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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도네시아는 1999 년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은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왜 2004 년부터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의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연구들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협력적 규범과 정당의 재정충원을 위한 지대추구 행위에 

초점을 두고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되는 원인을 찾으려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핵심적 

행위자인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이 어떻게 정의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되는 실질적인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2004 년부터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협력적 

규범에 의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을 가진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 의해 지속되었다. 

특히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과대연합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과대연합에 대한 이익 없이는 엘리트 

카르텔은 애당초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엘리트 카르텔은 응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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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로서의 정당의 재정충원이라는 이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당 후견주의 하에서 정당은 응집적인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 

대신 정당 엘리트들은 각자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이익을 가졌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연합에 혼종적으로 합류하였다. 즉,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은 각자의 상이한 이익을 관철하고자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지속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엘리트 

카르텔은 2004 년부터 내부적 성격이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01 년과 

2002 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로부터 실질적 대통령제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의해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 

동원하였다. 이 결과로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적 기능은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이익배분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추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 변화는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제도적 전환에 

의해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권력배분이 변경되었고, 대통령이 이에 기반해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다. 

     본 연구는 핵심적인 주장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라는 정치적 현상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핵심적 행위자가 나타나고, 이들의 이익이 정의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제하고는 적절히 이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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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한편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질에 관련해,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제도적 전환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보다 정책지향적 성격을 

갖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엘리트 카르텔 내의 후견주의적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주요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카르텔, 연합 형성, 민주주의의 제도,  

        후견주의, 다당제-대통령제, 제도주의 

 

학  번: 2014 - 20151  

 
  



 iv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제 1장. 서 론    

    I. 문제제기  ··············································································· 1 

    II. 기존문헌 검토  ·································································· 10 

1. 협력의 규범  ··································································· 10 

2. 정당의 지대추구  ···························································· 13 

    III.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16 

1. 이론적 검토  ··································································· 16 

2. 분석틀  ·········································································· 20 

    IV. 논문의 구성  ····································································· 31 

 

제 2장. 사회적 균열의 진화와 현대의 정당 

    I. 사회적 균열의 진화와 권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 33 

1. 사회적 균열의 형성기(~1945 년)  ·································· 33 

2. 의회 민주주의 시기(1945 년 ~ 1957 년)  ······················· 35 

3. 수까르노의 교도 민주주의(1957 년 ~1965 년)  ·············· 38 

 



 v 

4. 수하르또의 신 질서 시대(1965 년 ~ 1998 년)  ·············· 39 

5. 민주주의로의 이행(1998 년 ~)  ····································· 40 

    II. 현대의 정당  ······································································ 42 

1. 보수-세속: 골까르  ························································· 43 

2. 보수-이슬람: 통합개발당  ·············································· 45 

3. 개혁-세속: 투쟁민주당, 민주당  ····································· 46 

4. 개혁-이슬람: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  ······· 47 

 

제 3장.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I. 엘리트 카르텔의 반복적 형성  ············································ 50 

1. 와히드 정부(1999 년 ~ 2001 년)  ··································· 52 

2. 메가와띠 정부(2001 년 ~ 2004 년)  ······························ 53 

3. 유도요노 정부(2004 년 ~ 2014 년)  ······························· 54 

    II. 다당제-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엘리트 카르텔  ················· 57 

1.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 58 

2. 대통령의 입법적 권력  ··················································· 63 

    III. 정당 후견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 65 

1. 정당의 후견주의  ···························································· 66 

2. 정당의 후견주의와 연합의 혼종성  ································ 67 

3. 정당 후견주의와 연합의 과대성  ···································· 82 

 



 vi 

제 4장.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 

    I. 이익배분형 카르텔과 정책지향형 카르텔  ··························· 91 

    II.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  ··················································· 95 

1.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 96 

2. 탄핵 절차의 변경  ························································· 99 

    III. 내각의 운영과 카르텔의 성격 변화  ······························· 102 

1. 개각의 전략  ································································· 104 

2. 내각 운영의 제도화  ···················································· 106 

    IV. 연료 보조금 개혁의 정치  ·············································· 109 

1. 연료 보조금의 정치적 의미  ········································· 109 

2. 메가와띠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  ···················· 111 

3. 유도요노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  ···················· 114 

 

제 5장. 결 론  ············································································· 118 

 

참고문헌  ······················································································ 122 

 
ABSTRACT  ·············································································· 129 



 vii 

표 목차 

 
표 1. 엘리트 카르텔과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의 비교  ··························· 22 

표 2. 인도네시아 정당의 특성  ·························································· 26 

표 3.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따른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  ·············· 31 

표 4. 1955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의석배분율 및 지지기반  ················· 37 

표 5. 1999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 60 

표 6. 2004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 62 

표 7. 2009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 62 

표 8. 제 3차 개헌 이전과 이후의 대통령 탄핵 절차  ························ 101 

 

 

 

그림 목차 

 
그림 1.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 ················································· 20 

그림 2. 후견주의와 인도네시아의 정당조직 및 정당-사회 연계 ············· 68 

 

 

 



 



 1 

제 1 장. 서 론 

 
 
I. 문제제기 
 
     인도네시아는 1998 년 수하르또(Suharto)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40 여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였다. 

1998 년부터 1999 년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통제되고 조작된 선거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적 

선거로의 변화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9 년 6 월 의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 사이의 선거경쟁이 실시되었다. 

     1999 년의 의회 선거에 참가한 정당들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들을 대표하였다. 종교균열(religious 

cleavage)을 축으로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이, 개혁균열(reformasi 

cleavage)을 축으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개혁 세력이 

시민들의 표를 두고 경쟁하였다. 1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곱 개의 주요 

                                     
1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균열은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이다. 종교균열의 축은 이슬람의 

적절한 정치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인도네시아를 이슬람 국가 또는 세속 국가로 

정의해야 하는지 또는 이슬람 율법(Shariah)을 인도네시아의 법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한 종교균열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혁균열은 권위주의 

통치의 후반기와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정치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reformasi’란 인도네시아어로 ‘개혁’을 의미한다. 개혁균열은  수까르노(Achmed 

Sukarno) 대통령과 수하르또(Suharto)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통치의 

개혁을 중심으로, 과거의 유산을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과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려는 개혁 세력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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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입법기관인 국민의회(Dewan Perwakilan 

Rakyat, DPR) 2  가 구성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은 

정당시스템 내에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규모 

폭력사태나 군부의 개입 없이 평화롭게 완료되었고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디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의회 선거가 종료되고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카르텔(elite 

cartel)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3   의회 선거가 종료되자 사회적 균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에 기반한 경쟁의 양상은 급격히 사라졌다. 그 

대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서 정부권력은 과대연합(oversized coalition)에 

의해 공유되었고, 이러한 과대연합은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을 초월하는 

혼종적인(promiscuous) 특성을 나타내었다. 나아가 다극공존형 

                                     
2 국민의회는 인도네시아의 입법기관이다. 국민의회는 지역대표회의(Dewan 

Perwakilan Daerah, DPD)와 함께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MPR)를 구성한다. 지역대표회의는 지역 자율성(regional autonomy)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을 제안하고 토의에 참여하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니며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 볼 수 없다. 

국민협의회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의 헌법개정 이전에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최고의 통치기구였으나, 현재는 국민의회와 지역대표회의로 구성되는 

입법부의 한 부분이다(Kawamura, 2010). 하지만 국민협의회의 실질적인 입법권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입법부인 국민의회를 의회로 

지칭하기로 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을 ‘주요한 정치적 균열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과대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의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행동패턴’으로 

정의한다.  
 



 3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와는 달리,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은 정당 전체와 지지자들의 이익이 아닌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등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첫째, 엘리트 카르텔의 

과대연합은 민주주의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제한한다. 

