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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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소위 ‘시민사회의 재발견’ 논의는 세
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서구사회에서의 신사회 운동과 비중심부 지역 저
발전국가들에서의 재민주화 뿐 아니라,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
민사회의 저항으로 인해 촉발된 논의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의 반명제
로서 시민사회의 강화가 사회주의 운동의 대안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이후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중동부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에 이은 1991년 소련
의 해체로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일제히 체제전환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들 국가에서의
체제전환은 정치적 측면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뿐 아니라, 경
제적으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중적 전환 과정이었지만,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류적 연구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광의의 ‘민주
화 이행’으로 규정, 여타 지역에서의 민주화 과정들 간, 그리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 간의 비교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 체제전환 이후 10 여년이 지나면서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서로 매우 다른 체제전환의 성과를 보이는 이유
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 달성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가들은 발달된 시민사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입각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체제전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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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며, 체제전환 과정 초기에 만들어진 세력 관계 및 구도, 정치적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를 체제전환 국가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구체제 지배 세력에
반대했던 시민사회 세력은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 과정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은 왜곡되거나
지체, 혹은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의 상호연관성은 반드시 시공간
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항상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주도되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
에서 펼쳐져 왔던 ‘민주주의와 시장’의 확장,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의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도 상당히 축
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먼저 세계적 행위자로 등장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
자인 NGO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해석을 부정하지 않
으면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시민사
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의 계기가 바로 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붕괴 과정에서 비롯된 ‘시민사회의 재발견’이었다는 점에서 체
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국가-시민사회’간의 관계가 존재하고 시민사회
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긍정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없다는 명제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자본주
의 체제의 확장과 그 안에서의 중심부 국가와 자본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의
도를 논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격 규정, 그리고 그에 따
른 연구는 자칫 현실을 파악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러시아 시민사회의 보편적 특징과 특수
한 경로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러시아 시민사회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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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사회주의 러시아 시민사회를 둘러싼 맹점들: 보편적 이론
과 러시아적 현실
소련 붕괴 이후 소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 탈사회주의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재출현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논의는 체제전환 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파탄과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의 미
발달,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의 간섭과
견제 속 지원 등과 같은 조건들로 인해 비관적인 논의로 바뀌게 되었다. 많
은 논자들은 서구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
시키는 전략은 사실상 러시아와 같은 비서구 국가들의 권력을 후퇴시키고, 자
신들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촉진하며, 시민 다수의
정책 참여를 배제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비서구 지역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담론은 권위주의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악용되곤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푸틴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정권은 러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일련의 학자들의 주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포섭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민사회에 대
해서는 서구와의 연결지점들을 끄집어내어 서구 주도의 시민사회와 민주주
의, 시장경제 촉진 프로그램의 본질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시민사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2.1 러시아 국가-시민사회 관계: 러시아적 특수성?
198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옛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표현 방식으
로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Garton-Ash
1990; Gellner 199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서유럽 학계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Folely and
Edwards 1998; Ost 1990; Habermas 198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형태의 여성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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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 러시아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며, 그 자체에
크게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Baglione and Clark 1998;
Henry 2006; Holland 2004; Sperling 1999; Sundstrom 2002, Taylor 2006).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시민사회를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
던 이행론자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 형성 및 발전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민주화는 더욱 공고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 주제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
에게 있어서 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 만들기야 말로 그들이 이상
으로 삼고 있었던 서구 사회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Habermas 1989).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란 ‘일상적인 소비 및 여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생
활공간이자 정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계
급 혹은 경제사회와 구분되는 비계급적 영역 혹은 경제 외적 영역이자 동시
에 국가와도 구분되는 영역으로서 국가에 대응하는 측면과 경제사회에 대응
하는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된다(유팔무ㆍ김호기 1995). 그러나 시
민사회는 자율적인 영역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한 편으로는 국가에 의해,
다른 한 편으로는 계급적 경제사회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권력과 영향력 행사를 통
해 시민사회를 통제하며, 계급적 경제사회는 경제적 힘의 행사를 통해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원천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정당성이나 여론이 형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여론을 벗어난 국가의 권력행사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보여 왔다. 즉 시민사회는 지배 계급과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적 헤게
모니가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계급적 지배와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
에 고통받는 계급들의 저항의지가 표출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
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는 정치
적 민주화는 매우 불안정한 민주화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루어지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등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치적 민주화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신광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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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명제는 적용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자
율적 사회조직의 발전 정도가 탈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사회의 힘이 민주화의 결과가 아니
라, 민주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
가들은 모두 발달된 정당 체계와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 하고 후퇴한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시민사
회의 발달이 결여되어 있었다(강윤희 2012).
심지어 일각에서는 탈공산주의 체제변동을 추동한 것은 바로 시민사회였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붕괴 이전의 자율적인 사회의 존재 여부와 체
제 변동 협상 과정에서의 사회 세력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체
제전환 이후 이들 국가에서의 소위 민주화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국가들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클수록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지체되거나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Gill 2002). 이렇듯,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델을 제공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국가와 시장 간에 위치한 중재적 영역으로 정의되어진다(Kuchukeeva and
O’Loughlin 2003).
그러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 국가-사회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적 모델은 쉽게 적용되
기 어렵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Vorontsova and Filatov
1997).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민사
회 공간의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현실에서
의 국가는 사회 공간을 규정하는 조절 기제와 법률, 그리고 그 범위 내에
서 작동하는 시민권 등을 통해 사회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NGO단체들과 같은 시민사회영역
의 행위자들이 국가를 감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주요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재자로서,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허용,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변화는 전 세계 보편적인 담론이 아
니라, 서구 복지 국가의 팽창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

