산은 -18.8%, 1993년에는 16.2%, 

1994년에는 약 -20% 가량 떨어졌으며， 생산자물가는 1992년에 3,275%, 소비 

자 물가지수는 2,318%, 1993년에는 각각 1,200%, 1,006%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미시적 행동의 합리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3. 대안적 시각 

인간은 가격 메커니즘이 주어진다고 그대로 시장행위에 들어가지 않는 

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기관이 맡고 있던 유통， 분배 

의 가능을 대신할 시장기구가 가격자유화를 통해 작동하기보다 경제 행위 

자， 특히 국영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인인 고위 관리자들에 의한 기업지배를 

보장해주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자원 할당의 효율적 

방법으로 알고 있는 시장이 인간의 미시적 합리적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 

예를 들어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식량부족 

의 원인을 단지 시장기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해보자. 하지만 가격자유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1995년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에 직면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매해 9월쯤이면， 수확기를 맞이하여 시장에 

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농가에서 제대로 수확되지 않고 남은 감자 

는 썩는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냉동처리된 감자의 가격은 가장 높아진다. 

농부가 만약 감자를 농장으로 옮기고 저장하며 장래의 구매자들과 거래할 

수만 있다면， 겨울에 감자를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반 

응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로， 트럭， 전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자원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재할당은 시장기구가 주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국가이다 (Karl Polanyi 1990. 
대안적 시각은 또한 경제적 행위와 제도에 대해 다시 고찰할 것을 요구 

한다.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은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준다. 러시아는 사유화 

의 결과로 중소기엽의 90% 가량이 소유주가 개인이 되었으며， 핵심 산업체 

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차도 국영기업플 위시로 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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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자 3명 중 2명꼴로 민간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개혁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유화의 실상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러시아의 사유화과정은 우선 기업들이 주식의 약 50%를 회사와 종업원 

에， 20%는 정부， 나머지 30%는 전국민에게 비우처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유화과정의 숭자는 결국 50%의 처분권을 가진 그 기 

엽에 몸담고 있었던 종업원과 경영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유화는 지방정 

부에 의해 지역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기업이 원 

하지 않는 아웃사이더를 배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었다. 국가자산관리위 

원회(GKI)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의 사유화는 관리자가 17%, 노동자 

가 54%를 소유하는 내부자 사유화Gnsider privatization)로 특정지어질 수 

있다26). 

이러한 기업 내부에 의한 내부자 사유화는 기업 경영의 혁신， 리스트럭처 

링 (restructuring)을 이룩하지 못하고， 구소련과 다를 바 없는 관리나 경영 

형태를 노정 시켰다. 이들은 생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의회와 정부를 통한 

로비나 보조금 획득을 추구하고 기업간의 채무보증， 회계상의 조작에 의한 

부당이익 등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유화 

가 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서 이윤을 극대화시켜려 

는 행위 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기 업 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가 필;요하다. 

즉 생산시창경제를 창조하고， 법인 지배를 향상시키고， 자본할당의 청치적 

통제를 제거하는 다른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결 

여된 까닮으로 러시아의 사유화는 현존하는 재산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반영 

하는 정치적 타협이 되었고 경영의 리스트럭처어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부분， 합리적 행위자 

의 시각과 제도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6)M없이m Boycko, Andrei Shleifer and Rob얹t Vishny는 러 시 아의 사유화는 탈정 치 화 
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4가지 측면으로 사유화 그 자체， 경쟁 정책， 법인 지배와 마지 
막으로 자본 할당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사유화는 성공적이지만 대부분의 큰 기 

업들이 여전히 국가소유이며， 일부 정치가들이 사유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고 지 적 한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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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러시아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활 때， 보다 

분명해진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러시아 경제 관료들의 빈번한 교체는 

옐친 정권의 성격과 급진적 경제개혁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옐친은 자신 

의 내각을 효율적인 정책 집행올 위해 경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반발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권력의 유지를 위해 내각을 정치내각으로 만뜯었다. 