슈미터와 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정치인들이 공적영역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chmitter and Karl, 1991). 다시 말해,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정치인은 공적영역에서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트 카르텔 하에서는 경쟁적인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정당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대연합에 포함됨으로써 여전히 

공적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4 정당들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책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즉, 정치적 책임성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 

     둘째, 엘리트 카르텔의 혼종적인 성격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을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서 행동할 정치적 대표들이 없이는 

                                     
4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결정권이 획득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배열”로 정의한다(Schumpeter, 2013: 

269). 반면, 슈미터와 칼에 따르면 현대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공적영역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통치의 

시스템”이다(Schmitter and Karl, 1991: 76). 슘페터식 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선거경쟁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슈미터와 칼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 민주주의의 

기준에 따르면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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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없다. 하지만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들을 더 이상 균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정당 엘리트들은 

선거가 끝나자 정당 전체와 지지자들을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혼종적 

과대연합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외면하였던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정치적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 급격하게 그 작동을 

멈추어버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제한하는 엘리트 

카르텔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이래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5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이후 네 차례나 정부가 구성되는 

동안 엘리트 카르텔은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특히 1999 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첫 민주주의 정부였던 6  와히드 정부(Abdurrahman 

Wahid, 1999 년 10 월 ~ 2001 년 8 월) 그리고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성된 메가와띠 정부(Megawati Sukarnoputri, 2001 년 8 월 ~ 2004 년 

10 월)에서는 단 하나의 정당도 빠짐 없이 모든 주요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 카르텔(party cartel)”이 형성되었다(Katz and Mair, 1995). 

                                     
5 2014 년 10 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인도네시아는 1998 년 수하르또 정부의 몰락과 1999 년 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로의 이행을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1999 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democratization)는 재민주화(redemocratization)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수까르노의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의 인도네시아의 정치 체제(political 

regime)는 의원내각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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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이후에 선출된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의 1 기(2004 년 10 월 ~ 2009 년 10 월)와 2 기(2009 년 

10 월 ~ 2014 년 10 월) 역시도 정당 카르텔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엘리트 카르텔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7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한되었지만,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은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2004 년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이익배분형 엘리트 카르텔에서 

정책지향형 엘리트 카르텔로 변화하였다.  

     이익배분형 카르텔과 정책지향형 카르텔은 엘리트 카르텔이 수행하는 

기능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보인다. 2004 년 이전의 와히드 정부와 메가와띠 

정부 시기의 엘리트 카르텔은 정부의 정책 아젠다와는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이익배분의 성격이 짙었다. 이 시기의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지대의 

기회주의적인 추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교착에 직면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부의 

효과성은 저하되었다.  

     한편, 2004 년 이후의 유도요노 정부 시기의 엘리트 카르텔은 이와는 

상이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엘리트 카르텔은 정부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지지동원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맞추어 내각 내에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관료들의 활용 비중을 늘렸으며 개각을 통해 

스스로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하였다. 여전히 정당 엘리트들은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려 노력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7 유도요노 정부와 1 기와 2 기 내내 투쟁민주당은 정부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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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 아젠다에 대응하여 반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하여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여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그리고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무엇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분형 엘리트 카르텔로부터 정책지향형 엘리트 카르텔로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가 문화적 규범과  지대추구를 위한 정당의 합리적 선택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당제-대통령제(multiparty presidentialism)와 정당의 

후견주의(party clientelism) 그리고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 인도네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을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을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제도적 맥락 하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는 이들 사이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문화적 규범에 의한 협력도(Slater and Simmons, 2013), 정당의 지대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도 아니었던 것이다(Ambardi, 2008).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이 다당제-대통령제와 

정당의 후견주의라는 두 가지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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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연합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을 야기하였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다당제-대통령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력한 연합형성의 동기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의 소속당이 의회에서 과반의 지위를 차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대통령의 미약한 당파적 권력(partisan 

power)으로 이어진다. 또한 대통령의 입법적 권력(legislative power) 역시도 

의회에 의해 제한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공식적으로는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정당성을 갖지만, 그의 권력은 여전히 의회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8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의회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당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연합형성에 이익을 가지게 된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정당의 후견주의는 대통령이 형성하는 연합을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혼종적인 과대연합 

하에서 인도네시아의 정당 엘리트들은 서구의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의 이익 추구에 집중한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에 

                                     
8 1999 년 ~ 2000 년의 제 1 차 헌법 개정과 제 2 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입법권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있음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물론 대통령이 예산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입법권을 공유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법안은 대통령 측의 대표와 의회 측의 대표에 의해서 

토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의회 측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은 대통령의 권한에 포함되지만, 

이는 의회의 사후적 승인이 없으면 그 효과가 무력화된다. 인도네시아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배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Hanan(2012)과 

Kawamura(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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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정당의 연합 형성의 의사결정은 사회적 균열에 상응하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아니라 파벌들의 후견주의적 이익추구에 기반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종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혼종적인 연합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은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에 집중한다. 다음으로, 후견주의에 기반한 인도네시아 정당의 

낮은 정당 규율(party discipline)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의 획득을 위해서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을 형성할 동기를 가지게 한다.  

     요컨대, 인도네시아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은 과대연합을 형성하여 

의회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지를 획득하려는 대통령과 이러한 연합에 

혼종적으로 합류하여 후견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가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9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통해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한 지지동원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내각직 분배라는 정치적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9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헌법개정(1999 년 ~ 2002 년)과 

이후 2004 년의 첫번째 대통령 직선의 실시 전까지 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즉, 헌법개정 이정의 인도네시아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가진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를 취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련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고 탄핵절차를 엄격화하였으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보다 명확하게 

분리되는 실질적인 대통령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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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Chaisty et al., 2014; Raile et al., 2010).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정당 엘리트들에게 내각직 분배라는 정치적 

채무를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2004 년 이전의 간선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의회 내 정당들의 사전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이는 모든 지지 정당들에 대한 내각직 분배라는 정치적 채무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당선의 대가로 자신의 정책 

아젠다와는 관련없는 방식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 반대로 

2004 년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 정치적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으며, 결국 대통령은 

내각구성에 대해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실질적 대통령제의 전환으로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탄핵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고, 이는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대통령의 상대적 권력을 강화하였다. 2003 년 이전에는 

의회의 단순 다수(simple majority)의 동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2003 년 이후의 탄핵 절차는 매우 엄격해졌다. 탄핵을 

위해 요구되는 표결 역시 절대 다수(absolute majority)로 상향 조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 역시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 엘리트들의 

결탁에 의한 대통령의 정치적 축출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에게 엘리트 카르텔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요컨대,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2004 년 이전에는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이익배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엘리트 카르텔은 

2004 년 이후에는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지지동원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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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문헌 검토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협력적 규범에 

기반한 접근과 정당들의 지대추구 행위에 기반한 접근이 있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접근들이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고,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기존 접근들의 한계는 이들이 다당제-대통령제의 

권력구조, 정치와 사회를 연계하는 정당의 후견주의,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라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함을 지적한다. 

 
1. 협력의 규범 

 
     협력의 규범에 기반한 설명은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불확실성에서 

나타난 엘리트들 사이의 협력의 규범이 인도네시아 엘리트 카르텔의 

장기적인 지속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슬레이터(Slater, 2004; 2014; 

Slater and Simmons, 2013)는 엘리트 카르텔을 혼종적 

권력공유(promiscuous powersharing)라 지칭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비공식적 패턴으로서의 혼종적 권력공유는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론적인 틀(DiMaggio and Powell, 1991)에 의해서 지속된다.  

     슬레이터에 따르면, 혼종적 권력공유는 모든 정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들을 초월하여 정부 권력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매우 

유연한 연합형성의 관습이다. 이러한 혼종적 권력공유의 관습 속에서 

정치인들은 정치적 균열에 상응하는 연합의 형성에 무관심하며,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와는 달리 정당들은 기회주의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배신한다(Slater and Simm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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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터는 혼종적 권력공유의 기원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에서 찾는다(Slater and Simmons, 2013: 1372). 10  그에 

따르면 혼종적 권력공유라는 비공식적인 패턴은 이와 같은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의 편의주의적인(expedient)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Slater and Simmons, 2013: 1366).  