310

러시아연구 제23권 제2호

가의 사회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NGO들이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시민사회의 예산 중 약 12% 정도를 제공
하고 있는 반면, 각 국가 정부들은 국가 펀드 중 약 35% 정도를 시민사회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국가로 하
여금 필연적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감독과 같은 메커니즘 등을 통해 시민사
회 통제, 간섭 강화를 합리화하게 된다(Bloodgood 2010).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접근법은 서구 복지 국가에서와는 다른 맥락일지는
몰라도,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연구에도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러시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시민사회를 사적 영역
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간적 현상 혹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적이고 자
기조절적인 영역 등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별을 강조하는 서구식 해석과
는 달리, 시민사회를 개개인들의 통제되지 않은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
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영기업과 같이 소유권적인 측
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강했으며, 사회라는 용어도 공동체라는 의미와 같
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러시아에서 국가는 항상 러시아 국가 경제에 있
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영기업, 토지, 삼림
등과 관련하여 특수한 재산권을 행사해 왔다. 특히 시민 사회에 관한 러시아
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러시아적 이해방식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개념에 더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국가는 반드시 법치 국가(law-governed
state)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법치 국가를 약화
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국가를 보완하고 심지어는 완성하는 공
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Diamond 1997).
이보다 더 러시아의 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 그리고 법과 질서의 수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정
의와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적 맥락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국가의 희생을 전제해서는 시민사회가 건설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주의적인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통해 국가
는 시민 사회와 민족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Черниловский 1992).
이러한 원인들 중 핵심적인 것으로 소련의 유산, 새로운 민주주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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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체제 전환의 결과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분출
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향수 등과 같은 원인들을 들기도 한다(Dowley and
Silver 2002; Luong and Weinthal 1999; Mishler and Rose 1997; Munroe
2006; Sapsford and Abbott 2006; Sil and Chen 2004). 특히 소련의 유산은
여전히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회의 구조 뿐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운동이나 여타의 시민 사회 조직들에 참여하는 데 있어
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비에트 시
민사회를 역사적으로 허약하고 억압받는 영역으로, 때로는 심지어 제거된
영역으로

규정해

오기도

했다(Nichols

1996;

Osgood

and

Ong

2001;

Woolcock 1998; Kennedy et al. 1998).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소비에트 시민사회는 약했던 것
이 아니라, 단지 제도화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들이 가령 스포츠
클럽이나 사회적 모임들과 같은 가정 외 상호작용을 했던 제도들을 국가가
제공해 주었지만, 이러한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들의 구성원들은 자율적이
지 않았다는 데에서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Rose 1995). 자율적이고 자
발적인 조직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억압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러한 제
도화된 시민 공간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친구나 친족들 혹은 가
정 바깥에서의 사적인 연결망 등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하는 풍토를 만
연케 했다(Howard 2002). 그러나 다른 비중심부 저개발국가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 시민사회 조직들 자체는 제도화되어 인정되
었다는 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을 갖는다.
소련 붕괴 이후 시민 개개인들이 급증한 범죄, 실업, 빈곤화,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등의 축소,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의 증대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비에트 레짐의 붕괴에 대한 환호는 곧바로 좌절과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Dowley and Silver 2002; Zaslavskaya 2006). 동시에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계급으로 변신한 구 소련 엘리트들에
대해 환멸을 느낀 평범한 시민들은 소위 ‘새로운’ 엘리트들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Hanson 1997; Linz and Krueger 1996). 바로 이러한 이
유로 많은 사람들은 한층 더 국가나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개인 네트워크에
원조를 기대하며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시민사회가 여전히 허약하
고 파편화되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결국 1989년도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이러한 경향을 확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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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모호해졌던 것이 사실
이다. 소위 ‘민주화’ 혁명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고, 시민 사회라는 개념
은 모호해져 이제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대안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시민운동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보다 낡은 사회주의 체
제의 파괴에만 집중했으며,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지속으로 이어
지지 못 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시민 운동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구
사회주의 체제의 파괴를 지향했을 뿐,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에는 상대적으
로 계획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더
뎌졌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한 시민사회 건설에 대한 낙관적 희망은 사
라져갔고,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이상으로 이해되었던 시
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러시아 학계에서의 논의
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전반
적으로 대부분의 러시아 학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상황, 중산층의 부재, 민족
문제, 상호소통적 정치문화의 결여, 권위주의의 유산과 같은 후견주의적 행태
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간의 비연결성 등등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시민사
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허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상적인 시민 사회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Полохало 1999; Рывкина
1997).
한편 다소 추상적인 시민사회론이 국가 권력과 대립하는 영역이라는 면이
강조되는 반면, 실질적 활동 주체인 NGO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NGO 단
체들의 자율성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국가와의 파트너쉽의 중요성에 대해 강
조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NGO관련 연구들은 NGO 단체들의 규모와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금전적 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음을 밝혀
냈다(Salamon, Sokolowski, and List 2003).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는 법을 통
해 이러한 영역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용역 프
로그램 펀드나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이상적인 시민사회는 형성, 발전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시민사회 발전의 질곡에는 경제적 파
탄, 중산층의 부재, 민족 문제, 정치 문화의 후진성, 그리고 사회주의적 유산
으로서의 가부장적 후견주의 문화 등등 수많은 원인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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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허약한 상태이며, 따
라서 이상적인 시민 사회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
점차로 러시아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러시아에서 서구
식 시민사회를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러시
아어에서의 ‘공공영역’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자조와 시민권보호와 같은 공공
영역의 존재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Дахин 1994;
Дилигенский 1997; Хлопин 1997; Левин 1997). 물론 이러한 러시아적 특수
성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회 운동을 질식시키고 있는 다양한
국가 주도적 시도들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
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Machleder 2006).
위에서 논의한 국가 일반에 대한 것 외에도 정치정당의 발전이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사회는 국가로부터의 자율성과 시민사
회로부터의 대표성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즉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반대로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념 등
을 반영하고, 대변하여 국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적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
들의 제도화는 한 국가 내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 정당은 선거를 통한 의회 내 의석 확보나
내각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정
당을 결성하고 선거 경쟁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를 민주화하는 거버넌스
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정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의 이익과 이해를 반영하고, 대중적 정치 참여를 위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
며, 이념적 다양성을 조직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사회는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 권
력의 억압성과 반민주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정당들은 국가에 종속되어 통제
되어 온 것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결 구조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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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시민사회로부터의 통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러시
아에서는 아직 정치 정당은 시민사회의 효율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치 정당들은 시민사회와 접합된 계급이나 이념,
정책에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권력 정당(party of
power)’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옐친과 푸틴 모두 그 어떤 정당에
도 소속되지 않았고, 정부 내각 각료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다
수당으로부터 충원되지 않는 등 이러한 소위 ‘권력 정당’은 탈소비에트 러시아
정치 발전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Knox et al. 2006).
‘권력 정당’이 ‘집권 여당(ruling party)’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정당 바깥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당은 행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이익이 정당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지배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당 자체도 정치 엘리
트들과 관료 지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
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해야 할 영역들을 점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McGrath
2003). 더욱이 이러한 정부 기관의 장들은 KGB나 그 후신 기관인 FSB 등
다양한 국가 안보 기관 출신들로 임명되고 있는 등 행위자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2 해외 원조(foreign-sponsored) 시민사회단체의 성과와 한계
최근 신자유주의 시대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논
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비(Harvey)에 의하면, NGO의 성
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이뤄졌다. 신자유주
의가 확산되면서,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가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NGO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해 왔지만, 상
당수의 NGO들은 이에 맞서기보다 회피 혹은 순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NGO의 관심사인 보편적 인권과 개인 주권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의제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관 속으로 흡수돼 국가 개입의 범위
를 제한했다. ‘NGO에 의한 사유화’를 통해 국가 영역의 축소가 가속화되었
고, 그 과정에서 NGO가 정부를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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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화의 일부분이 되었다(Harvey 2007).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페트라스(Petras)는 NGO가 급성장한 것은 신자유주
의 엘리트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진적 운동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을 하게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NGO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탈정치화, 탈동원화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국제 NGO 활동
가들의 역할이란 국제 기금으로부터 용역 자금을 확보해낼 수 있는 제안서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Petras and Veltmeyer 2001).
이렇듯 NGO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체제전환 당시 찬양일변도였던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모든 종류의 개혁에 관한 비판적 평가가 진행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산층 창출과 건전한 시민사회’ 건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기에 이를
주도하는 그 어떠한 행위 주체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급진적 개혁’이나 ‘충격 요법’이라는 용어로 그 본질이
가려졌고, 경제발전과 각종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이
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국제금융기구들과 각 국가의 원조 기관들,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NGO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
1980년대 체제전환 당시는 물론 최근의 NGO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평가 작
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 시대에 사회의 저항세력들은 사회주의 레짐(regime)에 저항하
는 것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제 3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발 프로젝트와 접
합될 수밖에 없었다(Ost 1990). 이 프로젝트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적 참여’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는 자유민주주의적 사
상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로 일컬어지는 시장 근
본주의와도 연결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Robinson 1993; Blair 1997). 일부
학자들은 특히 시민사회와 그 주요 행위자인 NGO를 탈냉전 시대의 신자유
주의적 거버넌스 시스템이기도 한 초국적 거버넌스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Ferguson and Gupta 2002). 특히 탈사회주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란 신자유주
의에 의해 왜곡된 합리성들과 기술들이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천착
하도록 만든 일종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세계은행, IMF 등을 포함한 초국적 금융기구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 발전

