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의 제도화와 제도펴 권력화: 

푸탄 정치행정체제의 분석 

임도빈 변원갑** 

I . 서론 

제제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우려와는 달리 큰 분쟁이나 

없이 체세 전환을 이행해 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려한 비교적 안정적인 체 

제 이행의 과정은 대통령 권한의 강화를 수반하였다(Tom :vIayer 2002) ‘ 대통 

령으로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대한 일련의 비판은 이 

2000:32-39).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치과정 

의 동학 측면에서 볼 때 려사아 제제 이행 과정은 정치 불안정과 대통령 권 

한 강화에 의한 체제의 안정화 이에 대한 반발을 반복해왔다. 이는 려시아 

정치제제의 상대적 안정성이 국민과 견제세택이 인정한 정딩-성에 

이러한 정당성 인정의 결과가 합법작 권력， 즉 권한의 확대로 나타났다고 해 
λ4 

• 1 

게 

소련 9~1 붕괴 정치행정체제가 서구 
ξ'L 
'-

와 어떻 

러시 

에 의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어떻게 하여 러시아와 같은 대국이 커다란 정치적 

그 체제블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에 대 

털 된 나라에는 정치현상 즉， 권팩현상이 행정을 지배 

점올 들 수 있다. 

서 정치행정체제는 하위제 서로 어느 정도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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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성과 의즌싱옴 가시며 조희 납꺼1 작통한1 나 의회， 입벅부 행정부， 노조 1 직 

능단시) 잉의 판겨)을 보딘 가능분화와 더블어 통합의 성 ?ι기 각각 다브다 미 

국이 유 력의 경우 φ 랜 선등올 가지 i 견제약 균형으1 조화를 이루i 있는 비， 

이듭 상대가 통합끄챙이라고 한다(암L 밴 200::;: 18) 이와는 만대둔 여러 하위 

세도가 기능꾀화가 틸 되이 있이 융함되이 있올 뿐까 아니피 동영한 매거 q 

슴으로 운영디는 곳도 있나 웅국 둥 공산주의 국/}에서 이듀 찾이복 수 있는 

rll ‘ 이를 완선퉁한모형이이 고 한디 

라 λ1 아의 경 F 씨딛시대유 거셔 강력젠 증앙집구1 체제듀 경야하였고 1 소련 

공산 '11 저1 에서 완꺼통힘행 녀델e 유지한 바 있다 소비어i'는 인방공화커 자원 

에서 중앙집구1 삭 ~l 겨1 획성재륙 운용하였시 때문에 기능분희는 저급젠 수준이 

었다 →날는 소련의 해지]이후 민주화와 서f시 1델에 간접하려논 개헥이 시 L 

되기도 히였디 

이러한 심에서 본 인뉘논 권럭이는 특히 피흰싼계와 자원의존판겨)을 ?ιf 

로 하여 최근 리사아의 정시 현 상과 반진과정음 분석하고자 힌나， 이듀 롱하 

여 권익이는이 사후가 정당화의 수단이 아닌 카시생 있는 분서의 도十기 펄 

수 있읍옴 보여 수고사 히냐， 

분석의 대상은 쇠고 권럭자을 중심 Ö i;'c 한 중앙정부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블이디미프 푸딘이 충앙 정게에 엽문한 시전부니 현새끼지이디 문석 디l 상이 

뇌는 일련의 정치가 사긴늘 간의 분석의 인계성응 논이기 위힘이다 9기논 

딘가들의 연속한이며 연장선이자‘ 또한 R 적이 수년악 연쇠]이는 시각이 함의 

파고 있는 마와 낀이 1 역사멘진은 경호의촌싱음 가친나는 사산에 수목아있나， 

이는 이띤 정치적 사건이니 현상에 의히l 유도왼 권력악 나F가 후속히는 시) 

노운 균형의 진지]조건 휴은 신병변수가 되나는 깃옴， 또힌 구]랙 작용튼의 까 

기직 날?영과 권픽의 II~ 분 상태는 하나의 경 R 흑은 증R 한 분기심이 될 수 

있냐는 깃음 으1 w1 젠나 

분석의 방법P 도뉴 기존의 7i형이 그것어1 기해진 외부가 충객 또는 환경 

변화에 의히1 세포운 균형을 도줄헤 비는 양상올 이해히는 칭대적 방냄괴 시 

간의 흐듭어1 따르논 피흰싼계을 살펴보는 능 l태직 분서방법응 병용한다 이는 

니식의 방식 걱연에서 인순히 변화히Jl 걸피지이신 연경망의 상횡 올 만편적 

으로. 사후석으노 해석아는 깃이 아니라. 연격맹올 구성하는 수처1 딛 ;간악 상 

~자용올 교환관게의 생립 유 지!.~멸악 관점에서 상한관케이1 초점올 맞추이 

분서응 진행한나수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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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시각 

2.1. 권력롤 

2. 1.1. 권력의 기반 

구조론적 컴근괴 인적지윈뜯적 낌근욕 조직현상올 지니치게 한랴적인 것으 

로 이식젠나 l랴나 어떠 조직의 의사격정은 객과석인 조건에 따라 자동석으 

로 걸칭되는 것이 아니i， :τ 밖으1 변화에 띠피 예상되는 이헤관계를 둘ι1 싸 

고 행싱띠는 지지세력 바대세력E 간의 협상 위협 조송 석득의 격과가 증 

R 한 9 인P 균 삭용한다(성흥익 1 DS:,) 

이라젠 작용과정에서 픽요젠 자원은 여러 까시까 있나 Fn밍1(:h & Raven(1959) 

은 이을 기순P 도 힘엄직 권픽(1egitimate power), 보성직 권익 (reward power) , 

강압적 구1 벽(coercive power), 선문적 구1 벽 (expert power), 준기적 까력 (reference 

powcrJ으모 문류한디 한맙적 권려은 권만(authority) 피 유사한 기1 년이디 공 

식석으노 ~l 정 π1 는 구]럭으보서 」 직위가 높옴수하 합볍삭 꺼력이 브냐. 1'1 

한의 행사? 헌법파 법률 늠어1 간거하여 직실한 명령 계통응 통에 이루어진 

나’ 
보상직 권픽이란 상대방이 소증하기1 생각하?‘ 즉 상대방이 기치듭 두는 자 

웬올 서]공할 수 있올 때 f유히는 권랙이디 조직익 상사는 부히 직윈에게 P 

수듭 인성애주거나 승진응 시켜‘승 수 였다는 심에서 보상자 권익응 보유한다 

상대방이 가치를 두는 지원은 물질적인 지윈까을 익미히는 것이 아니괴 심리 

석 만속과 낀은 정선석이 요소도 포한힌냐， 

선분적 권려븐 기1 인이니 겁인약 업무이1 디1 만 선문성이1 근거히여 받휘된디 

진문성은 꽉랙 등의 .ílL육수준， 성힘 동에 의해 김러지나 러 λ1 야악 너]견노견 

라닌라고 갈리논 십단이 대표직 _Ö_~→ 전둔직 권픽응 보유한다고 본 수 있다 

라시아에는 볍파 행정에 관히 시식음 갓춘 셰층이 누닙지 않냐는 주변에서 

씌소성응 띤다 

I! 상적 권랙은 7 포 정세적 지원올 기준으포 얘상올 쥬으도써 권려이 생기 

논 것이다 선거자딛응 필R 도 하는 성치인글에게 성치자딛응 제공한 수도 있 

i 관료들이의 관케이1 서 부패의 윈인이 되기도 만디 

준거삭 구1 력이아 사회석 산최석으호 마닦직젠 싱꺼이나 수준옥 가피킥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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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서 준거의 대상은 추종사든의 씨펴약 둔경음 언는나 ‘카리.'-마(chmismal’ 

와 유사한 개념이다 

2. 1.2. 권력의 강도 

권려론에서 중요깐 섯은 권려의 강도이디 권녁이 강한 섯(경우)이 약딴 

것이 있/] 때둔이나 이와 유사아게 꺼럭으1 강도 우션1순위와 과랜1 아여 ;] 

본걱얀 내용을 짚고 낚아가고지 만디 

우선 꺼력으1 우선순위득 악구이론과 관련아여 석피보번， 생즌 또는 얀낀 

응 위한 자원이 승진이나 부의 승매의 욕뉘보다 우선사핀다고 볼 수 었 

나 2 까구이톤은 까구으1 다 /j] 사 낮음수51 ， 예득 든어 생즌과 91-위와 과련된 

자원이 기타 어느 자원보다 성매지P 균 우선순위기 농다논 것이다 따라서 

이 ι1 만 생존J!1 안위약 관띤된 지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딴 권력을 1I 꺼 

하끄 있다고 볼 수 였다 눌깨균 대~iI기능성의 깐심에서 권익의 강 ?ι에 대 

해 섣피봄 수 있나 대체가능성은 딩1요둘 하는 대상의 샤원에서 언음 수 있 

뉴 효용응 다른 유사한 자원。군 열마나 섭;iI 피치1됩 수 였는기에 따라 날 

라진냐， 획득아는데 시간이 오래 검~]고 난이도가 높으멘 대체가능성이 낯 

다고 한 수 있다 따라서 대 ~I] 기능성이 낫응수꽉 권녁의 강도는 농아진다고 

낄 수 있디 끼지막으도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권녁의 강도를 Jl.찰혀 11 