     주목할 점은 이처럼 결탁적인(collusive) 규범에 기반한 균형은 

불확실성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인데, 슬레이터는 이것이 혼종적 

권력공유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적절하고(appropriate) 

당연한(taken-for-granted)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later and Simmons, 2013: 1381).  

     즉,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정치 엘리트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협력적 대응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결탁의 규범은 불확실성의 시기가 지난 후에도 자기강화적(self-

reinforcing)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Slater and Simmons, 2013: 1371). 

     하지만 협력적 규범에 기반한 설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비반성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규범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을 가진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10 1999 년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첫째, 당시 의회 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사이에서 그리고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에서 

어떠한 세력도 상대에 대해 우위를 점할 만큼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수하르또 정부의 말기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의 경

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셋째, 아체(Aceh)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수하르또 

권위주의 정부의 몰락과 함께 분리독립 운동을 전개하였고,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군부의 반동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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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결과로서 지속된 것이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상이한 이익은 이들이 상이한 제도적 맥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서 과대연합에 대한 이익을 가졌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맥락에서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과 입법적 권력은 

제한적이었고,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함으로써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모색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정당 엘리트들은 후견주의에 의해서 정당 전체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의한 구속 없이 연합에의 참여를 통해서 후견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다. 

     즉,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대통령의 지지동원을 위한 

과대연합 형성 시도와 후견주의에 의해 정당 전체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 정당의 엘리트들의 연합에의 참여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엘리트 카르텔은 적절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론적 틀에 의한 자기강화적 과정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이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04 년을 

기점으로 내부의 권력분배와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의해서,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탄핵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직선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당선을 대가로 한 내각직 분배라는 정치적 채무 없이 자율적으로 

내각구성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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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고, 따라서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협력의 규범에 기반한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엘리트 카르텔은 주요한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식론적 틀에 

의해서 자기강화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의해 내부적인 권력분포와 활용 

목적에서 분명한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증가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는 협력적 규범에 의한 자기강화적 지속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2. 정당의 지대추구 

 
     지대추구를 위한 정당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설명은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이 엘리트 카르텔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재정을 위한 지대추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은 정부의 주요직을 

차지하여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시도하며, 한 정당의 

배신은 모든 정당의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11  엘리트 카르텔은 지속성을 

보이게 된다. 

                                     
11 암바르디는 정당 카르텔 내의 개별 정당들의 생존은 정당 카르텔 전체의 생존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당 카르텔이 무너지면 개별 정당들이 지대추구를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카르텔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지대추구 활동에 대한 폭로는 동료 정당들에 대한 배신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 카르텔 뿐만 아니라 개별 정당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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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르디는 이러한 정당시스템의 카르텔화(cartelization)가 부족한 

정당재정을 충원하기 위한 정당들의 협력에 의해 발생되고 지속된다고 

주장한다(Ambardi, 2008). 그는 캐츠와 매이어가 유럽의 카르텔 정당이 

국가보조금의 획득을 위해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Katz and Mair, 

1995),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당들이 정부의 주요직을 통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지대추구를 통해 정당재정을 충원하려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정당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Ambardi, 2008: 24).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정충원의 동기에 의해 

정당들은 모두를 아우르는 과대연합을 구성하며, 이러한 연합형성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역할을 상실한다. 최소승리연합(Riker, 

1962)의 논리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연합(De Swaan, 1973)의 이론적 

예측으로는 정당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지대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의 설명은 다당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제도적 맥락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연계하는 정당의 

후견주의라는 제도적 맥락을 간과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첫째, 암바르디는 대통령이라는 핵심적 행위자의 존재와 대통령의 

이익에 대한 분석을 배제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당재정의 충원을 위한 지대추구라는 동질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정치 엘리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는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정당과는 매우 다른 

이익을 가진다.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지지동원에 대한 이익을 가지며 이러한 대통령의 

이익은 정당의 재정 충원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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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암바르디는 정당이라는 응집적인(cohesive) 행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정당의 재정충원의 동기가 엘리트 카르텔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하는 핵심적 행위자는 

정당 전체가 아니라 후견주의를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이었다. 후견주의에 

의해서 정당은 하나의 응집적인 행위자가 되기 어렵고, 대신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이 핵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후견주의에 기반한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정당 전체 및 

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매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제도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정당 엘리트들은 

정당이 대표하는 균열과 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었으며, 이들은 엘리트 카르텔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전체와 

지지자들의 이익과는 괴리된 자신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이익을 추구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셋째, 협력의 규범에 기반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지대추구에 

기반한 접근 역시도 2004 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당의 지대추구에 초점을 두는 암바르디의 

접근은 카르텔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 행위자의 지대추구의 동기에만 

집중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의해서, 2004 년 이후의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강화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은 변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엘리트 카르텔이 보다 정책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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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1.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에 주목한다. 본 연구가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이 정의되고 

이들 사이의 권력배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된 행위자들의 이익 그리고 권력배분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은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또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제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본 

연구는 “행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 규칙, 관행, 규범과 

관행”이라는 광의의 정의를 채택한다(Steinmo and Thelen, 1992). 제도에 

대한 정치학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political 

institutions)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제도주의자들의 연구는 국가,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든 제도들을 포괄하고 있다. 홀(Hall, 1992: 

96-97) 역시도 제도의 개념을 넓게 세 가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첫째,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직구조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 관한 헌법 규정,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대한 경제적 제도 등이다. 둘째, 중범위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 조직구조와 관련된 틀로서 사회단체 간의 세력관계와 

정책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특성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구조, 자본의 조직화 형태, 정치체제의 특성과 국가의 조직화 형태이다. 

셋째, 가장 협의의 차원에서의 제도는 공공조직의 표준운영절차, 규정, 

일상적 절차 등을 포함한다(이윤식 등, 200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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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제도들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정치에서 제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본 연구는 역사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두 가지 역할에 

주목한다. 첫째, 제도는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 혹은 선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Hall, 1986: 19). 선호가 외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의 맥락 속에서 내재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Krasner, 1988). 즉, 

행위자들의 이익 혹은 선호는 선험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하에서 형성되고 정의되는 것이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스스로이 

권력의 제한되었고,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정당 엘리트들은 

정당의 후견주의라는 비공식적 제도의 맥락 하에서, 정당 전체와 지지층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라는 이익이 아닌 자신의 후견주의적 파벌의 유지와 

확장이라는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제도는 행위자 사이의 권력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어떤 

행위자들에게는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권력을 제공하며, 

이는 행위자들 사이에 권력 불균등을 야기한다. 특히 역사 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적 집단들에게 불균등하게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유롭게 계약하는 개인들을 상정되기보다는,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불균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모습이 

상정된다(Hall and Taylor, 1996). 홀과 테일러에 의하면 역사 제도주의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모습을 강조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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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집단은 승리하고 어떠한 집단은 패배함을 강조한다(Hall and Taylor, 

1996: 941). 
     이러한 제도의 권력배분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에서 잘 드러난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의회 내에서의 당파적 권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입법적 권력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의회의 동의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도록 제약하였다. 즉,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그의 권력을 

제약했던 것이다. 한편, 2000 년대 초반의 준대통령제로부터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제도적 전환은 대통령에게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게 증가된 권력을 부여하였다. 탄핵 절차의 변경과 대통령 선출 

제도의 직선제로의 변화로 인해서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정책 

아젠다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와 관련해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제도적 맥락은 단순히 공식적인 

제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를 포함하며, 비공식적인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헴케와 

레비츠키(Helmke and Levitsky, 2004: 725)는 공식적 제도만큼이나 

비공식적 제도도 정치적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오늘날의 연구가 행위자들의 동기와 기대가 

근본적으로 공식적 규칙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엇이 정치적 행동을 이끄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고 중요한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 노력이 방해받고 있음”을 비판한다(Helmke and 

Levitysky, 2004: 725-726). 
     나아가 그들은 비공식적 제도의 유형을 제시한다(Helmke and 

Levitsky, 2006: 13-19). 첫째, 보완적 비공식적 제도(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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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institution)는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공식적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종류의 비공식적 제도는 관련된 

공식적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대체적 비공식적 

제도(substitutive informal institution)는 공식적인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래 공식적인 제도가 수행하고자 했던 목적을 대신하여 수행한다. 