316

러시아연구 제23권 제2호

은 시장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히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사회란 외부로부터 이식되어진 측면이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시민 사회라는 개념은 특히 사유화 원조와 연관되어
있던 서유럽의 동유럽 원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다(Hann and Dunn 1996). 199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사회라는 개념
은 신자유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이론이라는 양 축을 중심으
로 조직화된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하기까지
했다(Hulme and Edwards 1997; Robinson 1993).
신자유주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민주주의
를 촉진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탈사회주의 국가
들에서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둘러싼 문제는 진지한
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에 있어
서 해외로부터의 자금과 원조의 영향력에 주목해 왔다(Crotty 2003; Knox et
al. 2006).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학자들은 NGO들이 러시아에서의 시민
사회 건설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해외 펀딩,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그것은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 건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Cook and Vinogradova 2006; Sundstrom 2002).
소련 시기 소위 시민단체로 선전되었던 수많은 모조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과 소련 붕괴 이후 극심해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자국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따라서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러시아 NGO들
은 해외로부터의 각종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해외 의존적
구조는 결국 NGO의 자생력을 약화시켰고, 러시아 NGO단체들은 자국 내 시
민 회원들의 확충보다는 해외 기관들에서 공고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더 관심
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기반한 NGO 사업은 종종 현지 사정
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화되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종종 현지의 환경이나 문화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
로부터의 기금 조직들은 이미 확립된 자신들만의 사회적 이상만을 좇을 뿐,
서구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 하는 각 국가의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rothers 1999; Howard
2002; Ottaway and Chung 1999).
해외로부터의 원조 기금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풀뿌리 시민사회의 발전
을 위해 러시아 NGO 단체들에 제공되는 것으로 선전되어져 왔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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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 서구 NGO,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실제로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하에 이러한 협력과 원조는 체제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92년에서 1998년
동안 USAID(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NGO
지원 프로젝트에만 무려 9천 2백만 달러를 지원했다(Petter 1997). 그 외 소
로스 재단, 맥아더 재단, 그리고 포드 재단 등 수많은 민간 재단들도 러시아
의 시민사회영역에 수많은 용역 프로젝트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풀뿌리 시민사회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Richter 2009, Hemment 2004).
무엇보다 이러한 NGO 들은 인권, 양성평등, 그리고 환경 이슈 등에 있어
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심각한 수준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던 당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주제들이었다. 실업과 빈
곤, 자살과 사망률의 급증, 공공 의료를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 제도들의 붕괴
와 같은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를 위한 캠페인들은 국민
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갖지 못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서구의 후원 단체들은 러시아 현지의 국내 NGO들의 요구에
자신들의 금전적 후원의 목적을 맞추기보다는 자국의 납세자들과 후원자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Mendelson and Glenn 2002;
Sperling 1999). 또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지원은 단기적 사업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 목표 하의 계획 수립 및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
다. 게다가 이러한 NGO 활동도 점차로 모종의 사업화되어 NGO단체에서 활
동하는 활동가들도 점차로 ‘오지’에서의 단기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특별
히 고용된 전문가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었다(Lumsdaine 1993;
Smith 1990).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들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전혀 다른 분야와 전혀 다른 국가에서의 프로젝트로 옮기는 등 점
차로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서구의 지원을 받는 NGO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를 촉진한다는 목적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
향의 강화를, 그리고 국제관계적 측면에서는 소위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을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헤게모니 하