언， 지속기능성이 날수팍 자원보유자의 권픽의 강'.→기 농아진다고 볼 수 었 

디 디l 체가능생이 유사딴 디간 지원의 존써 여부， 수준에 초전을 맞추Jl. 았 

나면 시속가능성은 아나의 샤원이 희소가시유 보죠아는 /]까에 꾀섣음 ;] 

울인디 사간적 i른에서 타인에게 선이 되기니 흡수되기 이련시니 또는 11 

즌아시 용이헨 경 우 시속가능성이 딘나， 역바걱으둘 직위1'1 략은 개 911'1 럭보 

다 지속기능성이 낫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휴 요약아변 아래의 <jf_l>과 간나 

~) 딜톤 이라한 lVIaslo\v(1~64)를 위시한 욕 F 계층이본에 대해서는 앙건 풍기이본늘이 
비판을 게기하j 있는 것이 사시아디 히지만 본 논눈에서 상펴보는 것은 욕눈의 

종류와 권럭의 강드간의 상관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1' 1 싼파는 상판없이 사람의 생 

존달 씌우한 수 였는 권펴을 가친 경우까 디큰 경우보디 권려의 강노가 높디고 전 

저)과는데 큰 문제는 없어 겐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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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ε1> 사워과 꺼력 강도간의 상과관셰 

자원의 특생 자아실떤판련 자원 생존 욕뉘실현판련 자원 

자윈의 
높디 낮디 

대체가능생 

자원의 
낫다 높다 

지속가능성 

권력의 크;1 정a 핑윷 

~ 

일만직 P 균 대 '11 기능성이 낮。딘 지속기능생이 三L다 그러나 무 기지 특성 

에 기준히여 개벌적으도 권려의 크기를 걱정할 때 헝상 같븐 방향으쿄아 걸 

파시어지지는 않는나 예듀 든면 러시야에서 후익사득 시벙하는 꺼젠은 대동 

팽만이 행사힘 수 았으므토 대체가등성이 1갖나고 본 수 였지만. 대통핑이 시 

명권응 행사한다띤 그 이푸에논 더 이상 만복하여 행 λ}한 수 없다? 측띤에 

서 지속가능성븐 낮븐 권려으포 낄 수 있다 또깐 그 벤대의 사례도 즌새깐 

다 ::0 따라서 대세기능성과 지속기능성응 f분하여 권픽의 강 ?ι듭 살펴보F 

것이 필요히디 

2.2. 본 연구의 분석시각 : 교환이롤 측면에서 본 권력 

권픽은 두 사람 이상간의 핀겨1에서 받생하기 띠]묘어1 끄l환이는응 통애 살펴 

I! 변 권려으1 속성을 더 잘 이히l 할 수 있디 교환이폭이1 서는 뷰을 강세히는 능 

li 여1를 늘연 올 "1가르δ1 일웬 A가 마대한 뉴신죄 가원을 보유횟j 다 미 가정하가， 선서 

능으보 근천척 F윈이 j요한 4치인 주보지는 A의 님}LJ1 한 지간녁에 의존히고 싶 

을가 던논다 그러나 풍일 주건하의 같건 듀신적 지원이라번 그 지 원이 A딛 111 터 

지Sj'-l 받 L ， 디른 설리가c히 ~l 윈 B보우디의 지윈만E 11J 치면하디 띠，'1셔 씀리가닝 

δI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원에 의깐하는 정치 후보자가 다뉴 대얀을 선 t걱한 

가능성이 존재하r록 LII 체가능성 킥면에서 상니]적으록 약한 감막을 보 8 한디 느I 

씌냐 지속7~20 성 측변애서 A의 .111-(\vealLhl를 사범적 긍 1 "1 의 갱딛를 서지지 앙고서 

는 상샤1척으록 곰수하기 이엽 y- 시뱀기관의 노움윤 만디 01 노 인벤적으보 객갑히 

J. 장기간의 사멤절차즐 미녀잔 때 개인의 111 는 장기간 지속가‘υ 하다 따라서 A의 

자인은 매체가능성은 높지민 지씌가놓성은 높은 지 ~-l 윤 요꺼히고 있디고 함 수 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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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원천음 ‘샤워’으호 복나 즉， 개이이나 조직은 」꽉/성에 노추디어 었으매 1 

새인과 f식은 선J존 lE논 번영응 위하여 필잉 한 자원응 확보하려 1ι픽한다뉴 

것이디 예를 들먼 조작이니 개인 A와 6를 상정히었을 애‘ A가 I! 유히는 지 

원이 R의 생존파 밴영에 편수가이라띤 R눈 A에 의손직이라고 설염한 수 있다 R 

가 A에 의츄적이이는 으1미는 A가 6이] 디]헤 ‘강세할 수 았는 능략 을 I! 유 한디는 

깃이나 이라히 으}이유 간략젠 기호호 냐l'r대변 DEPba=POWab약 긴나 여끼에 

서 DEI'는 으1 츄만디는 게년이J1.， 1'01'，'은 권랙을 1! 유 한디는 으1 미이디 ba는 

b가 a에게라는 깃음 의 wl 젠나 

Ìll환이는은 三ull 무 기지도 나눌 수 있뉴 111， 하냐는 ‘십단직 피환이는’ 혹은 ‘낚 

조석 íl~환이론’41라고 분리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개이작 ílL환이론’이나 이 

증에서 본 논문에서의 끄l환녀?검은 기본직 。 iêc 개인주의가 끄l환이는S;，응 따른 

디 개인주의적 교환이품이1I 1이프변 교환관계를 행성히는 기]인이니 집인은 지 

신의 이익의 C;.cJ1화블 수뉘하며， 이 띠) 시강에서의 .w.환행위와 같이 자신늘의 

건 용을 극대희시키끼는 의지가 íl~환의 동끼노 작용한1 다 샤워의즌모형은 피환 

이돈과 유사하다 그더나 ;까:식응 눌러싼 환정에 대해 보다 초심응 기응얀다뉴 

적에서 l 사이가 있나고 띤 수 있나， 조직의 웅요젠 관심은 생둔이매 생즌음 

실성하는 주R 자원에 대한 i식의 의존성응 승이는 것이 주 9 목표기 띤다 

(l'fcffcr anc1 Salancik 1978) 

새인글 간， 개인과 죠식 간， 그리고 죠식늘 간의 판계블 분석하뉴 네 있어 

모두 지원으1존모행이 사용띨 수 있디 이이한 논의는 기l 체 용이와 집인 용이 

간의 문재 또는 개체 수준 이론과 진체1 수쥬 이론 간의 운재(강선택 1981)악 

연장선에 있디 우선 니석의 디l상이 조직이냐 기1 인이냐 히는 구벌이 유 의미깐 

사이득 반생시키시 많는 경 우유 예상해복 수 있나 이른마 생성삭 속성이 부 

재하논 경우이며 이는 방범돈직 개세주의파 인실핀다 ;ε식윤 분석하는 의미 

는 진헤는 l 구성 상분듀의 밥 이외에 추가디는 우언까가 있냐는 데서 핫음 

수 있다 그러나 십단 간 자원의존넌헝은 개인가 피환이는파 많은 부분에서 

유사히디 이때 의존은 권려익 빈디]민이기도 하디 즉， 상대방이 지신에게 의 

손하논 자원이 었다는 것은 내기 상대방에 대해 권픽응 지니고 였다는 것이 

i 지윈을 익존한디는 것은 의폭히는 디l 상이 권려을 I! 유히고 있디는 만피 

41Î 격적 교판이톤의 갱 우 교환011 감여하는 양 딩사가의 교환의 옹기를 상호 보상 원 

직 (mutual reciprocitv) 이 아닌 사회적인 신껴의 노보보 상싱한디(건성단 1998) 

5) 개인적 교힌이문의 대표식인 띄샤는 Dlau(j 964) 와 Emcrson(19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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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맥상봉후1 나 