셋째, 순응적인 비공식적 제도(accommodating informal institution)는 

행위자들에게 공식적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동기를 제공하지만 공식적 제도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는다. 즉, 

순응적인 비공식 제도는 관련된 공식적 제도의 성문적 규정을 드러내놓고 

위반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도의 목적을 약화시킨다. 넷째, 

경쟁적인 비공식적 제도(competing informal institution)는 공식적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공식적 제도의 논리가 아닌 

비공식적 제도의 논리를 따르게 한다. 행위자들은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며, 경쟁적인 비공식적 제도는 

행위자들에게 공식적 제도와는 양립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들 중에서도 네번째 유형인 경쟁적인 비공식적 

제도는 인도네시아의 정당 후견주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당은 표면적으로는 일정 수준 제도화된 중앙당 

조직과 광범위한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과 사회단체는 

표면적으로는 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인 비공식적 제도인 

후견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정당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들은 정당 

엘리트들과 당원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잦다. 대신 이들은 

후견주의의 정치적 지지와 물질적 혜택 사이의 교환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인 정당 

후견주의에 의해서 정당 엘리트들의 연합의 의사결정은 후견주의적 이익의 

추구 논리에 종속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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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본 연구는 1999 년부터 나타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그리고 2004 년부터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정책지향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설명 대상으로 삼는다. 다당제-대통령제와 후견주의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한 엘리트 카르텔은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한 

1999 년의 와히드 정부 시기부터 유도요노 2 기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지속성 속에서도 준대통령제로부터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의 유형은 이익배분형으로부터 

정책지향형으로 변화하였다(그림 1). 다음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의 정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주장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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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엘리트 카르텔의 정의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의 정부의 권력공유에 대한 접근들이 

어떻게 이 현상을 정의하였는지에 기반하여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서구의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와는 상이한 현상임을 지적한다. 

     먼저,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을 ‘주요한 정치적 균열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과대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의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행동패턴’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정의는 슬레이터의 

혼종적 권력공유(promiscuous power-sharing)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정의는 암바르디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 암바르디는 인도네시아의 권력공유 현상을 “정당 이데올로기가 

정당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당들의 연합은 혼종적이며, 정치적 반대가 

드러나지 않으며, 선거결과가 선거 이후의 정당의 행동에 미미한 영항을 

미치거나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를 카르텔 

정당시스템(cartelized party system)이라 지칭한다(Ambardi, 2008: 24). 

그러나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권력공유 현상은 대통령이라는 

핵심적 행위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정당 자체보다는 정당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후견주의적 파벌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과 

정당시스템 차원에서 권력공유를 정의하지 않으며, 대신 인도네시아의 

권력공유가 행정부와 의회를 가로지르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공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서구의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와 표면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정부의 

권력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과대연합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유사성에 불과하며 두 

현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 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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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엘리트 카르텔 다극공존형 민주주의 

정당의 

행동패턴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 행동패턴 

정당 전체와 정당 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과 

일관되는 행동패턴 

연합의 

기능 

정당 엘리트의 

후견주의적 이익배분, 

대통령 정책 아젠다 추진 

수직적으로 계층화된 

각 사회부문들의 비례적대표 

제도적 

특성 

소수세력 보호 및 

거부권 부재 

소수세력 보호 및 

거부권 보장 

 
표 1. 엘리트 카르텔과 다극공존형 민주주의의 비교 

 
 
2. 2.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1) 다당제-대통령제와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왜 엘리트 카르텔은 지속되는가? 무엇보다도 엘리트 카르텔은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한 연합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연합 자체가 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속적인 연합의 발생이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동원이라는 

이익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대중적 압력은 물론이거니와 

재선을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공식적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정당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안정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은 

자신의 소속당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의 소속당이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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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 1 당이 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자신의 미약한 당파적 권력을 보완할만한 입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수하르또 정부 시기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던 

입법권을 의회로 대폭 이양하였다. 따라서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대통령은 내각의 권력을 공유하여 자신의 소속당을 초월하는 폭넓은 

연합을 형성할 이익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다당제-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의 권력 공유를 통해서 소속당의 

지지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려는 대통령의 동기는 비단 

인도네시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구권의 

다당제-대통제령제 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Chaisty et al., 

2014). 이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의회의 반대를 우회하여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들은 

대통령령과 같은 공식적인 권한 이외에도 내각직 배분을 통한 의회로부터 

지지 획득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에도 의존하였다. 

     요컨대,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속적인 연합의 등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당의 지지를 넘어서는 다수의 정당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각의 권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지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후견주의와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지금까지는 엘리트 카르텔이 다당제-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지지동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광범위한 연합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당제-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맥락이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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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카르텔은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혼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엘리트 카르텔은 왜 이데올로기적 혼종성과 과대연합의 특성을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정당의 후견주의라는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의 혼종성(promiscuity)과 과대성(oversizedness)이 

나타남을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당은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표 2), 

이러한 정당 후견주의의 다음과 같은 대표적 특징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후견주의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정당의 의사결정은 정당 전체와 정당과 연계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책적 이익을 매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견주의적 

파벌을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의 논리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정당의 경우 정당과 연계된 사회단체, 

공식적인 지구당 조직 등을 통한 공식적인 제도적 절차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적 

절차가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강력한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정당 엘리트들은 정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칙과 규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며 이러한 규칙과 규제 자체가 

지도자들의 임의적인 변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Tomsa, 2008).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당의 헌법과 강령이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며, 파벌 간의 경쟁의 양상은 

이데올로기 및 정책이 아닌 후견주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이익의 추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둘째, 후견주의에 기반한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낮은 정당 규율을 

갖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당 내의 후견주의적 파벌들이 정당 전체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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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대표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각 파벌의 

후견주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경쟁을 일삼기 때문이다. 후견주의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파벌의 주요한 목표는 정당의 헌법과 강령에 의해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대표가 아니라 정부의 주요한 정치적 직위를 

차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들이 대표하는 균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에 기반하여 응집적인 행동을 보이기 어렵다. 