318

러시아연구 제23권 제2호

에 추동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에 복무하
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금과 단체들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NATO의 동진이나 MD 시스템의 폴란드와 체코 설치 문제, 그리고 조
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주화 혁명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이들 국
제 단체들과 기금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서구나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NGO들의 입지는 한층 더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곤 했다.1)
시민사회의 발전은 탈사회주의 사회의 발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체제 전환의 과정 속에
서 구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중산층에게 있어
서 자유주의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도 우파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까지
도 옹호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국
면은 곧바로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
혹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 의해 강력히 추동되었던 신자유주의 이
데올로기는 한 편으로는 러시아 시민사회를 그러한 체계에 종속시킴과 동시
에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권위주의 국가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3.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과 변화
20세기 후반 탈산업사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조가 파편화되고 급
속하게 변화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있어 그 경계를 비정형적이
고 신축성 있게 보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사회경계의 명확성이 희석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 시대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기 시대의 시민사회와는 달리,
1)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한 푸틴 정부는 러시아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를 부추기
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는데, 이러한 애국주의적
선동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입각한 인종혐오주의 단체들의 급증을 야기했다. 푸틴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방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불만
은 국내의 소수민족들이나 이민자들에게로 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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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가와 공존, 협력 관계에 있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의 공고화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 팽창을 거듭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
논리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증대된 시민사회의 복잡
성에 맞닥뜨리게 된다. 또한 원활한 시장질서와 자본 활동의 확장을 위해서
는 건강한 사회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민사회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NGO 활동의 활성화는 시장에 기능적인 요
소로 작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는 시장에 대해 감시와 저항,
견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순응성’을 갖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유팔무ㆍ김호기 1995).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NGO
의 국경을 넘는 팽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NGO는 세계화의 핵심적인 축
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NGO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적합성을 가진 순응적인 시
민사회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자본과 시장은 무제한적인 이윤의 논리와 극한적
경쟁의 논리로 인해 사회를 질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NGO의 확대는 사
회의 회생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팽창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의
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도 NGO 질서의 구축은 세계자본주의의 정당화를 확보
해 주고 있다. 특히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
화 시대에 국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저항과 자
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론의 소통 영역인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서로 다른 지
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사회구성의 핵심적 영역으로 등장시키
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서구 중심부 국가의 사회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NGO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현실 사회주의의 변혁 및 붕괴, 그리고 비중심부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는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운동이 점차
시민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저항의 진지로서
의 시민사회는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민단체, NGO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경향은 변화의 중심이었던 러시
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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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련 말기와 옐친 시기: 시민사회의 태동과 불안정한 발전, 그리고 제도화
소련 체제에 반대한 맹아적 형태의 시민사회 세력은 민주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지 못 했는데, 바로 이러한 한계가 러시아에서의 민주주
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왜곡하거나 저해했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인
정되고 있다. 특히 구 체제의 붕괴 과정이 이후 탈 사회주의 체제 이행 경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체제 전환 이전 구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붕괴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구 체제의 붕괴 과정은 공식적으로 붕괴를 선언하기 훨씬 전인
구 소련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르러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존재하던 자발적 결사체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이후 소련 사회에서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소위 ‘시민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
련 사회에서 존재했던 소년, 청년, 여성, 환경, 문학, 예술인 단체 등은 공산
당의 통제 하에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던 조직으로 자율성과 자발성 등에 있어
서 서구의 그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국가들에서
정체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 소위 ‘반체제 운동’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조직들의 운동은 소수 지식인들의 운동으로 존재
했을 뿐,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지 못 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상징되는
개방화와 자유화 조치들은 사회에 대한 통제를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소련
사회에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부활하는 계기가 되어 소위 ‘비공식 집단’이라는
시민사회조직들의 맹아적 형태들의 탄생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비공식 집단들
은 전 소련적으로 확산되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에 이르면 이들의 숫
자는 급격하게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6만 여 개로 증가하였는데, 전환기적 특
징 상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원시적 정당이나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활동 영역에 따라 많은 비공식집단들은
대중적 정당이나 사회운동단체로 진화하기 보다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카리스
마 있는 지도자들 중심의 모임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배정한 2006).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집단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조직들은 단순히 소멸한 것
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갖춘 시민사회조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으며, 이
후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맹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화된 비공식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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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됨으로써 정치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1989년 소련 최초의
복수 후보 선거였던 연방 인민대표자회의 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다수의 의원
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각 공화국 단위에서는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전선체인 ‘인민전선’을 주도하였고,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거의 모두 ‘민
주 러시아’라는 선거블록으로 출마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사회조직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론적으로 소련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
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어도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지역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에서와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이들 조직들은 시민사회의