3. 푸틴의 권력기 반: 제도적 측면 

이사아의 제제선환이 비교적 조용히게 이투이겼디는 사설얘 기벤할 때 강 

팍한 대통령의 권한응 분서한다눈 것은 부틴과 묶딘 성권의 정당생의 원천응 

규벙깐디는 것을 의미히기도 한디 여기서 제세선환기피 한븐 1992 닌 이후 지 

유빈수수의약 사장경제의 도입이 불각회된 시끼듀 말라내 이라젠 걱번에서 

제세니] 게역기포 꾀류되는 1989-1991닌괴 구꾀된디(정한구 L끼지5) 여기서는 

라시이 대통링의 강략히 헌뱀쌍 1'1힌음 판순히 나연아시보나는 대봉맹의 견 

제세픽인 입법부의 선제 가능， 분권화와 관련하여 중앙파 지방과의 판계 자원 

에서 검토하잇나 

3. 1. 중앙 정계에의 입문한 푸틴과 대중적 인기의 획득 과정 

논의의 푹빈적으노서 우딘이 중앙정계에서 직위득 찍득파고 대동링후보노 

지염응 받기1 뇌논 기간응 주목한 편R 기 있다 이 시기에 부딘이 증잉에서의 

디、 L 권려주체들이 본격적으포 교환관계를 갖기 시작한디 19fXì 닌 푸던의 정 

치직 스승인 소브자크(Anatolv Sobchakl기 양~느펴)에스부브三L λ1 강 선거에서 

새선애 실패깐 이후이며， 디]등령부 총무국 차장으쿄 암벙된 시전이 줄발전이 

나 u! 딩시 검친%장은 유i'-l !~쿠라보도 IYuri Skuralüv) 았는데 견렘권의 부정 

부패추방에 열중해 있었다 푸띤븐 유 리 스쿠리 E프를 ~l 이니]기 위해 19S꺼닌 

3 원 러시이국영덴에비천 RTR음 동해 유 >:'1 간쿠라-'<.c즈의 ?끼듀 비니오 영쌍 

(-)) 누가 F 체적" 딛 ?민응 건력의 장이] 등용시컸느냐OJl 대해서 。1 견。1 있다 Ega\hira 

Hiroshi(201l'! 1 는 우턴의 능향 출↑1 인 이나돋"1 슈"1 "I/o(ι<'1.natoly B“xisovich Chu따s) 

일 싱。듀 추측한다 아나통이 츄 "0 0 1 스논 이건이 집중피는 대퉁령 111 웅무국의 실 

rll 득 피약하기 위에 추턴달 총]11 긍예상c;l 파벤 북보민의 치석으보 앉혔디는 에석이 

다 만변 011 :'T- 띤 스스피는 가서 산에 서 대통령 111 총무국장인 과멜 보_'i_ L2J.( Pavel 

Boroc1inì 이었디꼬 인히고 있디 또한 이니은리 츄"1 이 /0으1 천엠 t.]1 웅맴 핸낌끼앙 

이 ?딘애게 약속찌 Lj 자이인 대통령 랭정실 111 실장1 풍시)종국장직을 폐지한 장본 

~I "1 슈비이，.이며 이보 인에 푸단은 보보단 휘히의 니1 웅령 층]lr 놔 부국삭으보 갈 

수 밖에 없었냐는 주징도 있나(박상낚 2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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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L잉영아있마(Hirιshi. 20041 이득 동해 검친의 엔치 패일이에 대힌 수사록 

무마시겼고， 옐친기의 인천응 보낌해승 사람이라는 신뢰블 얻었다 또한 이 

ιl쟁에서 옐진 패 π1 랴 입장에서 무기썩히 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도 인식된 스 

태파신 (Sergei Vadimovich Stepashinl 대신 부틴이 층리에 임명핀다 일련의 

괴정에서 크낌런 안팎으1 비리와 기듀된 실정으로 끊임없이 되임 후를 걱정허] 

ε 엔친은 조기 사임음 겸정젠q 이에 대해 부괴과의 거래듀 봉해 조끼 사임 

의 대가로 옐진 임가의 되임 후 신변을 11 장반았디는 견해가 일반적이디(유 

세희 2이 51 여171 패밀피든이 요구하는 정꺼 ílL 체 후의 아진과 투덴이 ct라는 

생치까 지원응 ilL흰한 것이다 부틴은 이러한 파섭에서 대통령 식책이라논 합 

볍 석 구]력이사 직위구1랙옴 화보젠나 뿐만 아니라 체센분생올 극석으노 이 용 

하여 야만늘의 지지을 입어 개인권픽 ?ι 파보하였다 

3.2. 권력의 제도화 

3.2.1. 형식적 권력분립 

서구의 정지생정체제는 권려꾀엽피 견제의 윈리에 입각해 있다 ~':.민의 당 

피이후 러시아인방언법에서 !1~ :1권 분김저Isc 입범부기 녹핍되어 it성되어 있 

。1 걱이도 문서상에서 \=l-~ 주악적 세도화가 이뤄지케 된디 즉 연방회악인 

상원과 국가누마이 하원으노 구성하도하 하여 1'1 럭분립이 미어 있나 라원이 

국민의 선기에 의히l 선줄된 미표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디 국가두마 íStatc 

DUffia. 하원)는 4JO명으노 구성미어 있는디11 1/2은 지역구。]고 나머지 반은 득 

표읍 5%이상응 획나한 정당에 대하여 그 비융에 따라 의서응 나누!，~꽉 it정 

디어 였마(잉도민 때51. 서구와 긴이 국가누마는 법플재정구]음 가사고 였고 1 

대통령에 대한 정치가 통제논 주둔 정담에 의애 이푸어지논 것이 일만직이라 

뇨 생각되"도 。]이한 걱변에서 국가두마의 위상 맛 구성 변화를 산펴 11 는 

것이 의미있다 

이사아 의회가 생정부와 이띤 관계에 있었는가는 권려잉엽익 갱도를 관인 

꾀 수 았는 시H-증의 아나이시도 하나 또한1 의회는 정딩흘 시반으노 딩서되 

으1 윈으로 구성된디 따피서 서구의 정치는 정당세도에 기.:J:"Ú]-Jl 있디 다 시 

말해서 정딩온 민수수의석 정서시?，템의 작동으1 2i"이 미는 재도이나， 엔치 

사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비기 받생하였고， 투표도 실시뇌었었다 부실 

되기맏 했시민 옐친대동렁파 누마와의 을편한 관셔]즐 추측란 수 있논 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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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꺼숙12(Xl7)， Salι\a(2005) ， 빅수헌 (2004)의 연구득 송합하여 환까하컨 디1. 

러시아의 권픽 l상(통일러시아)은 피긍책듀 정단이라논 탄생계기와 발꺼과정에 

서의 이년 정당적 요←를 앙쪽 모두를 고 r닉한디연‘ 적이도 행식적으로는 피수 

성단제기 도입되었다고 본 수 있다 

3.2.2. 정당져|도의 미빌달 

제제선환괴쟁에서 인긴성으1 족중괴 같은 추요 가지들이 일반국민들이1 케 이 

정도 늑아 든어가는시는 정동성이 나오는 근원이 되 수 있나 모든 저개빈 

국에서 서f의 바람식한 제도늘이 그대도 정작뇌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인 

위 석으호 이식미는 과정에서 재도의 운용빙 식과 형태가 번행되나 이라힌 핵 

상에 대해 정힘성이 결여뇌어 ?영시주의균 치우쳤다고 설명하거나 형사파 실 

질이 괴리되었디고 표현히기도 한다 또는 형식적 제도가 유착관생이이는 비 

행사가 저1\ 와 공존하고 였는 상황Ö3. 묘사하기ι 한다 나아기서 도입년 f 

/}의 고윤후1 득정~-(예듀 든어 1 문회， 역사‘ 경재센진다계)듀이 이식되 재도에 

녹아늘어서 러시아에 더욱 직힘한 형태 R 운용뇌고 였다고 핀단한 수!，~ 였다 

격국 어 L 쪽에 의젠 섣병이 바팅젠가듀 격정짓는 기준은 서거재도의 공정 

생이다 복수껴당제! ，~ 경쟁저)ι 잉이 제대 R 삭잉하고， 그러한 선거 시스템 

히에서 등일비 λ1 아당이 놈은 의석수를 치지랬디연‘ 이는 국민들이 정권에 디] 

하여 성당성응 부여하였다고 관단한 수 있기 때둔이다 

우선 선기의 공정/덩이] 대헤 의구심올 세시히는 하지들은‘ 1993닌 12윌 두η1 

의 서거이후 최종 검과까 서거익5'.부터 누 단 넘어서 공표"'1 었으띠， 선거의 분공 

정성 또는 사기성이] 때한 근기 없는 틴윈들이 쏟아졌디는 사섣올 세시한 비 았 

나iSak、va 1995) 또힌 미 국 US.AJD(lhe U.S. Agency Ior Inlemalional 

Deγelopment)파 러시아내의 '\GO 듬은 러시아에 실낄직인 민주주의의 뉘현 

여?가 과대헝가미었나고 주장파였나， 익련의 학자듀은 우엿보나도 리시아 정 

부는 부정선거을 막지 옷하며， 김지한다고 애?ι 개선한 의지기 없다고 지끼한 

디 l .I;lcndclsηn 깃XJ1) 즉， 권려의 제도화가 미흡딴 것이디 

만언어1 OSCElOrgani,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끼J nJpe) 신거 

의 공정성에 대해 특벌 δ1 문제 삼지 않는디 실제 운용방식 11 디는 세도의 도 

입 」 샤체에 수옥하여 보나 긍정석 ~1 시각음 제시힌냐， 또한1 1900년대유 경져 

꾸준히케 미국정부는 이시아의 선시이정이] 디l 해 자유 릅Jl 공정히디는 견해를 

나타냈갇 며， 이를 민주수의뇨의 이행의 이정표문 받아드랬냐 R 한 상딩 히 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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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Hussia 5,383.639 7.74 
3’ 8.4 