특희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 지도부에 의해 쉽게 규율되지 

않으며, 이들은 정당 노선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즉, 인도네시아 정당은 정당 내의 각 파벌이 접근할 수 

있는 후견주의적 혜택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정당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혜택을 둘러싼 파벌간의 경쟁에 의해서 비일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당 
정당의 특성 

정당의 의사결정 정당-사회 연계 정당 규율 

골까르 
(Golkar)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낮음 

투쟁민주당 
(PDI-P) 

카리스마적 지도자 /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낮음 

통합개발당 
(PPP)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 종교단체와의  

분열적 연계 
낮음 

국민각성당 
(PKB) 

카리스마적 지도자 /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 종교단체와의 

분열적 연계 
낮음 

국민수권당 
(PAN)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 종교단체와의 

개인적 연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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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정의당 12 

(PKS) 

제도적 절차 / 

후견주의적 경쟁 

운동조직 / 

종교단체 연계 
낮음 

민주당 
(PD) 

카리스마적 지도자 / 

후견주의적 경쟁 
후견주의 낮음 

 
표 2. 인도네시아의 정당의 특성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는 왜 이데올로기적 혼종성을 

야기하는가? 본 연구는 이것이 연합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당 

전체와 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아니라, 후견주의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강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정당의 후견주의에 의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은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정당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랜덜과 스배샌드는 후견주의가 

정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이것이 “규칙과 정규화된 절차를 

약화시키고, 정당의 헌법을 허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림”을 비판하기도 

하였다(Randall and Svåsand, 2002: 20).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당의 특성은 왜 과대연합을 야기하는가?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에 침투된 정당의 낮은 규율에 의해 

                                     
12 번영정의당은 인도네시아의 정당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발생하고, 후견주의 네트워크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 

연계를 가지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정의당이 정당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의석 수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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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연합의 불안정성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의회로부터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 과대연합을 형성할 이익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승리연합의 구축만으로는 정당의 낮은 규율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의 구축을 시도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견주의에 기반한 정당은 낮은 정당 규율을 

가지는데, 이에 의해 대통령과 그의 연합에 참여한 정당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들을 자신의 내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당들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이들 정당 엘리트가 

항상 대통령에 대한 정당 전체의 지지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내각에 참여한 정당 지도자들이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혜택을 누리려는 파벌들에 대해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고, 정당 내 

파벌간 경쟁이 심화될 수록 정당 규율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당 규율이 대통령의 연합형성에 관련된 선택에 관해 가지는 

영향력은 다당제-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연합형성의 시도가 잦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Groseclose and 

Snyder, 1996; Raile et al, 2011). 특히, 브라질의 다당제-대통령제의 경우 

내각직을 소유한 정당들의 역대 의석비율이 평균적으로 대략 80%에 가깝고, 

콰드루스 정부(Jânio Quadros, 1961 년 1 월 ~ 1961 년 8 월) 시기와 

사르네이 정부(José Sarney, 1985 년 4 월 ~ 1990 년 3 월) 시기 동안 이 

비율은 대략적으로 90%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메인웨어링은 브라질 

정당의 낮은 정당 규율이 가져오는 지지의 불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이 과대연합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Mainwaring, 1992). 

     요컨대, 인도네시아의 과대연합은 낮은 정당 규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별 정당의 지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응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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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최소승리연합만으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당 내의 

분열로 인해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과반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정당 규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 3.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과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 년부터 현재까지 왜 지속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에서는 왜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이 2004 년을 기점으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이익배분이 중심이 되었던 유형에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추진에 동원되는 유형으로의 성격 변화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유형 변화가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한다. 인도네시아가 실질적 대통령제로 

전환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에 대한 대통령의 상대적 

권력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서 

엘리트 카르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헌법 개정에 의한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내각구성에 관련된 자율성을 부여하고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첫째,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의해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탄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대통령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제 3 차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과 이에 따른 탄핵절차의 

개정이다. 개정된 탄핵절차는 1) 탄핵의 법적 근거의 헌법 내 명시 2) 새로 

설치되는 헌법재판소의 심의과정 포함 3) 의회에서의 2/3 이상의 찬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Indrayana, 2008). 이러한 개정된 절차는 개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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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단순 다수에 의해서 탄핵이 가능했던 것에 비할 때 훨씬 더 엄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대통령이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탄핵될 수 있는 위험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증가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각에 기술관료를 등용하거나 적절한 시점에서의 개각을 통해 정당 

엘리트들의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가지는 

내각직 분배의 정치적 채무가 감소한다. 간선제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정당 엘리트들에게 내각직 분배를 약속해야만 했다. 따라서 

간선 대통령은 내각 구성의 권리를 통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간선제 하에서 대통령의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서 강제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추진에 

이들이 협력적으로 임할 것이란 보장은 전무하다. 

     반면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더 이상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서 내각직 분배를 약속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당선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스스로의 당선을 대가로 내각직 분배라는 정치적 채무를 정당 엘리트들에게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선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간선제 

하에서의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각구성에 대한 자율성 

가지게 되며, 이러한 증가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권력을 통해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에 맞게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정당 엘리트에 의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의 감소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의한 내각직 분배의 채무 

감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엘리트 카르텔의 권력분포를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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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시켰고, 대통령은 내각구성에 대한 증가된 자율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맞게 엘리트 카르텔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정당 엘리트들에 의한 

탄핵에 대한 염려 없이 내각 구성을 주도하며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나갔다. 

여전히 유도요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노리는 정당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연합 내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의 부재 등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강화된 권력과 내각구성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의 활용을 통한 정책 

아젠다의 추진은 2004 년 이전의 그의 전임 대통령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와히드 대통령의 경우 의욕적으로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지위는 미약하였고 

엘리트 카르텔에 참여한 정당 엘리트들은 그의 정책 아젠다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결국 와히드 대통령은 내각을 자신의 측근을 중심으로 

개각하는 독단적인 접근을 선택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 엘리트들의 반발로 

인해 탄핵으로 임기를 마감하였다(Aspinall and Fealy, 2010: 124). 

     메가와띠 대통령 역시도 엘리트 카르텔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당 엘리트들이 스스로의 후견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게 두었을 뿐,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이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데에 실패하였다. 

메가와띠 대통령은 그녀의 전임 대통령의 탄핵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엘리트 카르텔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Kawamura, 

2010: 43), 그녀의 정부는 정치적 활동중단(political moratorium)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책 아젠다 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Sla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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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수반된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 내의 주도권 강화를 통하여 이익배분적 

카르텔로부터 정책지향적 카르텔로의 성격 변화를 경험하였다.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위험 없이 내각구성을 

주도하며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 엘리트 카르텔을 활용하였던 

것이다(표 3). 

 
 

대통령 선출 
대통령 

탄핵절차 

카르텔 내부 

권력분포 

카르텔 

유형 
사례 

간선제 용이 권력분산형 이익배분형 와히드, 메가와띠 

직선제 엄격 권력집중형 정책지향형 
유도요노 1 기, 

유도요노 2 기 

 
표 3.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따른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 

 
 
IV.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권위주의 통치를 마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인도네시아에서, 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크게 

제약하는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내부적 성격 변화는 왜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균열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졌던 종교균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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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균열을 개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균열 상에서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위치를 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이 네 

차례의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을 개괄하고, 다당제-대통령제, 

정당의 후견주의라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카르텔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004 년부터 엘리트 카르텔이 정책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를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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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회적 균열의 진화와 현대의 정당 

 
 
본 장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과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의 현대 정치사를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의 형성 및 정치화를 

중심으로 개괄하고 현대의 정당들을 이러한 균열들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에서는 독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수까르노의 교도 민주주의, 수하르또의 신 질서 시대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의 현대 정치사를 개괄한다. 다음으로 제 

2 절에서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정당들을 소개한다. 

 
 

I. 사회적 균열의 진화와 권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1. 사회적 균열의 형성기(~1945 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최초로 사회적 균열이 조직적으로 대표되기 

시작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 내부에서였다. 이러한 초기적 형태의 

사회적 균열의 대표는 정당이 아닌 이슬람 사회단체에 의한 것이었다. 먼저,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1912 년 

무함마디야(Muhammadiyah)가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주로 도시지역의 

현대주의 이슬람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세력은 대체로 

도시지역의 지식인, 상인,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바 이외의 

섬에 주로 분포하였다(Ufen, 2006; 2008). 13  다음으로, 1926 년 탄생한 

                                     
13 약 3000 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무함마디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현대주의 이슬람 단체이다. 네덜란드 식민 통치 하에서 설립되었으며 모스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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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우(Nahdlatul Ulama, NU)는 농촌지역에 기반하여 전통주의 이슬람 

세력을 대변하였다.14  

     비슷한 시기에 인도네시아 사회의 세속주의 세력들도 이들의 조직적 

표현을 찾고 있었다. 세속주의 세력들 중에는 먼저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자바 지역의 아방안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5 , 1928 년에는 

인도네시아 민족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이 이들 세력을 

대표하여 창당되었다. 많은 수의 아방안 기반의 세속주의-민족주의 세력은 

당시 독립 운동가이자 인도네시아 민족당와 연계된 수까르노를 

지지하였는데, 수까르노의 반서구적이고 급진적인 민족주의 사상은 아방안 

민족주의 세력에게 깊은 호소력을 가졌다. 한편 1924 년 창당된 인도네시아 

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은 또 다른 세속주의의 

조류를  대표하였다. 이들은 중국 및 소련의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고아원, 도서관, 학교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전개한다. 주로 

자바 외곽 도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연계된 정당으로는 국민수권당이 있다.  
 