맹아로서는 존재했지만, 체제전환을 직접 추동하고 주도할만한 역량을 갖지
못 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세력들이 아닌 각 공화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체제전환을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체제전환의 성공
은 물론 시민사회의 발전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1년 러시아 연방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으로 대변되는 개혁파 정
치 엘리트는 민주 러시아의 도움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집권 이후 두 세력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 했다. 최고 소비에트 의장 선출
문제, 보수파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두 세력은 갈등을 빚었는데, 급진 개혁 프
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러시아 관구로 파견할 대통령 대리인들에
민주러시아 소속 인사가 한 명도 선출되지 못 함으로써 갈등은 절정에 달하였
다(Urban 1992). 이후 소련 연방 해체 결정 과정에서 해체에 반대하던 민주러
시아 내 분파들이 탈퇴하는 등 일련의 상황들은 옐친과의 관계 악화 뿐 아니
라, 민주러시아 조직 자체의 세력 약화로 이어졌다(배정한 2006).
이렇듯 민주러시아로 대변되는 민주적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가 약화되자
옐친은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구 노멘
클라투라 일부를 자신의 정치적 동맹 세력화하는 등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했
다. 따라서 소련이 붕괴할 당시 이미 러시아에서의 반체제 혹은 반공산 세력
은 허약해진 상태였으며, 이들보다는 개혁파 노멘클라투라 세력이 체제전환
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강력한 시민사회 세력이 지지하는
반공산 정치 세력이 공산당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전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는 시민사회 세력이 체제전환을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체제 전환 이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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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시민사회 세력은 정치경제적 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소련 체제의 붕괴는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중적
체제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의 재등장으로 인한 사회
의 전면적 재구성을 의미하는 총체적 전환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연방 해체와 새로운 독립 국가의 등장이라는 국가의 재건설과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는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다른 체제전
환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총체적 혼란은 러시아에서의 향후 민주주의
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건설을 저해했다.
특히 중심부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금융화된 체제의 이식은 러
시아에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국제금융자본은 급격한 시장경제 도입은 물
론 그를 위한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특히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통
한 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을 창출하여 자신의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은 사유화와
국제자본의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세계은행과 IMF은 물론 EU,
USAID 등 수많은 신자유주의 추동 기구들은 앞 다투어 사유화 과정에 개입
함으로써 초국적 금융 자본들을 위한 법과 제도들 만들었으며, 몰락해 가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부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신자유주의 경
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서구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자유화, 거시 경제적 안정화,
사유화, 탈규제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워
싱턴 컨센서스’ 패키지를 적극 도입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혼란기 옐친 시기의 국가는 금융산업그룹으로 대변되는 신흥 자본
가들과의 관계나 지방 세력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국가능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체제전환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극심한 경제 침체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극
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로 인
해 소련 붕괴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적극성, 주체성 등
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사회운동은 쇠퇴하였다. 이는 시민단체의 수적 증가에
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발전은 지체되었음을 의미했다.
1990년대에 옐친 정부는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을 방해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적 지
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단체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이유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에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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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독립적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해
외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시민의 이
해와 요구가 아닌 국제 기구들과 기금들과 같은 국외 행위자들이 시민사회
영역을 후원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옐친 정부의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약 70% 이상의
NGO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철수한 사회 복지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조직들은 소비에트 시대 국가가 주도했던 장애인, 참전군인, 연금생활
자 지원 의사 시민단체들의 후신 조직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 상당수
의 NGO들은 공공 아젠다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입법, 민주주의와 인권, 환
경, 여성, 소수자 권리와 같은 서구식 advocacy NGO보다는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 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이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 내에서 주요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공히 심
각한 빈곤 상태에 있었지만, 이러한 NGO들은 주로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었
다(Sevortian and Barchukova 2002).
한편 1990년대 말 공식적으로 등록된 NGO 조직의 숫자는 약 35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제전환 이후 옐친 통치 기간 내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Domrin 2003). 그러나 여타의 체체전
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시민사회 조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소수 활동가 중심의 조직, 일반 시민들의 참여 저조, 횡적, 종
적 연대의 부재, 그리고 취약한 재정 구조로 인한 높은 해외 재정 의존도
등의 문제로 인한 실질적 발전 지체 현상은 지속되었다(강윤희 2003, 2005;
Gill 2002).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옐친 시기 시민사회가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양적 확대가 가능하게 한 시민사회가 제도화를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 약화되고, NGO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시민
사회의 NGO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기 비공식 집단으
로 시작된 시민사회의 맹아들이 조직적 틀을 갖추고, NGO로 발전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일정정도의 법적, 제도적 지
원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일부 NGO들이 국제적 수준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
하였고, 소규모 조직들의 연대 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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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이나 지역 단위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풀뿌리 NGO들의 활동이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은 시민사회의 활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정치 영역으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정치 과정으로의 시민사회 세력의 참여 또한 소극적
인 것은 아니었다. 비록 1990년대 말에는 크게 약화되고 말았지만, 1993년 두
마 선거에 여성 단체인 ‘러시아 여성’이 의원을 선출한 바 있었고, 1999년 선
거까지 세 번에 걸쳐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선거블록을 결성하고 선거에 참
여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옐친 시기 말까지 시민사회세력들의 정치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신범식 2000; 김성진 2004).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듯, 1990년대 러시아 시민사회 세력들은 소련 말기
의 대중적 폭발력은 상실하면서 급속히 NGO화해서 분화되고 정치사회를 감시
하고 견제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수
준에서 독자적인 자율성과 자발성, 활동성을 유지해 왔으며, 일부는 선거를 비
롯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참여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를 이
룰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세력이 배제되었
다. 옐친 정부에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은 거의 기용된 적이 없었으며, 옐친은
시민사회세력 대신 구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정당(Party of Power)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데서 보듯, 러시아 시민사회 세력은 민
주주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했던 것이다(김성진 2004).