Agrarian Paπv 1.600,2:14 2 페 0 

Yablüko 1.108,985 1.5S 0 

Civic Strength 7써↑604 lOG 0 

l:nion oI Righl Forcee 669,444 0.96 0 

1 latriots of Hussia Gl5‘417 0.89 U 

Partv of Soci31 F3iηless 154，αR O 잉 0 

Democralic Parl\ 01 Russia 89.780 0.13 0 

줄커 \vvv\v. russiavotcs. org 

등힐1..'，1λ1아 당이 70%의 의식을 치지 한디는 것은 악회 내에서 정당긴 견제 

와 난?갱이 이뤄 실 수 없다는 것응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실대가얀 권픽당이 존 

，11 힌나는 깃음 나른 사끽에서 석명하끼도 젠나 속 러시야에서 사유주의 정팅 

이 낮은 나표읍응 획나하t느 정향은 정담간의 자유~운 정갱이 보상뇌지 봇애서 

가 아니피， 이들을 지지해줄 지지시l 역이 부새히기 때문이 σ] 고 피악한디 이에 

대한 설영 Ö;;' 껏째， 자유주의자낱이 사폐의 여러 겨)층 간의 간격은 보충하기 

위한 정색을 세시히지 끗해서 그들이1 게 희망을 제사히지 뭇히 고 있디는 점을 

듣 수 있나 E 애， 수요 시지세럭역 수 있는 이른마 웅~1 층 휴온 중간 jjl 급 예 

를 들이 으1 사， 교사， 그랴iL ~_ 와의 선문직 들이 빈넌히l 졌Jl 극인적으도 만해 

서 소민 '"1 있끼 때둔이라는 깃이다lHenrv 2004) 강럭히 악회의 지지는 행정부 

기 의회의 선제듭 두려워환 펠잉기 없다는 것응 의마한다 부턴대통령의 권픽 

딩으로서 위상 강희는 정딩옥 동히 의회의 행정부 견제 가능 약회드 야시하고 

이는 부틴의 권위주의 깅화둡 기속화하였다 

3.3. 중앙집권화 

라 λ1 아는 매 F 광활힌 영-"'-에 이구가 분시미어 있나 따라서 중앙에서 아무 

리 대통령응 중심P 쿄 권픽이 십종핀다고 하더라ι 지밖에서 권픽이 종잉에 

디]해 지율성을 누런디먼 디]등령권력이 세만적임 수법에 없디 권위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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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빙사시유 산시하는 깃은 이리힌 꺼랙섭중음 약희사키는 5 과가 있기 

l니I~ 이다 따라서 앉은 →f기에서 지방자치는 헨법의 it 성사항。균 하는 l11 ， 제 

도화를 강려만 수준으포 유 지한다 

그런니1 랴시아뉴 이런 중잉 한 실성이 대통령의 실성 ö3c 바뀔 수 있?ι독 

연성화되이 있디 푸틴은 주년작선애 으1 한 주지사익 선출방식을 디]등령 임벙 

지]노 마꿈으호서 진걱석이 중앙집구1회듀 싱시하였다 속1 f「→덴은 2005년 5 원 

l3임 7711 으1 연방관구창섣에 관딴 디]풍령 L성에 서 1성했디 이는 이시아를 7711 의 

연빙과구호 분낌야에 끽각의 과구에 대봉링의 진꺼 득사듀 염명한1 나는 내 용 

이었다(흥완서 외 200,,) 이런시) 지방자치에서 증잉집권 "11 제도 바，라 것은 세 

계석으로 보시 t드눈 여1 이나 재도의 밴회가 곧 l이어1I 1'1 럭이 집중띠는 꺼략희 

을 기지온 것이다 

제도적 틀을 비꿈피 더불이 인사연애서도 권려을 강화히게 된디 즉， 봐서 

연방싼뉘(상느페라)르부브三L블 포힘하는 지역)에는 빅토르 세르게소극 (Vitor 

Vasilievich Cherkesüv)7ì가 시 용 ;;:1 었고. 연냉 안에서 익반석으로 까장 독립성 

이 깅하다눈 본기 (Volg3) 인방싼한뉘역의 전권 특사묘는 총리듭 역암한 바 

였는 세근게이 키피엔코(Sergei Kiriyenko)가 I1 용디있나， 77B 의 여빙과구 중 

tU 파 치연기관 승신자기 다섯 영응 차지하였다(JIyde 2001J 인방정부의 지방 

에 미한 등세를 강화함으쿄써 국가익 )등함성을 증디l히려는 노려이었디 

또한 같은 날 17일에논 각 공화국의 대통령과 주지사기 자능;직 ö3→ 상원의 

웬이 되는 서]도를 기1 억히였디 대신 회윈잭으도 당λ1 끼지의 상윈의윈들쿄 구 

생미는 국까평의회듀 창석하였나lHerd 20011. 국가평의회는 만순히 대봉앵 직 

속 지문기관이뇨 그들익 걸징이]는 구속려이 밍디 중앙피 지방피의 관거l에서 

는 ‘지역의 시도사는 웅앙의 둔제가 아빈 자신악 "1 역운제에 섭중해야 젠냐，’ 

논 것이 푸틴이 내세운 논리였다 11 담세저] 개편과 판련하어서논 소수성앙 시 

대노 진환시Ò!I냐는 복석음 가지고 있었냐， 뿐만 아니라 시냉사시의 근간이 직 

십선거에 의한 m개 지방정부 수잉 산출권응 박달하였 q며， 대통령에세논 지 

방 ?의회를 히]산할 수 있는 권만끼지 부여함으포써 디]등평권려을 한층 강화 

했다 이파 같은 방범 Ö3c' 저L":의 권픽화’둡 깅팍하기1 이루어 낸다 

7) 주틴의 KGD 압사 동시이샤 같은 대띄， 고양 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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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푸틴의 권력기반; 지지집단의 측면 

권픽이라는 단어논 많은 정치띤상응 식판직 。 R 이애기능하;11 한다 기존의 

구1 럭론의 논의 또는 귀력이라는 양어의 사양은 정시핵쌍의 석명의 도구로서 

f 사후작 성당화의 수단P 도 이용핀 색채기 짙다 즉， 권픽 유무 혹은 권픽 

의 정도도서 모끈 것올 설 1성히지↓사‘ 911 권력이 강딴지를 섣벙히는 섣벙방식븐 
부재하거나 세계직이지 핏하다 본 놈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권픽의 원천응 

각 정지주체들이 1; 유한 지원으도 인식히iL 01 이란 지원올 내기]도 교환관게 

듀 성립， 유사 소맨시키는 라시이 정시에 >:'1 드든의 행태유 시간과 신지]도주의 

적 접근방맙올 낌 R 시치 조벙히 i지 얀다 즉， 대퉁령의 직위권랙 강화으1 흐 

응속에서 개번 정 /.1 섭단이나 개인듀이 샤사튼이 보유히 사원 즉， 뉘력음 동하 

여 자신의 성치럭응 」 대화하는 과성응 고잘하기도 한다 

4.1 정치 엘리트 집단의 분류 

생치 엘리듀란 소수의 지Il~계니 _Ö 5'c 서 일련의 성치와 성젝과성에 깊이 낀: 

여라는 수체든옴 악젠나 히 국가의 정시 에피드딛옴 임정힌 기준에 따라 명 

확히 f분하는 일은 십지 않은 식엄이다 새인직인 기치관， μl육흰경， ~o산새 

정 등의 기준이] 띠비 다잉란 스객드떤 선상에 문또히기 때분이디 또만 출신 

배정과 학엄 1내정 늠에서 낸은 부분응 공통분_ll 균서 공유한다하더라?ι 특성한 

사안괴 기]벌 정찌이1 디l 헤 디니 허]걸방식이 디、-~←랴를 니]기도 딴디는 정 

도 고민간러운 부분이내 파버으} 구성은 마양젠 이유에 악해 이 F어시내 국가 

와 시 기 에 따비 디 프거) 김 모되 이 아 한디 는 추장íl{ockman 1f\'l4)도 같은 연장 

선상의 고빈튼이나 

그러나 러시아는 과거 '11 저1 천흰 파성은 거치딘서 성치엘리~느늘이 일성한 

파버체제에 기는야에 비 ílL 석 뚜렷라게 지}펴미어 왔나(Graham 1995) 견이 ff 

타농스카야(01'딛a Kryshtanoγskaia) -Þ- 파빌이라는 용어을 보다 제한핀 의미 

에서 사용히였으며， 이 경우 특정만 조직행미를 가지i 았는 엘리트 그륙1사올 

분서의 대상 P 도 압숙한 수 있다( I내성한 기)021 우딘응 눌러싼 다양한 깨갱의 

정치엘랴드 집인올 구니히는 방식은 학지에 띠이 디까 나류의 기준올 세 λ1 딴 

나 1< 요 3> 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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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표 :l> 성치십단의 분류가순 