14 엔우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전통주의 이슬람 단체이다. 1926 년에 

무함마디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식민 통치 하에서 설립되었으며, 이슬람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대략 4000 만명의 회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자바의 농촌 지역에 강

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와히드에 의해 설립된 국민각성당은 엔우와 연계되어 있다.  
 
15 클리포드 기어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공동체는 아방안(abangan)과 

산뜨리(santri)로 나뉠 수 있다(Funston, 2001; Geertz, 1960; 1964). 주로 자바에 

있는 아방안 무슬림들은 이슬람과 그 이전에 전파된 힌두교와 불교의 경험을 자바 

신비주의(kebati-nan)라고 알려진 것 안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로 

자바의 도시지역이나 자바 외곽 도서에서 발견되는 산뜨리 무슬림은 이슬람의 

종교적 믿음을 보다 철저하게 따른다. 산뜨리 내에도 전통주의자와 현대주의자의 

두 부류가 있다. 현대주의자는 전통주의자에 비해서 이슬람 교리에 대한 정통적 

해석을 보다 중요시 한다(양승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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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스트(Marxist) 사상에 기반하여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가난한 소작농과 

농촌지역의 노동자들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의 어떠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동원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2 년과 1945 년 

사이의 일본의 점령은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정치적 탄압을 완화시켰다. 

왜냐하면 일본은 침략전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토착세력의 정치적 

동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Slater, 2014). 이에 일본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마슈미(Masyumi)라는 이슬람 단체를 

조직하였다. 마슈미와 함께 수까르노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도 네덜란드 

식민통치 때보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양승윤, 

2010). 마슈미는 위에서 언급한 전통주의 이슬람과 현대주의 이슬람 사이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서 대표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민족당 역시도 독립과 함께 1946 년 공식적으로 재창당되었고 

인도네시아 공산당 역시도 활동을 이어나갔다.  

 
2. 의회 민주주의 시기(1945 년 ~ 1957 년) 

 
     일본의 패망에 이은 네덜란드와의 치열한 독립전쟁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는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인도네시아의 의회 민주주의 

시기는 독립 이후에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정치적 동원을 

시작하여 정치 시스템에 대표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독립국으로서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였다(양승윤, 1998).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사회적 균열은 이슬람 세력과 



 36 

세속주의 세력 사이의 균열이다.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마슈미와 

세속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민족당은 공통적으로 

네덜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도네시아에 

독립국을 세우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이슬람교의 정치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특히 이슬람법 샤리아가 

정치화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두 세력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슬람 

세력은 이슬람법을 나라의 법 체계에 반영하고 나아가 이슬람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를 원했다. 반면 세속주의 세력은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세속주의 국가를 원했다(Slater, 2014). 

     수까르노는 이와 같은 두 진영 사이의 샤리아 논쟁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1945 년 헌법을 다원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인 

빤짜실라(Pancasila)에 기반한 것에 기인한다(Slater, 2014).16 문자 그대로는 

다섯 개의 기둥을 의미하는 빤짜실라는 인도네시아를 지탱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빤짜실라의 첫번째 원칙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국가 이데올로기에 규정한 

것은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의 사이에 일정한 타협점을 

제공하였다.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던 마슈미와 인도네시아 

                                     
16 인도네시아 국가의 철학이자 건국이념이다. 빤짜실라는 문자 그대로는 다섯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며 각각의 기둥은 유일 신에 대한 신앙,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인본주의를 상징한다(양승윤, 1998). 빤짜실라는 이러한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하르또 권위주의 정부인 신질서 정부에 의해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수하르또 정권은 빤짜실라를 

내세우며 국가이익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이 

표출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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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당은 1955 년의 의회 선거에서 각각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내부에서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먼저, 마슈미의 경우 전통주의 이슬람 

세력인 엔우가 1952 년 분리되어 나갔다. 한편, 인도네시아 민족당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부상으로 인해 아방안 사회 내에서 도전에 

직면하였다(Slater, 2014).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1955 년 의회 선거에서는 마슈미, 엔우, 

인도네시아 민족당,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표 4 는 이러한 1955 년 의회선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동원력을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의회 권력을 

분점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 중 어느 세력도 인도네시아 정치 시스템에 

안정성을 부과할 정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나타나지 못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이념적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는 분절화된 정당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노출되었다. 

 

정당 의석배분율(%) 지지기반 

인도네시아 민족당 22.3 아방안, 민족주의 세력, 자바/발리 

마슈미 20.9 산뜨리(현대주의), 도시, 외각 도서지역 

엔우 18.4 산뜨리(전통주의), 농촌 자바 

인도네시아 공산당 16.4 아방안, 노동자와 소작농, 자바 

기타 22 - 

총 100 - 

 
표 4. 1955 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의석배분율 및 지지기반 

출처: Feith (1962), T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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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까르노의 교도 민주주의(1957 년 ~1965 년) 

 
     의회 민주주의 시기의 지속적인 혼란은 수까르노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게 된다. 수까르노 대통령은 교도 민주주의 시기의 

정치불안을 틈타 선거를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가치인 협의(musyawarah)와 합의(mufakat) 그리고 

상호부조(gotongroyong)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교도 민주주의(guided 

democracy) 체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1950 년 헌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1945 년 헌법을 복귀시켰다(Funston, 

2001). 수까르노 대통령이 내세운 교도 민주주의는 인도네시아의 협력적 

정신에 기초한다고 주장되었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이는 인도네시아 군부와 인도네시아 공산당 사이에서의 세력 균형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교도 민주주의 정부는 정부를 지탱하고 있던 중요한 두 세력인 

인도네시아 군과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세력은 점점 확산되었다. 이들은 당시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공산당 조직이었고 청년, 노동자, 농민은 물론 여성, 문학인 및 예술인 

조직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대해 인도네시아 군과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공산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양승윤, 1998). 

     그러나 수까르노 대통령은 이러한 증가하는 불화를 원만하게 

조정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는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수까르노 대통령의 중도적 태도의 포기는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고, 군부의 지도층들 사이에서도 친공산 

노선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갔다. 게다가 수까르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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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물가는 치솟고 식량파동 및 각종 데모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양승윤, 1990).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군부를 제압하여 인도네시아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 세력을 만들어내려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일부 

세력은 대통령 경호부대의 운뚱(Untung) 중령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당시 육군 중장이었던 수하르또 장군의 

주도하에 진압된다. 이 때부터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에 의해 

주도되게 되며, 수하르또 장군은 운뚱 중령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계기로, 

1967 년 수까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게 된다(양승윤, 2010).  

 
4. 수하르또의 신 질서 시대(1965 년 ~ 1998 년) 

 
     수하르또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를 수까르노 정부의 구 

질서(orde lama)와 대비시키며, 이를 신 질서(orde baru)라 명명하였다. 

수하르또 정부의 통치에서 주목할 점은 수하르또 대통령이 사회적 균열이 

정치화되는 것을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위협요소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이다. 부유하는 대중(massa mengambang) 정책이라 불리는 그의 

정책은 사회세력의 정치적 동원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Tan, 2014). 

따라서 그는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당 활동에 제약을 

가하였다. 