3.2. 푸틴 시기: 시민사회에 대한 선택적 포섭과 배제, 조작과 탄압
푸틴이 집권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
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유가 폭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출 의존
경제 구조가 더욱 확고하게 된 러시아는 특별한 구조 개혁 조치 없이도 연
평균 약 7% 정도의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러시아는 ‘강한 국가’의 재건을 꿈꾸게 되었는데, 특히 2기 이
후 푸틴 집권 시기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아
닌 그 지체, 나아가 권위주의로의 변질로 상징되는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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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서구와의 대립적인 상황의 격화라는 대외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
화는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를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2000년대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중간 계층의 성장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주의적 활동으로 국한되기는 했지만, 노
동조합운동이 외양적으로는 크게 활성화되었고, 교사운동, 주택자산소유자 운
동, 운전자 운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풀뿌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으며, 각종 노동자 집단들의 시위나 파업, 그리고 반정부 운동도 확대
되었다(Cherbankova 2009; Robertson 200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NGO 단체들의 수는 푸틴 집권 2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최대 60 여 만 개의 NGO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푸틴 시기 러시아 정부의 대 시민사회 정책은 199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달라졌는데, 권위주의적 정부는 정치 영역에 이어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억압적 관리 및 통제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사회 관계의 재편을 시도했
다. 흥미로운 점은 여타의 권위주의 혹은 도개 정치 체제 국가들에서의 시민
사회 억압정책과는 달리, 푸틴 정부는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와 그 역할 및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는 점이다.
먼저 푸틴은 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와 압박에 착수했다. 2001년 올리가르히
에 대한 공격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NTV와 ORT, 그리고
TV6에 이르기까지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2005년에는 국영 기업인 ‘가즈프롬’은 ‘Izvestiia’지
를 매입하고, ‘Nezavisimaia Gazeta’지의 사실상 소유주가 되었으며, 이후 친
정부 기업인 ‘Promsviazbank’는 ‘Trud’지와 ‘Argumenty i fakty’지를 매입하였
으며, 철강업계 친 정부 올리가르히인 우스마노프는 ‘Komersant’지를 매입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 영역에서의 국가 통제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언
론인 개인들에 대한 공격은 물론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와 같은 대
표적인 비판적 라디오 프로그램들도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8년에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었다.
또한 2003년에 푸틴 행정부는 러시아의 유명한 독립적인 여론 조사 기관
인 VTsIOM(전 러시아 공공 여론 조사 센터)을 100% 국가 소유 기관으로
전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여론 조사 기관의 핵심적 역할인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고, 센터의 장인 유리 레바다를 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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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외국 학계와의 접촉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학술지원과 관련한 사
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2004년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한층 더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적인 기관으로 변질시키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
하는 등 잠재적 저항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학계 및 지식인 사회
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Lipman and McFaul 2003).
이와 동시에 산업 부문 등 공적 영역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
여 2001년에 채택된 소위 ‘신 노동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독립성은 물론, 파
업과 시위 등에 관한 권리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의 자
유권 등 일련의 노동권을 크게 훼손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
전이라는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심각했는데,
문제는 이들 서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NGO단체들이 명확하게 서구적 민주주
의를 지향한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쉽게 권위주의적 푸틴 정부로부터 ‘주권
침해’에 동조하는 매국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2003년에서 2005년 동안에 구 소련 곳곳에서 일어났던 소위 민주화 혁명과
일부에서의 친서구적 정권으로의 레짐 교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서구
지원 민주화 촉진 NGO들의 역할은 푸틴 정권에게 있어서 공포감으로 다가왔
던 것이 사실이다(Richter 2009).
또한 2001년 8월에는 바로 법인 등록법을 통해 NGO단체들의 등록 및 재
등록 기간을 새로 정해서 이듬해 말까지 각 단체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한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강화시켰다. 이 또한 난립해 있는 NGO단체
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실제로 활동 중인 NGO들에 대한 재정을 비롯한 다양
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취지
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일부 시민사회조직들의 힘을 약
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네오나치나 스킨헤드 조직들의 활동이 극에 달했고, 국내외
이슬람 과격주의 조직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2002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소위 과격주의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과격주의 금지법은 이러한 인종주의 조
직 혹은 테러리즘 집단들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이용, 마치 이들 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법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대
하는 인권이나 환경관련 NGO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특히 과격주의를 정의한 과격주의 조직, 행동과 같은 내용들은 매우 모
호하여 법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의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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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이어서 2004년에 통과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역
시 집회와 시위의 성격과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장 결정적인 법안은 2006년 1월부
터 발효된 ‘NGO 등록법’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법안이나 정책들과는 달리,
푸틴이 직접 강조했듯이, 이 법안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으로부터 재정지
원을 받는 NGO들이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2003년
부터 시작된 조지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등지에서의 소위 ‘색
깔 혁명(color revolution)’의 러시아로의 확산을 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들에서의 민중의 힘에 의한 정권 교체 당시 서구의 지원을 받는
NGO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에서 위협을 느낀 푸틴 정부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NGO단체들은 자금과 재산 등 재정에 관련된 것을 비롯
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계획들에 대해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등록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강화했으며, 정부가 NGO 운영 등의 과정에 대한 서류 요구권은 물론 내부회
의나 행사 등에 정부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해외로부터 지원받
은 모든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직접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Machleder 2006). 러시아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외국 정부와
NGO 등의 국제사회의 항의로 인해 국제 NGO 지부 설치 금지 등 일부 과도
한 조항들은 철회되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심지어는 단체의
활동 중지나 폐쇄에 이르기까지 NGO단체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되었다(Robertson 2009).
한편 푸틴 정부는 탄압 전략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포섭전략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2001년 11월에 푸틴 정부는 정부와 NGO들 간의 대화 창구
를 위한 기구로서 시민 포럼(Civic Forum)을 창설하였다(Evans 2006). 푸틴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하면
서, 이러한 시민사회는 반드시 러시아 국가의 이익과 전 러시아 국민의 발전
에 복무해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국가와 대립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한 전 시민사회단
체들의 공식적 자문 기구화를 꾀했으나, 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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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한 편으로는 정부와 대립적인 시민사회를 억압적으로 통제하고 다
른 한 편으로는 여타의 시민사회를 국가의 통제 하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2006년 1월에 공공 의회(Public Chamber)를 설립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공공 의회는 126명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지역 단위에서도 유사한 국가시민사회 연결 조직의 창설이 이어졌는데, 의회의 주요 업무는 의회에 상정되
는 법안에 대한 조언 및 공공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것과 정부의 시민사회단
체 보조금 지급 감독 및 시민사회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간의 의사소통 공간이 만들어졌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확보되
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더라도, 푸틴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환경과 인권 분야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외되었던 데에서 보듯, 공공의회는 국가의 시민사회 포섭
전략의 일환이 가져 올 수 있는 결과,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
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ichter 2009).
이러한 전략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모조시민사회운동의 창출이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제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공간을
점유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대립,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지역 단위 조직인 ‘메스늬예(Mestnye)’, 전국적 청년 조
직인 ‘나쉬(Nashi)’, 그리고 아동들 조직인 ‘미쉬키(Mishiki)’에 이르기까지 이
러한 모조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수준에서 창설되었다. 특히 색깔혁명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어 2005년에 전격적으로 조직된 ‘나쉬’는 전국의 25세 미만
의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2년 뒤에는 무려 그 회원이 12 만 여 명 이
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조직임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러시아식 민주주의, 사실상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
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반 올리가르히적 조직이라는
의미도 이러한 푸틴 정권에 저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을 뿐, 시
민사회의