Sak\va 
Bremmer & 

빅상남 (2007) Richard CharapI20()(ì) (2004) 
λ。L

세L:7~휴 1990 닌디] 상다 페테프부 
자유주의십단 E 

)딛:견 시칭에서 한깨 익을 했던 
페 사탐낱 ex) 두미닌 <'1 버I~베니1" 
테 

제 2그릉 묶딘이 말다한 성 E 퍼1 매 
상 6 퍼)테브부 

'" 김느1 출신 
부 김무 2 :"'1 출신 지식인 

중심의 
테크노크라브 '" 제 3그릉 상}느퍼11 ，11 브부브三L 슬산 자유주의자 

'l. 
이지까 푸틴 11 디 'ß 서 모스 ::l비 집인 ex) 든 ulE~I ‘'"ι? 
중앙 정계에 친듣능한1 엔문 머I~베디1 피 

'" 전문까료십단 

KGlì 얀맥 실무비키 실런 BI 기 

패끼랴 매미리 
올리/}딛히 을마가E 히 

우선 박상남(기)07)은 묶턴의 정치가 성깅파성에 따라 사기와 출신에 따라 

분-}~아았는데 이라히 분-}~의 빙식온 I「빈의 고헝 ~l 상드퍼11 E11 근부 근:견 추시든 

응 부턴과의 친빌?ι에 따라 서]분렘 。 균씨 부딘파의 관계에 섭 중한 수 있는 

장전이 았디 즉， 이 꾀류는 푸틴피익 /1 랴의 정도에 띠이 즉‘ 푸띤이1 케 미치 

논 정치가 영향픽에 따른 분류이기ι 하다 이 분류는 기본작 Ö3'c 묶딘 진영 

에 도선할 으clnl 있는 세역이 기의 존새히지 않는디는 사실을 선제히였디는 

적에서 비 5 적 최근의 분 fr-호 올 수 있나 즉， 욕~I/} 근히든파 우 ξ1 및 걱근 

시]력간의 권력투쟁의 걸피를 반영했다뇨도 낄 수 있다 

Richard Sak w a 1 2004)는 패밀리 올리가_2. 히 1 Family-Oligarch) , 상드페데딛 

부르크 출신 중심의 자유주의자 집단11기 1e liber찌)， 실 R 비키 (Siloviki)도 나누 

어 분 fr-하였다 한1 펴 Bremmer & CharajJ (20061는 사유수의사 섭판에서 네:초 

，1 ，-:..三Lc}브블 분리 λ1 킨다 이블 분리한 것은 성부판검저)내의 천묘 깐:료늘응 단 

순 엽무 처랴를 탐당히는 겁인으쿄 낄 것인가， 아니면 정재에 영향랙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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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된 정서앤리드 집다으로 올 갓인가에 따른 사끽의 사이이나 이든 독 

꾀핀 성치엘리P 집단인 테크\，-:..三L라]二L는 기스:iI롬 늠의 기엄지 l내듭 통해 성 

지적 영향랙을 발휘만디는 전에서 특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히기도 한디 8:1 

4 .2. 각 정 "'1 집단 분석 

4.2.1. 올리가르혀 

• 올리가르듭|의 성장 

응랴가르히는 ?린 국가되「점으1 경제체제에서 제세선환 λ1 찍{븐 사간이1 부를 

숙직한 소수의 사람글응 밭한다 이늘의 잉강 "H 쟁은 무엿보다ι 러시아의 새 

핵J1]정 그 지체에서 찾을 수 았디 í Schoroc1cr, Hans - Hcnning 1999) 을리가르 

히듬은 나읍의 벚 단겨1듬 거시면서 짧은 시간내에 믹대힌 규모의 부릎 측석 

라꺼] 피았나IPadma Desai 20051 칫 센째 다 ;jl 는 소련 연밍이 붕괴띠는 시끼 

ii'., 인방성부는 재화의 공 HL부족 문제에 봉삭하였다 1m7년 5월에 개인엄빔 

을 도입히여 경공엽 등을 F함한 개인 사엽을 허용히였디 이 시기 블피디이 

브 뉘신스키와 미하일 호도브딘듀스키(끼ikhail Kh，셔orkoysky)닝은 무역염， 

유 등업 등을 퉁히여 커디련 이윤을 낚겼디 이 I대의 이윤은 치후 더 간 부를 

축석힘 기바이 된냐. 1988년 상엽은행의 섣립이 히 용디었고. 국영은행의 빈영 

화가 시자되에 띠피 응랴가프δ1들븐 븐행산엽으쿄 영역을 펙장히였디 국영기 

엽파 지냉사시다체와 유착하여 예대마꺼음 봉해 임칭단 이익듬 남겼나(박쌍 

낭 외 L씨07) 

또헨 1992년 라시아 정부는 국영끼엽의 민영회과정에서도 이익음 쟁기꺼] 

관다 정부논 민영화과정에서 10000푸날에 해담하는 사유화 증서을 f민글에 

게 무상으로 니누이 주었디 F포 충스행 기엽들이 그 디l 상이었디(i\nc1rci 

Shleifer ancl Daniel Treisman ‘200S) 그런네 이 띠1 폴리기르히듬은 자신글의 

자납려을 이용히여 비우커를 잉벤 국깐으도부너 헐값으도 매입히었디 。]는 

금융과 사엽이 걷합하는 겨1 끼까 된나 1995년 8원에는 선거듀 암누고 예선 석 

자문을 증당히Jf. 지냥을 지원 반기 위해 추식탐P 무 디]출방식 정마]방식에 관 

힌 대봉맹에 서명음 했는터Ii Padma Desai 20051 , 이 애 경매에 나은 기엽드이 

81 외에도 를라니 ul 드 끼)드바코프스CVlac\imir Chcrv~;뻐0\') 의 분류 /1 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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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1 견오익 11CKüij)， 사브네프드ISibneIU 유코간 lílJKOS) 등과 낀은 거대 석 

유기엄， 전인자원핀련 기업， 냥수기염 늘이었다 이러한 기엄늘은 -f기의 중수 

가 되는 산업이비는 벙 R 히에 외국인으1 낀여가 제한되었디 이약 같이 상업옥 

행에 기만한 마깅한 자딛픽과 정치직 영향릭응 통하여 올리기브히늘은 터무 

니없는 서가도 핵심기업들올 낙갈 반았디(히용줄 외 2CXJ(ì, 150) 

1995년 까시 77B 정도의 대형 집까이 다생라있는데 Promslrüibank, 

\ncshtorgbank, Mcnatcp‘ O-""EKSllVlbank-MFK, j{ossiis업i krcdit‘ lnkombank, 

Mosl 등이 인가듀 받은 대규모 금융 선임집까이나(장믹쥬 2002) 또 나른 수 

묵한 만한 번화논 lD98년 8월의 1ι라토리얻 사태 발생 천후시기에 받생하였 

나 모라-"'."1 염 션언과 5 븐희 평가저하호 상황이 익회띠자 라시아 은행과 외 
f인 투자자늘은 그글이 보유한 지분응 헐값。 R 처분하기 시삭하였다 

(싸lbinson 1999) 석유약 굉물지윈악 수출올 등허 1!→윈히고 았민 막대한 외호} 

을 통해 은행과 외 f얀늘의 지분응 매입하였다 그 결과 감 g 산 'il 십단의 수 

도 늑어났고 각 집까의 속힌 평균 기엽제 수도 급증아있나， 

• 올리가클히와의 개혁세력과의 권력의 흐를 앙상 

엔 N 정구1옥 겨)숭젠 부반도 대동랭이 띠는 과정에서 움이까'"히튼의 시 

원응 받았다 2Q(XJ년 3월 대통령 산거에서 악대한 정치자김응 지원하였다 

IKlcbnikov 1996) 이와 함께 지신의 이권올 지키기 위헤， 작검 정관게포 

진슬하려논 1 _ >::l 1 
1• ~-，→ 병행뇌었다 f기 재산의 사유화에 펜승해 거대한 재산 

을 행성만 그[듣븐 급기야 국가권려의 사유화끼지 사도한 것이디(영구탈 

2(00), 

경제멜리드로서 이들은 제세선환의 이쟁에서 우윌딴 정 I! ‘ 인맥， 낌근성올 

동아여 막대힌 부득 축석하였마iRigby 19991 , 히쟁된 자원음 서적파고， 나른 

계충의 희생ξ 통하여 이약e 픽나한 측띤이 크며‘ 부i대의 원천 Öi;'c 지목놔기 

도 한1 나(Golüsov 2(03), 따라서 국민딛은 옴마가E 히듀의 개벽옴 따라며 1 우되 

의 개혁성책에 성단성응 지지을 표영한다IStephen ì:ì:l1ite and Ian ,:!cAllister 

2CXJ3) 

그러나 부틴은 비팍 처음에는 이글의 지원응 받았지만 이늘에기1 보상직 권 

려을 퉁한 관계를 유지를 히지 않았디 세력이 커지지 9 히려 지신의 합냄적 

구1 럭옥 환용하여 이듀에게 강옴 대끼 λ1òf히나 2CXXJ년 6 엠 ~선/.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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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Musl ， 1호에 대젠 집중석 ~l 세무조사에 착수했고:r..바년의 인 E11호 λ: 

그룹에 ?ι 막대한 파싱딛 e 부파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향하여 베러] ε 