개혁과 보수가 뒤섞인 내각은 효율적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경제개혁의 변화과정을 추적해볼 때 옐친은 급진개혁파가 우월한 입장 

에 처해 있을 때는 가이다르노믹스를 온건보수파가 득세하는 정치적 분위 

기에서는 거시경제적 민중주의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적 동요의 원인 

은 가이다르노믹스 자체의 정치적 제약조건에서 연유한다. 신러시아는 급진 

적 경제개혁을 수행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 

다.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의회나 민주적 참여와 협상을 통해 해소 

되기보다 1993년 보수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폭력으로 발전하거나 내각으로 

비화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러시아의 국가-사회관계도 이러한 개혁의 파행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이다. 러시아 사회는 급진적 경제개혁에 대한 합의를 제도적으 

로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국민투표와 선거를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틀의 총 

체적 입장을 알릴 수는 있지만 이익집단으로서 러시아 사회는 개혁 과정에 

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고， 반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국영기업의 관리 

자들은 의회나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체제의 유산을 

독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페루의 후지모리 개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개혁을 추 

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왕적 대통령’(Soto 

1989)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개혁은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옐친은 

개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협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명가할 수 

있다. 특히 2단계의 가이다르노믹스는 상호모순적인 정책이 내각에서 제기 

되어 옐친은 정책적 우선과제조차 설정할 수 없었다.1993년 정치의 해를 맞 

이하여 옐친은 점점 더 온건보수파로 경사되어 가면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좌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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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르노믹스가 실패한 것은 선자유주의들의 주장대로 보수파의 반발 

에 의해서가 아니다. 보수파가 문제가 된다면 왜 1993년 9월 의회 해산 이후 

왜 개혁적인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였는가?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러시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 누구 

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변수들을 구비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 급진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 국가-사회관계의 미분화와 이익집단 정치의 결여 등 수 많은 이유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결국 이것을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주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경험에서와 같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라 

틴아메리카 유형을 추구한 옐친은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스페인과 

같이 내각을 정치화시켜 버렸다. 옐친은 경제개혁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정 

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끓임없이 타협을 추구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내각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일관된 정책을 추 

진하여야 할 내각이 각각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들의 정치투쟁의 장이 

됨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을 지년 경제개혁이 지대추구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강력한 이해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온건보 

수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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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Reform in Russia: The Political Economy of 

Gaidamomics 

Yoon, Sung Hak 

The early study of economic reform ín Russia, which was 

characterized by price liberalization, radical privatization, and forceful 

stabilization, was studied mainly with an economic perspective. This 
paper which was based on political economy, investigated economic 

reform that the ex-Prime Minister Yegor Gaidar had initiated. 
Gaidamomics, the Russian neoliberalism, has character which tran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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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economic agents in non-economic system into market-oriented 

activity through strong shock (introduction of market) from the outside. 

In order to realize this shock therapy, a strong authoritarian regime or 

corporative democratic govemment is needed. But as the civil society is 

immature in Russia and the Russian govemment has no effective 

methods such efficient bureaucratic and state insσument to perform 

sσuctural reform, and also because of Boris Yeltsin’s populist stances. 

Russia has not thoroughly performed radical economic reform. When we 
study the changed process of economic reform, Yeltsin supported 

Gaidar’s radical reform but moderate-conservatives supported 

macro-economic populism. Conceming the political stage of economic 

reform, Russia cabinet was composed of the political influence of 

reformÏst and conservative groups. This paper was to analyze 

Gaidamomics, which was performed relatively purely by the first stage 

and the second stage, and in the third stage was compromised by 

moderate-conservatives. But at last after the election of Duma in January 

1994 the initiative of economic reform was passed onto 

moderate-conservatives, and the Prime Minister Victor Chemomyrdin has 

initiated selective structural reform, which is intended to fortify the 

industry 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