     수하르또 대통령은 수까르노 정부 시기에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직능단체의 연합인 골까르(Partai Golongan 

Karya, Golkar)를 정당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러한 골까르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포섭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하르또 정부는 

국가조합주의적(state-corporatist)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골까르는 

수하르또 권위주의 통치에 표면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제된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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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구로 활용된다.  

     수하르또 대통령이 정당 활동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슬람 세력을 강제로 통합하여 통합개발당(Partai Persatuan Pembangunan, 

PPP)을 창당한다. 또한 세속주의 세력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DI)을 창당한다(Ufen, 2008). 

수하르또 대통령이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통제된 형태의 활동을 허용한 것은 후자의 방식이 더 효과적인 권위주의 

통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Aspinall, 2005). 통합개발당과 

인도네시아 민주당은 수하르또 정부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제한적인 정치 

활동만을 허용받았다. 특히 이들 정당은 부유하는 대중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수준에서의 지구당 창당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로서 1971 년을 

시작으로 매 5 년마다 실시된 선거에서 골까르는 항상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박성관, 1999).  

 
5. 민주주의로의 이행(1998 년 ~) 

 
     이와 같은 수하르또 대통령의 탈정치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 내부에서의 권위주위 통치에 대한 반발을 

완전하게 봉쇄할 수는 없었다. 이슬람 세력의 경우 아무리 통합개발당으로 

이슬람 계열 정당들을 통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엔우와 무함마디야와 같은 

오래된 이슬람 사회단체를 원천적으로 해체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엔우의 

경우 와히드의 지도 하에 통합개발당으로부터 1984 년 탈퇴를 선언하며, 

수하르또 정권에 포섭된 정치활동으로부터 이탈한다(양승윤, 1998).  

     세속주의 세력의 경우, 인도네시아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수하르또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움직임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민주당의 의장인 수르자디(Soerjadi)는 1992 년 수하르또 



 41 

정부에 대해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였는데, 수하르또 정부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겨 수까르노의 딸인 메가와띠를 수르자디의 자리에 대신하여 

앉힌다(Aspinall, 2005). 그러나 이러한 수하르또 정부의 조치는 막대한 

실수였다(Slater, 2014). 대중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수까르노에 대한 지지가 여전하였으며, 메가와띠는 이러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을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이슬람 계열과 세속주의 계열 양 쪽에서의 수하르또 정부에 

대한 반발은 통치의 종반부를 향해 갈 수록 더욱 확산된다. 무함마디야의 

지도자인 라이스(Amien Rice)는 현대주의 이슬람 세력에 기반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였다. 엔우의 와히드, 인도네시아 민주당의 메가와띠, 

무함마디야의 라이스를 중심으로한 개혁운동(reformasi movement)는 

정치적 개혁과 정권 교체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들 지도자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엎고 정부 부패의 척결과 수하르또 

대통령의 사임 그리고 민주주의적 변화를 요구하였다(Funston, 2001).  

     주목할 점은 이러한 와히드, 메가와띠, 라이스의 지도하에 발생한 

권위주의 통치와 족벌경제의 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수하르또 정부 

통치의 종반부부터 극적으로 정치화되어가는 개혁균열(reformasi 

cleavage)을 상징한다는 사실이다. 개혁균열을 축에 두고 이들 지도자를 

중심으로한 레포르마시 운동 세력들과 구체제를 옹호하는 권위주의 통치 

세력은 1980 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회에 

축적되었던 개혁의 요구는 수하르또 대통령의 통치가 경제위기에 의해 

약화되자 점점 더 정치적 현실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균열은 1997 년 12 월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크게 타격을 받자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레포르마시 운동 세력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몰락한 원인이 수하르또 가문에 

집중되어있는 부패, 결탁, 족벌주의(korupsi, kolusi, nepostime, KK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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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비난하였다(Funston, 2001). 17  그리고 1998 년 5 월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양승윤, 2010).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각종 

국가보조금이 폐지되고 물가가 폭등하자 시민들이 더욱 격렬해진 것이다. 

수하르또 정부는 계엄령을 고려하였지만, 결국 군부의 수장인 

위란또(Wiranto)가 시위 진압을 거부함으로써 40 여년의 권위주의 통치는 

종식된다(Slater, 2014). 

 
 
II. 현대의 정당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의 두 가지 

핵심적인 균열이 존재한다(Slater, 2014). 먼저, 종교균열을 두고 한 편에는 

세속주의 세력이 다른 한 편에는 이슬람 세력이 각각의 지지층을 대변한다. 

세속주의 세력은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하에 종교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속국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세속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은 

투쟁민주당과 민주당이 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은 다시 전통주의 이슬람 세력과 현대주의 이슬람 

세력으로 나뉜다. 전통주의 이슬람 세력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를 

이슬람의 교리와 조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은 국민각성당이 있다. 현대주의 이슬람은 전통주의 이슬람에 비해 

이슬람 경전의 해석을 더욱 중시하는 정통 이슬람에 가깝다. 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수권당과 번영정의당이 있다. 그리고 통합개발당의 경우 

                                     
17 인도네시아에서는 부패(korupsi), 결탁(kolusi), 족벌주의(nepostime)를 줄여서 

까까엔(KKN)이라 지칭한다. 이는 수하르또 정부 시기 동안 수하르또 가문을 

중심으로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부패한 정치와 경제를 상징한다. 까까엔의 

척결은 레포르마시 운동 세력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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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세력과 현대주의 세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당들은 개혁균열을 두고는 한 쪽에는 개혁 세력으로 다른 

한 쪽에는 보수 세력으로 나뉠 수 있다. 개혁 세력은 권위주의 통치의 

비민주적 유산과 까까엔(KKN)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경제의 개혁을 

요구한다. 이러한 개혁 세력에는 투쟁민주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이 있다. 한편, 보수 세력은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경향이 강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개혁에 대해 대체로 

미온적이다. 이러한 보수 세력에는 골까르와 통합개발당이 있다. 

     물론 이러한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을 두고 모든 정당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균열을 두고 같은 측에 위치한 정당들 

사이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책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정당 내부에서도 

다양성은 존재한다. 또한 개혁균열에서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의 개혁적 성향을 적지 않게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의 균열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정당이 스스로가 대표하는 사회의 개혁적 이익과 가치들을 집약하고 

대표하는 것을 외면한 채 엘리트 카르텔에 가담하여 스스로 이익 추구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later, 2014). 

 
1. 보수-세속: 골까르(Partai Golongan Karya, Golkar) 

 
     개혁균열 상에서 현체제 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정당이자 종교균열 

상에서 세속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를 옹호하는 정당은 골까르가 있다. 

골까르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식인 연합(Ikatan Cendekiawan Muslim 

Indonesia, ICMI)을 비롯한 다양한 이슬람 사회단체들과 긴 한 연계를 

맺어왔지만, 이들은 화인 기업가, 토착 기업가, 청년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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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단체와 폭넓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슬람을 

정당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지 않으며, 세속주의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를 

옹호한다. 한편, 골까르는 민주주의적 개혁, 경제 자유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제의 유산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보수적 정당이다.  

     골까르의 기원은 수까르노의 교도 민주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골까르는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962 년 군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의 골까르는 다양한 

직능단체(functional groups)들의 연합체로서, 군부는 이들 단체를 동원하여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부상에 대해 세력균형을 시도하였던 것이다(Tomsa, 

2008). 
     그러나 골까르는 인도네시아 군부와 공산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 속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골까르가 

적극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수하르또 정부에 

의해 신질서 시대가 열린 이후부터이다. 수하르또 정부는 통제된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동원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봉사할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선거 

도구로서 골까르를 조직적으로 개편한다(Tomsa, 2008).  