경제

사회에

대한

견제와

개입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었다

(Hemment 2012; Henderson 2011; Robertson 2009).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장하는 반파시스트적 조직이라는 의미는 단지 2차 대
전 당시의 서유럽 파시즘이나 그 이전의 서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표
면적으로 선전할 뿐, 현재의 러시아 사회의 인종주의적, 파시즘적 경향에 대
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체제와는 상관없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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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적인 서유럽의 러시아 적대 경향을 보편화하여 현재의 미국과 서구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감추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에 서구에서는 국가가 후
원하는 사회조직들로 대표되는 소위 국가조합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진 바 있었다(Fish 1996; Diamond 1997). 물론 이러한 모델은 권
위주의 레짐 혹은 발전국가 레짐에서 작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국가 후원 사회 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국가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의 이익집단들을 조직, 통제, 관리,
지원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국가 후원 사회조직
들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 선택된 소수의 선별
적 조직들은 권위주의 레짐 하에서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
리고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회 조직의 자율성 방어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자유주의 야당 인사들로 충원되는 대통령실 산하 인권위원
회와 같은 국가 기구의 설립으로 가시화되기는 했던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관 조직 내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공식 직제로서 표면적으
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결을 도모하면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시민사회 제도발전과 인권협의회’로
개명, 확대함과 동시에 인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기
구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루킨(Lukin)이 주도했던 인권 보고서는 체첸 문
제나 언론의 자유, 비판적 언론인 살해 등 러시아 사회 내에서 가장 첨예
하게 대두되었던 정치적 사안들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데에서
보듯, 이러한 기구의 역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경제 영역에서는 ‘러시아 산업가 기업가 연맹’과 같은
몇몇 친정부적 성향의 산업 및 기업 단체들을 창설하였고, 언론 영역에서는
독립적 언론인 조직인 ‘러시아 언론인 연합’에 대항하여 국가의 직접적 지원
을 받는 ‘미디어 연맹’을 창설하였으며, 소수민족과 무슬림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무프티 평의회’를 포섭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조 시민사회를 활발히 조
직했다(박수헌 2011). 그러나 이들 단체들 역시 국가의 외곽 조직에 불과할
뿐, 그 어떤 독립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추구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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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대적 사회경제적 안정화와 시민사회의 재활성화
일반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 간에는 깊은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조건의 향상만이 민주주의의 중요
한 요소인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안정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발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서유럽 사회의 경제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정
성이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왔다는 경험적 연구도 이러
한 가정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2000년
대 중반 이후 러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시민들의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때로는 저항행위도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실패하고, 권위주의적 레짐의 시민사회
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면서 증대되어 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정치 사회에서 러시아 공산당, 정의당, 자유민주당 등 대부분의 야당
들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
체들이 정치사회영역에서도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념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위주의적 푸틴 정부에 맞서 새로운 형
태의 연대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러한 새로운 연대체 조직의 실험은
2005년 뻬쩨르부르크에서 반 푸틴 시민사회단체들을 규합하여 ‘시민 반대파
(Civic Opposition)’라는 전선체 조직을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합법적 야당들
뿐 아니라, 비합법 야당, 독립 노조들, 그리고 약 20 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들이 참가했는데, 바로 이러한 연대체는 후에 ‘다른 러시아
(Other Russia)’와 ‘통합 시민 전선(United Civil Front)’라는 광범위한 비합법
야당 연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Robertson 2009).
이러한 정치적 조직화는 바로 푸틴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강력한 신
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연금 현금화(monetization)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푸틴 정부의 연금의 현금화 정책에 대항하는 연금생활자들의 전
국적인 도로 및 시청사 앞 점거 시위, 약 7000 여 명에 이르는 모스크바 근
처 힘끼 주민들의 레닌그라드 대로 점거 시위 등은 이러한 거리 정치의 포문
을 열었다. 이후 모스크바와 뻬쩨르부르크, 스탈린그라드 등지에서도 수천 명
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연금생활자들의 대규모 거리 점거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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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on 2009).
러시아 시민사회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노동조합이 있
다.2) 같은 시기 수많은 독립 노조들의 조직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관계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파업과 시위,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의해서도 이러한 경
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8년 한 해에만 전년도 대비 파업 건 수가 무려 8
배나 증가했다(Human Rights 2008).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활발
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소치 올림픽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 운동’이라는 환경
단체연합 조직은 법적 수단과 적극적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가즈프롬
(Gazprom)이 투자한 소치 올림픽을 위한 거대한 국립 공원 조성을 좌절시킨
바 있었다(Cherbankova 2009).
이러한 고유한 사회 운동 영역에서의 성과 외에도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급증하였다. 러시아의 차량 운전자들의 연대체인 ‘러시아
운전자 전국 연합’의 주도로 운전면허 분실 시 재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사고
시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면허 관련 새 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
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집합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
기도 했다. 특히 중앙 조직 외에도 거의 전 러시아에 조직되어 있는 이들 지
부의 활동은 러시아 교통 경찰의 부패 문제 등을 드러내는 등 대중의 보편
적인 관심사를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석유 값 인상
반대나 수입 자동차 쿼터 제한 반대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펼쳐 일정정도
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안정적인 일상에서의 삶을 꿈꾸는 다
양한 주택 소유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운동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났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블록들의 운영이나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이들
조직들은 지역 단위에서의 거주 공간 주위의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지역 정부 당국이 자신들의
2)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의 중요 행위자 중 하나로 노동조합을 포함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각종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
문이며,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이익을 위한 계급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회사와 지역 사회에서 복지 등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적 조직의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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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다 하지 못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건물들의