프스키는 두，，]익윈직을 사되히j 푸딘의 딘압정잭에 칭변으도 디]응히였디 또 

한 서유기 'il 유구스의 희성인 마하일 호?ι브구주스키기 야날균딘만어) 재성지 

웬올 약속히Jl‘ 유 .:.i스으] 이익올 위허] 히윈악원들올 매수허가 시자랬디 

루틴은 유코간의 모든 사시음 동격 λ1 키고 호도딛코쓰시키는 /，]덴 λ0 '1. 감욕 

에 수감되었디 을리가프야의 수장이피뇨 딩 수 있는 베테조프스키와 구신스 

키가 해와호 망명히 사싱호 보았음 때 jF덴과 국가악 시배력 강회가 어 L 정 

ι 성공가이었다고 핀단한 수 있다 올리기브히 늘은 저]거 대성이 되지 않기 

위해 CSR 병옥하에 이익흘 사회에 환입하거나， 경앵익션에서 문러나거나 호 

만 아브라넌비치와 블라디미브 포타난과 같이 펙심 기엄S f영기업에 매각 

함으도써 생츄 수인올 강구히였디(박상낚 외 긴X17) 이이란 il] 정올 뚱히여 푸 

딘은 권픽의 깅화듭 생쥐하;11 핀다 

4.2.2. 실로비키와 전문관료집단 

싱호비키와 진운관효섭단은 I1 복석으호 충성심과 진운싱음 봉해 1'1 력사이 

대통령의 지다거리에 워치하며 증잉 정치 새제에 입각， 승진 딩의 쟁시응 통 

해 구1 한1 욕 행사하는 사림듀욕 닫힌마 휴 합벅 석으호 우1 젠음 위익 만야서 1'1 

픽응 행사한다 라사아 인방 개혁이라? 능낄직 문제의시응 보유했P 며， 우틴 

에 미허] 증성올 약속히 고 푸틴븐 중앙정치조직에 이들올 응용시켰디 

실균 1비키는 싱익한 f기권픽의 통저1 에 의한 f기운영민이 무실서와 위기성 

평에서 이시아를 써건할 수 았는 유 일만 퉁치。1 년이피 고 궁케 ~l 는 겁만이며， 

사유주의세럭과는 수호 성재정책에서의 석유--:-1 엮의 소유 문재와 국내총생 --:-1 

문세를 풀이싼 문제에서 디]럽히였디 

잔둔 꽉효 집만은 진깅 젠 마와 긴이 정부 꽉료제 안에서 마순히 기강 석 1늬 

한만응 하논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발전단계에서 ~i둔생응 발휘하여 독자 

석이 정/，]세력욕 구축했나는 측번에서 옥사석 세력으호 분}~꾀시 시작했마 께 

L베 \11 ~교[L 이런 사람의 하나이다 커기판j주제논 섭치지)저)의 유형이 어떠하냐 

에 관게없이 필요히고， 비시아에서도 이들옥 중요란 퉁지겁년이 되는 섯이디 

라시아뉴 mn년 헨법개정응 통하여 대통령의 힘범직 권럭 즉， 권한은 강화 

λ1 켰디 강압적 권력은 터인에케 욕체적 흑은 심리적으도 위히]를 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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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 우 뜬지제한1 나 부력의 행사득 대표석이 강압 석 1'1 력 행사의 사에호 여쌍 

하기 쉽지만， 좌전 혹은 승진누팍 늠의 심리직 위협이라논 ?영태Rι 행사년 

디 이민 괴정븐 곧 정지적이이기 11 디는 생정적인 괴갱이디 븐록 정지생정 2 

원ε 의 입성에서 보띤， 행성과성이라고 한 수 있고↑ 정치행성 일원는의 입 Z 

에서 1I 연 앙지가 구잉되지 않는 것이디 

어떻든 이러힌 측먼에서 인사딛딩사 휴은 정겨1잭잉사듀이 행정과정에서 1'1 

썩올 행사할 수 있는 미표적인 강압적 권려 P 유지들이다 실질적으로 인사이 

동에 영헝음 마 /1 느 라시아의 여러 HI 공삭 집단의 수장듀은 직 • 간접석으노 

싱암직 권픽응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방보안''i"(PiTll나 마피아 늘L 

강압삭 구1 럭의 소유수체에 해딩히나 

우딘은 전략가P 도 이늘e 산별하여 각각에 ;11 직당한 합먼거 권익은 일부 

니담시건으도써 지신으1 권려올 강화시키는 방법올 사용히는 것이디 즉‘ 미퉁 

령 P 도서， 그리고 총리 R서 커기기뉘을 운영하띤서 행성가 측연에서 권익요 

강회파는 깃이나 .L는 구1 력 강화듀 위해 석지1 석소에 사엠음 배시한으호써 

’저]ι의 권픽화‘을 이룩하는 것이다 

5. 푸틴과 메드베데프 분점체제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사금까시는 우덴과 :fl 위 J.~옴 하나의 동익힌 복석의 삭음 공유젠 연합체노 

상정하여 부틴 성권의 강한 러시아 긴설과 새혁성책의 실띤 과생응 십단간 

권력이류 걱면에서 조1성히였디 괴시 이시아 한맙에서는 데등떤의 3선 연임올 

닫지하고 있었?며， 이라한 제약 상황응 타개하기 워하여 부딘은 대통령 。도 

매드베데프를 지벙히고 지신븐 총리도 취임히였디 실질적 권려올 지닌 총티 

푸틴과 대봉맹의 디강힌 구1히이 부여되 께브배디1프의 이중구1 력체재 21 현배에 

디]히여 꾀식허가포 딴디 

5.1. 권력의 불안정성 옐친과 푸턴의 차이 

우덴은 익년의 과정요 동하여 대와 석으노 강력히 대동링의 위지유 ?축아 

였지민‘ 9 히려 소식 내의 싱아익은 옐친 대통령에 비해 쥐약하다는 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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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옥해야 젠나 까순히 조직 장익력이 약회띠고 부틴의 영헝력이 감소했마 Jl 

보다논 'Jl제꺼환기을 거치띤서 비공시직 관계 R 유지되먼 부분이 공시가인 

앙상으로 선환되었디뇨 표현해야 한다 즉， 공식적인 관케이 한븐 선문적인 

지사 혹은 충생심응 매개R 부틴Ö :'èc부터 합법직 권픽응 식와을 통해 깨분받 

게 되었 g 올 의미한디 피 Il 옐진 미등령으1 리더쉬 스티일븐 엠정부의 수장이 

라끼보냐는 조직의 보간 낀은 모습이 너 강아였마(유세희 2005) 이는 여러 

집인이니 조직 간에 제도적 꾀화가 완벽히케 이루이지지 않았디는 측면에서 

엔치 시기콕 시배 에피드의 과누재석 동지호 보는 견해와 맥덕옥 낀이 젠나 

(Shevtsoγ3 2(X)()) 

우덴의 비공식 측변에서의 조직 장익력 약희는 /}부장석 후견 펴후견 관계 

을 늑싱 。:'èc 하던 공산당하의 개인주의가 통치의 거헝과 유사하였던 헬친시 

기에 비헤 정치 공산당으1 퉁치 방식에서 빗이니 세도적 문화가 가속화되었기 

l내묘이기L 하다mreslauer 1 ~H)) 특히 부틴의 경우논 증잉 성계에 입운한 지 

얀마 디지 않아 대봉영 직부대행이 띠고 제센 사건으호 이라여 까기간에 국 

민직 지지을 획나하였음응 고려한 l매， 맹목가P 도 자신에 I11 복충하는 친우1 세 

력음 양성힘 시간이 쌍대석으로 충분라시 못했냐는 적도 고 σ1 해야 젠나 비공 

사직 판계기 원환하lJl 삭~.하지 않논다띤， 인겸직인 정치흰경 유지듭 위해서 

는 합입적 권려 즉 공직 을 이떻게 배니히느냐가 중요란 분세로 디]두왼디 즉， 

실R비기나 천표관j주십단의 수낌 。:'èc서기 아닌 두 십단의 f7R성자 흑은 날헝 

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디는 의마이디 푸딘 디l 퉁령은 외견상 강려딴 지도지 

라는 인상에도 븐구하고 산재석으호는 정부 안팎의 1] 득구1 에력과 바협욕 통 

해 국갱 올 운영히 i 정치적 안정올 도모했、디는 견해도 이이란 문식괴 그 매 

옥 7! 이 한1 마(Reddaway 20021 , 

특히 박상난 (2α7)의 정치겔리는의 분류에서와 같이 실실직 Ö:'èc 독자가。도 

부 I덴에 1L;]유 E 만힌 세력온 혀재 즌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헝후 러시시의 

권픽의 향 1내 흑은 분심시]제의 미래듭 예측하논네 있어 부틴과 두 정치 십단 

이익 교환관게이1 디l 한 이해가 요구된디 우선 선문 관료 집인은 선문성을 가 

진다 이늘은 경제， 행정， 법학응 천공한 겨)층。 R 정제 정젝 딩응 수김해온 

집인이기도 히디 ‘ 2020 푸딘 플랜’ 은 정세 사회 잉야의 이시아 장기 말선게 

획 프호」랩으노 루틴 대통영 시꺼 딩시 부종i:']있던 께브이l 데프까 ;j] 쩍 수립 

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디뇨 알려져 았디 이시한 선문성옥 디l 체가능성이 닛으 