건축을 시도하는 등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해치는 일들에 대해 저항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직들은 관료주의적인 지역
정부 당국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대
에 부응하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다(Cherbankova 2009).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각종 법안들의 채택과 국가가 조직한 모조 시민사
회단체들의 등장, 그리고 서구에 대한 적대감 조성과 같은 푸틴 정부의 일련
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
는 데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경제 발
전에 미치지 못하는 분배 문제와 사회권을 가로막는 정치적 후진성에 대한
자각도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들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사회는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향후 푸틴의 3선 도전 과정에서의 투표 조작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푸틴 3기에도 시민사회에 대한 선별적 억압과 수
용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층 발전된 시민사회
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결론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국제정치기구들은 물론 국제금융자본이나 국제범죄 및
테러조직과 같은 다양한 초국적 행위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민사회론이나 국제 NGO단체들에 대한 담론도 크게 확
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ODA로 대변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NGO 단체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NGO
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구 소련 및 동유럽 제 국가들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 원조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들의 활동
이 소위 ‘민주화 혁명’과 민주주의 정체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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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NGO에 관한 많
은 논쟁에 보듯, 시민사회와 그 주요 행위자인 NGO의 역할과 기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
는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을 촉
진시킨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기 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획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이념은 시
기와 지역에 따라 급진적인 성격을 띠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킨다는 사실은 체제전환국가에서도 그대로 적
용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 지구적인
확장 과정과 병행되어 온 NGO 단체들의 일국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는
초국적 활동은 여전히 국제정치적인 위계질서와 국제경제적 분업 구조가 온
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에 닥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대
혼란은 러시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낳
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와 같은 비서구 지역에서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자신들의 지배
와 기득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푸틴 시기 지배 엘리트들
은 이러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서구는 러시아에 여전히 적대적일 뿐 아니라, 자원 수탈
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 러시아인들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 권위주의 레짐 지배 엘리트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이용,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였다.
푸틴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의 선별적 수용과 배제, 그리고 탄압과 조작 정
책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델로서의 ‘서구’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로서의 ‘서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적 레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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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개념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
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지지만, 동시에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적 국가-사회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러시아를 ‘억압하는’ 서구로부터 후원을 받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포섭하거나 반대로 탄압하며, 나아가 모조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조작하는 방식으로 푸틴 정권은 매우 치밀하게 시민사회
의 발전을 왜곡, 저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위주의적 레짐 하 러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체되고 있지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정치화된 시민사회
의 저항적 성격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러
시아의 시민사회의 성격은 서구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러
한 특수성이 국가의 시민사회 통제와 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건설될 수 있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의제들이라 할
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체제전환기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라 할지
라도,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그러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는 NGO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
화를 위해서 비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시민사회는 반드시 발전되어야 하기 때
문에, 서구의 시민사회 촉진 프로그램의 의도와 권위주의 국가의 의도를 넘
어서는 시민사회의 재활성화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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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Russian Civil Society: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Neoliberal World Economy
and the Authoritarian State
Chung, Jaewon
In general, civil society is defined as the sphere situated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which can serve as a promoter of democratic values, provide models
of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temper the power of the state. And after the
fall of socialist system, some scholars of democratic transitions became to regard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factor of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however,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became central to a new vision of development that was
driven by beliefs organized around the twin poles of neoliberal economics and
liberal democratic theory. The goals, agendas, and projects of NGOs that had
received assistance from Western organizations had shifted over time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West and (neo)liberal values rather than domestic needs. The
neoliberal ideology, driven by the West, on the one hand, have made Russian
civil society to be subordinated to it, and on the other hand, have given Russian
authoritarian state the pretext to surpass on civil society. Russian authorities were
constructing hybrid system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in which independent
civic organizations have been allowed to exist, but where they compete with
state-sponsored groups on a highly unequal basis. Nevertheless, despite the
Kremlin’s encroachments upon the existing domains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grassroots movements that have been formed and financed domestically rapidly
multiply in numbers and entrench their positions across the country. These
organizations are prepared to face the state in defense of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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