매， 성제발끼응 복표뇨 하수 러시아에 있어 팔수석인 사원이나 이러한 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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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속까능젠 자원이며 1 우틴의 입장에서는 이듀에게 합볍석 꺼럭옴 부여 

하고 이늘의 전문생응 환용하기 위애 μl흰관계듭 유지한 유인이 였다 :[한 

ιν1 푸딘이 집권히였올 당시 미국은 KGB 줄신 디]퉁떤이] 디l 해 농븐 경계심 

E 보인 바 였다 이와 같이 러사야의 받꺼응 위해서논 과거 깅암직 권럭행사 
의 상징이었민 KGB의 흔적을 되색시킬 필요가 있디 푸딘이 세프게이 이비 

노 :，i (Sergey Borisüvich I vanüv) 대 선 통 행!이 면 서 진운상 음 보유 하는 메 t드 UII 

이1프를 끼]등령으도 ‘임 1성.딴 이유 는 이 δ1 한 딴민들이 J1. 2닉되었디 i 낄 수 있 

나 

5.2 푸틴권력의 기반: 정당성 

우딘은 직어도 공가인 권픽이라는 측딘에서 수평가。도 의회나 정 l산의 견 

지]른 받지 않음 싸안 아1_1 라 수직적으도 지빙의 견재즘 받지 않는다는 겪에 

서 틀까 갖춘 제도가 권력화’ 되었응올 익미한디 그리 JL 제도으1 권려화는 일 

부 충성심 있는 인맥음 통해 작동이 되냐 _L러나， 어h 나라에서든 득정엔의 

지지그룹은 싱황에 따라 변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41 악하다 

L밍나변， 석어도 와형상으호는 빈수체재듀 띠고 있는 우반의 이랜 공삭이 

권픽이 과인 실제도 f민늘어)시) 어느 성[ 용인뇌는기의 운제을 살펴본 핑R 

가 았디 정당성올 획득히지 뭇한 절디]권려은 특새권썩이피 JL 할 수 있지얀， 

직어[ 어느 /성 ?ι 정당생응 획니했다띤 독재권픽이라고 단정짓기논 어갑기 

때문이디 

정꺼의 성파문흘 동해 정팅성음 측정파는 시준은 우반이 국빈튼과 정시엑 

랴드도부니 이떻게 정당생을 획득랬는지에 디l히여 셔디 많옥 부문올 섣1성할 

수 있나 Lukin(2000)에 따딛먼 익바석으호 러시이 국민듀은 경제성장과 핀수 

직인 공공재듭 제공하? 능럭이야말R 정권과 성권의 리더에기1 정앙생응 부 

여라는 근원이라고 생끽젠나 구1 랙의 강도먼에서 깨:간호의 와구이론에 의라면 

하위단계의 욕十기 가깅 깅하[王균→ 이듭 지지해응 수 있는 /성권이 더욱 정통 

성을 얻올 수 있는 것이디 즉‘ 비시아의 국깐들 사이에서 정권의 정당성올 걸 

/생하논더1 널리 통용놔논 관단기순은 정권의 복지 정 즐 능픽이라논 말이다 정 

권이 영정수준 이상의 경세적 성괴를 니1JL 그로 인히] 국낀들이 부유히) 신디연， 

국민듀은 정구1과 시도사에 대해 시지듀 」{명젠냐는 의 μ1 이나， 이듀 통계석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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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꽉셰특 예 상해복 수도 있나 InglehrnÜl9991에 따근먼 5771국올 대 상으노 딘 

권위주의와 경제성?파의 상깐계수을 계산해본 실과， 1 인단 f민총생산의 수순이 

낮은 니이일수록 권위적인 지도지가 존써만디는 것올 말견히였디 물픔 상관관계 

(correlation)와 인파관계 (causation 또는 c3sualityl는 다른 것이다 어떻든 영딘 

히드(lnglchart) 악 등게는 경제받선이 미비한 니이영수록 강썩한 리더쉬에 근기 

힌 경재반진음 I1 대하매 L 과정에서 키위석 ~1 시도사에 대해 지시듀 보이는 

섯으포 허]석할 수도 있디 

랴사아는 우빈정뉘 빈속 딩 시 과거 10년 증에서 가장 양호힌 경제상황음 

맛이하였다 ';-1뀌총생산(GDPI에서는 l~m년 3.2%. 기X)O년에는 천년L 대비 

6%의 성장듭옴 보있나 이는 구소랜 시대인 1974년 이후 지읍 보이 수;.，]이 

다 불는 일부 수치을 lmm년 담 g 위기을 겪은 이후의 만늠 。 R 인시한 수?↑ 

았디 정기변통븐 주기성을 가지기 때분이디 Çë팽이 았으면 불평이 있듯이 

말이다 그랴나 그 원얀이 무엿이든 부틴의 경제직 성파는 f민늘과 성치엘리 

드든이 부틴에게 정딩싱음 부여하는 겨1 시까 띠었나고 본 수 있냐， 

정치엘리 E 늘의 부턴에 대한 정담성도 같은 측딘에서 검토될 수 있다 민주 

화되 러시아까 까단싹옴 번시 못히나변 익부 쟁시엠마드튼은 이른마 증국식 

해법 (Chinese Solutioll) 이라 부르'-， 정저1 작 발션응 워한 권워주의직 정권응 

선내할 것이며， 사실상 이1 시아 일랴드의 33% 이상이 중국의 성장방식올 최선 

의 애결책 Ö:'èc 던고 였다 또한 러시아 엘리튿의 í8%기 강한 리더심응 긍정 

걱인 기]념으포 인식만디(i\nton Stccn 2(Xll) 이비한 관전에서 살 때 향후 세 

jj] 석 경재위끼에 지하여 리사시의 경재가 어이윷수하 우덴의 마너쉽에 대해 

국민악 기대는 더 ξ 커질 것이디 국낀피 "1 교환관계에서 이민 정당성이 펙 11 

디는 힌 1 깨트")]데도듀 jε한젠 나른 정시세력튼이 루덴옴 재거하고 우1 력익서 

에 부상하기논 쉽지 않응 것이다 

5_3 메트버|뎌|프와 푸틴 간의 교환관계 

현 2i 시아에는 공사직 。:'èc 서영 l 위연 대통령이 실실직인 권픽 l 우1 인 총리 

가 공주히는 체제로 운영되i 있디 즉 공식적 권력이 실질적 권려으1 붕임치 

펀성이 일어나고 있논 것이다 늑히 이전시기에논 공시가 지위 일인자였던 부 

띤이 총랴직올 믿 i 있디는 전에서 서구악 니]각찌암세 히에 있는 상정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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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링파는 나른 관겨1 이내 공삭석 서연 2뷔이 우빈이 가꺼 꺼럭의 기바은 국민 

직 지지라논 성당생과 더불어 저1ι직 권픽의 십중이다 총리실파 대통령실의 

부속기관을 껴더피도 총랴가 실질적 권려을 행사할 수 있 E 을 알 수 있디 91 

러시아는 최간 언범 개성응 통하여 대통령의 암기듭 늘리고 얀임제한응 원 

화했디 그렇디먼 디건 선기에서 푸던이 새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미]드베데프 

가 새호운 수사노서 익이사둡 둥곡낌 깃이가가 웅요한1 치운거 ~I 이나 

우 선 푸띤은 새겁권을 위해서 메드버l 데프와악 교환관게를 유 지할 것으포 

보이나 께 t드 011 데도가 우덴에 대항라여 사시만의 독립된 노선을 구축히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에 대한 커민늘의 지지와 부하늘의 복총응 상당부분 부 

덴의 개인꺼럭에 의지하고 있기 때둔이나 l핑나고 푸듀1 이 머11"드매 1거1 프듀 제 

거하논 시나리오L 개인성은 낫다 두마듭 통한 대통령 탄핵만이 띤7，H iê 서논 

시의 유영한 대안。]고‘ 이는 정치적으도 긴 우랴수이기 때분이디 이비판 걱 

띤에서 부틴파 에베네피[뉴 서토 피환한 자원이 있P 며 피l환관계블 유지한 

나’ 
다만 헝시직 ö3c나마 민주주의 저I\~ 기 도입뇌어 있고， f민글의 정치수순?ι 

향쌍피변서 국민의 정딩싱음 누가 너 언h냐까 웅요젠 번수이나， 께브배데도 

기 커민글도부터 지지블 받고 생공직 。 iê_ 염무수행응 한다딘， 심차 부딘의 그 

런지에서 빗이닌 것이디 더균디니 강려한 디1 등령의 권한을 껴유히 JL 있으" 

균 머I~버)비교기 대통령의 자리듭 지키논 시간이 잉기화될수팍 꼭자직 세픽 

구측이 가능해질 것이디 즉‘ 시긴이 i프면 i릎수록 매드베데프의 권역은 

강회디는 깃이데， 우덴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헝성옥 어 1 시적에서 중시사키 

냐의 시긴적 적시성이 중요히디(임도빈 긴l(7) 사실 이이만 역사의 i류은 빈 

복미어 왔다， 우딘이 패밀리호부터 시워욕 만응 수 였있던 게끼는 LE 의 안 

전응 지켜승 인날이라는 팍신응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틴의 대통령 지염 

우1ξ 시속까능히 사원。] 이니내. 정시직 부 채보나도 국민 E호부터 정딩싱옥 

파보하려는 유인이 싱대직 。 도 드L기 띠]묘어11(커민글의 지지와 경당성 부여기 

9) 총리끼 직야 기판으보는 빈 1두김국 시1 간국1 판 "11 국? 씌승감 1두국) tf융시상관렌국? 긍 

융시정판떤국， 우주기슬칭 국정개밀정 f 낚사기승신당 및 득낼 믿 기Ef 기승칭 어 

업생을 1 니]웅덩 직까기판으보는 둔 ql 냐] 연락 납당국， 611 오I/J 요국1 ?}요국 "1 약 7-1 해 

감독국f 보얀국 대통령 득앨듀구그램 관이칭， 대통령 업무판이칭윤 닐 수 있다 이 

에 ql 한 가 요는 http:/얘끼.\'I.v.government.nl!Contel1t/executlvepmverserγlces 를 낀二ε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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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즌에 푸1요한1 사원이므호) 패딛미약의 ílL환과게는 L리 오래 시속π1 시 목하 

였다 마낀기자문 버l ':c베니1 주" 일성한 분기싣e 기순ö3c 꼭자가인 세믹응 

구측만디연， 미드메이1프는 세2의 푸딘으로서 강려만 미퉁떤으1 권한올 행사할 

수 있은 것이다 그러나 메 L베네피의 입상에서 싱대직。 R 컴고(196다년생) 

이미 디l'등령으로 선출되었으니포 푸틴괴 윈까만 관계를 유 지함으도써 무랴수 

듀 써서 구]럭음 생취하기보나는 장기석이변서도 악정 석인 구1 랙음 유시하이 

할 수도 있디 

6. 맺는말 

서구의 정치생정체제는 각 꾀야벌도 받딜만 히우1 세도들이 지유 름Jl. 조화룹 

I11 삭응한다 자유톰고 f화톰개 삭 E 한다는 것은 균헝파 선제의 원리기 삭용 
얀다는 으1 미이디 물른 서구의 정치생정제제가 괴연 자유 묶 i 조화릅케 자통 

하느냐， 또논 서낚의 운용 방시이 일를직。 R 기낌 바람식한 방시이라 한 수 

았는지에 미해 논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만 각 국가으I Jl유 만 특성이 

지]도의 도엽과 정착과정에서 표추되나는 적도 고이띠어야 히나 」러나 석어 

도 특써지 혹은 걱수의 정치멜리트들이] 의해 국가의 미조사가 캘정된디는 것 

은 바림직아지 봇아나는 사싣온 사벙하나 이는 건윤싱과 민수성 양 측번에서 

그러하다 생치 엘리느 소수의 의사결정은 이른바 십단 사고 늠어1 의애 한쪽 

으노 성도되 위힘생음 내표한1 나는 적에서 비건윤작익 수 있나 또한1 나양히 

관심과 기치를 의사걸성 과성에서 간파한 수 있다는 심에서 비효융직이고 비 

낀추적이디 견세와 균행으1 윈랴를 획립한디는 것븐 국가가 사스엠적으로 운 

용핀다뉴 것이며， 이는 어떤 정권， 어떤 지 L 자기 늠 강하더라도 그늘의 개별 

능려으1 수준치이이] 영향올 적게 받는디는 의미이며 장기적인 국가 말선의 흐 

릎상 마림직젠 가시이나 

권려논의를 물의 흐류에 01 유 한디면‘ 권려이 징이는 것올 서수지에 물이 서 

장디는 깃으노1 꺼랙의 행사듀 펀김의 흐릎으노 비유힘 수 있냐 저수시 수량 

은 역사과생에서 번힘 날은 수암이 깅한 곳에서 약한 갓 ö3c 흐른다 그랴나 

저수시나 냄이 위시한1 시대까 높음수적 석은 양의 수량으노도 수압의 우위록 

심한 수 였응 것이다 지대의 높이는 시대의 성당생 또는 f민늘의 지지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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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 예득 듀어 을비가근히는 시금까지 믹대한1 수압(사금력과 노비)으호 

낮은 지대 (f민늘의 반발)의 갈리힘응 이겨냈다 그러나 상기직인 깐성에서 

물의 서장링은 유링올 등해서 변화히며‘ 걷국 국민들의 지지를 반는 즉‘ 정당 

성응 보유하논 십단과 개인에기1 권익이 J골아갈 것이다 올리기르히늘의 약화， 

푸틴의 디l'등령 권만 강화와 안정적인 체제선환이의 관계도 이이란 측면에서 

성)띠보았나 

권력의 정당성에 디l해서는 산출적 접근(outj~αts approach) 이 니]생적 검근 

(intrinsic value äPPTüachl 이 있나 진사는 익정 부복으} 옥 ~ll 석 근1 너십올 허 용 

하더라 l ，~ 커민늘의 후생수순응 상승시킨다딘 생권이나 지도자기 성당생응 부 

여맏흘 수 있음음 으}마힌나 즉， 정시 석 시지 휴은 정꺼익 정팅싱온 복시 경 

제성싱 닝 /생권의 생과날도 측성한 수 있다고 하는 십얀빙「식이다 만언어) 후 

지는 처]세선환 이정에서 만기긴에 서구의 비란작한 세도， 예를 들이 복수 정 

당제?ι 늠의 민주직인 실차을 보성하논 제 l ，~ ι입과 E 시에 그 나라의 현실 

에 맺추어 산진삭으노 까 운용미는시유 검보함으노써 파익한1 마 

저자을 성과에 의애 정당성이 인정핀 것 Ö ii'c 보아 생담성의 사후직 애석， 

또는 검과론석 정딩성으호 보고 1 후사듀 사진석으호， 저사석으호 정딩성욕 화 

보한 것P 도 판단한다 논의의 인싱선에서 성공자인 제?ι의 권익화는 사후직 

으도 정당성 올 획 1! 한 것으포， 권랙의 제도화는 사선적으로 정당성을 펙 I! 히 

려논 노럭 Ö ii'c 얀시한 수 있다 흥마도운 것은 부단은 후자을 희생하여 첸자 

를 획득히는 권려피정올 。]이왔디는 점이디 푸딘의 성피(섣제도 즉새히는 것 

이든 보여시는 깃이든)아 검과석 ~l 깃으호서 석어도 선읍석인 빙식에서는 정 

당성 펙득이] 성공히였디뇨 딩 수 있디 그 δ1 니 괴수정당제의 정착 실질적인 

사빙분구1 한번에서는 부속힌 꺾이 있니 냐시 닫아먼， 헤게진환 ;1 에 생시는 

권릭의 저1 ，'，:화을 형시작이고 최소한Ö，5'， 하논 잉시에 이 제도의 권픽화듭 최 

대회아였던 깃이나， 나사까 대통명의 벙맹이 입 액 부의 벅율과 거의 대둥젠 건 

과둡 기진다뉴 측연에서 건저1와 7i헝의 정!，~의 묘제기 아닌 견제와 날행의 

가능성 폭새여부의 문제가 세기되아 왔디 이기 우랴니피도 효율성올 위해 형 

평성과 민주성응 일부 흐1 생한 경험이 있다 산출직 측연에서 정제작 성과을 

강조히는 팽가약 희생된 \=l-~성피 형팽성을 우각시키는 명가긴의 스펙트던 

폭이 넓지만， 재도의 꺼랙석 운용은 사후석으호 F마나라의 경개석 성과에 의 

해 일정 부니 정당성이 인정된 걱연도 있디뇨 낄 수 있디 이 λ1 아익 칭치‘ 정 

제， 행정 '11 제와 우리나라의 」깃은 상이한 점이 있시만， 븐 맥럭에서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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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음 가꺼나 

이 시심에서 생과기 손재한다연， 제도의 권픽화는 향상 바람식한기， 아니딘 

권려악 제도화를 추구해야 히는가에 대한 디]담이 요구된디 이셰 이시아는 체 

제전환기에 일시가P 도 생긴 ‘제 ?ι의 권익화’ 흐듭응 거꾸둔 늘려 ‘권픽의 제 

도화‘모 비꾸려는 노력이 필요히다 이는 절치적 정당성 흑옥 사선적 정당성 

음 화보아는 깃이 오히이 장기삭 안정 석으호 성과득 딩보힘 /}능싱이 높나는 

걱연에서 규벅적인 논의이기도 "'1 며‘ λ1 낀사회의 받선이 이시아 국낀들의 정 

/，1 의식이 신장칩에 따라 리사시 정시에근1 드딛이 숫응아꺼1 노1 역사작 흐응이 

71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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