     골까르는 이러한 조직적 개편을 통해, 다양한 지역적 위계 수준에 

걸쳐 사회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수하르또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는 위계의 최상위의 자문위원회로부터 군, 현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지역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골까르는 지구당 

조직을 확대한다. 이러한 조직에 기반하여 골까르는 방대한 규모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지방의 영향력있는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을 후견주의 네트워크 내로 포섭하였다(Tomsa, 2008). 이러한 골까르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다른 정당들과의 경쟁에 의해 

정치적 동원력에서의 약화를 경험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골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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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후반에서 20% 초반을 넘나드는 표를 획득하며 인도네시아의 

거대정당으로 남아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도부 선출이 지구당의 대표들을 포괄하는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골까르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에 비해 제도화된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골까르 역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공식적인 정당의 

제도와 절차는 깔라(Yusuf Kalla)와 바크리에(Aburizal Bakrie)와 같은 

광범위한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가진 정당 엘리트들의 해석에 

취약하다(Tomsa, 2008).  

 
2. 보수-이슬람: 통합개발당(Partai Persatuan Pembangunan, ppp) 

 
     통합개발당은 수하르또 정부 하에서의 정당 정책에 의해서 엔우, 

이슬람 교육운동연합(Perti), 인도네시아 이슬람연합(PSII), 인도네시아 

무슬림당(Parmusi)의 네 개 정당이 강제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기존의 정당들 중 엔우와 이슬람 교육운동연합은 지역의 

문화적 관습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이슬람 정당이었고, 인도네시아 

이슬람연합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당은 아랍의 정통적인 이슬람에 가까운 

현대주의 이슬람 정당이었다(Ambardi, 2008: 118-119). 이처럼 

통합개발당은 이슬람 세력이면서, 전통주의 세력과 현대주의 세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한편 통합개발당은 수하르또 권위주의 통치의 마감을 

요구하고 레포르마시 운동의 개혁적 아젠다들을 추진하려 했던 

국민각성당과 국민수권당과는 달리, 골까르와 함께 구체제의 요소들을 

옹호하는 보수적 정당으로 남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통합개발당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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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정당 내 엘리트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합개발당의 특성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다양한 이슬람 조직들이 정당의 직위와 다양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분열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Hamayotsu, 2013).  

 
3. 개혁-세속: 투쟁민주당, 민주당 

  
    메가와띠가 이끄는 투쟁민주당과 유도요노의 정당인 민주당은 공히 

세속주의 정당이며, 인도네시아의 정치의 주요한 부문에서 수하르또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개혁하려는 개혁적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3. 1. 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PDI-P) 
 

     투쟁민주당의 경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수까르노의 딸인 

메가와띠의 오랜 지도를 받아왔으며, 정당의 이데올로기 역시도 여러 

종교를 포괄하는 사회의 다원적 요소들이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하에 

공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세속주의 및 민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를 중심으로 수하르또 정부의 몰락과 민주주로의 

이행 시기에 민주주의적 개혁과 경제 개혁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혁적 

아젠다를 추진했던 정당이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의존에 

의해 정당 조직이 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애당초 체계화된 절차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쟁민주당의 많은 주요한 의사결정은 메가와띠의 개인적인 

선택에 좌지우지될 때가 많다. 당내 지도부 선출 역시도 제도화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가와띠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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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도부의 주요직에도 메가와띠의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Mietzner, 2013). 이러한 투쟁민주당의 당내 정치의 

개인주의적(personalistic) 특성은 메가와띠가 구축한 광범위한 후견주의 

네트워크와 그녀의 아버지이자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의 상징인 

수까르노로부터 물려받은 카리스마적 지위에 기반하는 것이다. 
 

3. 2. 민주당(Partai Demokrat, PD) 
 

     민주당은 2004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도요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 도구(electoral vehicle)로서 창당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적인(nasionalis-religius) 정당으로서 규정한다(Mietzner, 2013). 이러한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투쟁민주당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교들 중에서 이슬람을 강조하는 이슬람 계열 정당들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설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개혁적인 정책 

아젠다 및  이미지와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와히드 정부와 메가와띠 정부에서의 지지부진함에 의해 나타난 대중적 

반발에 기반한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도하에 부패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적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4. 개혁-이슬람: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은 모두 이슬람 계열의 정당이다. 

물론 국민수권당과 국민각성당은 선거 국면에서 표의 극대화를 위해 

비이슬람계열의 인사를 충원하고 공식적으로 종교적 다원주의를 옹호하고는 

있지만, 이들 정당의 인적구성이나 핵심적인 유권자층의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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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슬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Mietzner, 2013). 번영정의당은 

따르비야(tarbiyah)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점 정당으로서 제도화되었다. 문자 

그대로는 교육이라는 뜻의 따르비야는 실질적으로는 이슬람적 의식의 

고양을 상징하며, 번영정의당은 이러한 따르비야 운동에 기반해 현대주의 

이슬람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Ambardi, 2008). 한편 이들 정당은 모두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적 정당이다.  
 

4. 1. 국민각성당(Partai Kebangkitan Bangsa, PKB) 
 

     국민각성당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약이 철폐되자 전통주의 이슬람 단체인 엔우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1998 년 6 월 창설되었다. 국민각성당은 엔우의 공식 정당이며, 와히드는 

당시 국민각성당의 최고지도자이자 엔우의 의장으로서 창당 과정을 

주도하며 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와히드의 지도하에서 

국민각성당은 수하르또 정부의 몰락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국민각성당은 메가와띠의 투쟁민주당과 같이 와히드가 

대통령이자 엔우의 의장으로서 구축한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의해 깊이 

침투되어 있다. 이에 의해 국민각성당은 와히드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적인 성향을 보인다(Hamayotsu, 2013; Tomsa, 2008). 게다가 

이러한 정당의 후견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서 엔우와의 연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 이슬람의 이익과 가치를 집약하고 대표하는 기능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4. 2. 국민수권당(Partai Amanat Nasional, PAN) 
 

     국민수권당은 라이스에 의해 1998 년 8 월 창당되었다. 국민수권당은 

인적구성이나 핵심지지층 측면에서 현대주의 이슬람 단체인 무함마디야와 

연계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계는 국민각성당과 엔우 사이의 연계처럼 

공식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은 아니다(Ambardi, 2008: 128).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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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르마시 운동의 개혁적 지도자인 라이스에 의해 지도되는 국민수권당은 

수하르또 정권의 권위주의적 유산의 청산을 주장하는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4. 3. 번영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 PKS) 
 

     번영정의당은 따르비야 운동에 기반하여 1998 년 8 월 창당되었다. 

이슬람의 가르침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하는 따르비야 운동은 1980 년대 

초반 자바의 대학들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부 자바에 위치한 국립 대학인 

반둥공과대학(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TB)이 이 운동의 시초로 

여겨진다. 이러한 따르비야 운동은 점점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며 출판, 강연,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젊고 교육받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였다. 또한 따르비야 운동은 수하르또 

권위주의 통치가 이슬람 정당과 이슬람 조직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에 

반발하였으며, 수하르또 대통령이 사임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자 

스스로를 정당으로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Ambardi, 2008: 126-127).  

  



 50 

제 3 장.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 

 
 

본 장의 목적은 엘리트 카르텔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본 장은 다당제-대통령제의 공식적 제도적 맥락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비공식적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이 와히드 정부, 메가와띠 

정부, 유도요노 정부 1 기와 2 기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온 모습을 

제시한다. 제 2 절에서는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은 제한적이며,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할 이익을 가짐을 주장한다. 제 

3 절에서는 정당 후견주의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정당 엘리트들은 

후견주의적 이익을 위해 연합에 합류함으로써 혼종적 연합을 야기하고, 

대통령은 후견주의 정당의 미약한 정당 규율로 인해 발생하는 연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과대연합을 형성하게 됨을 지적한다.  

 
 
I. 엘리트 카르텔의 반복적 형성 
 

     인도네시아는 수하르또 권위주의 정부의 몰락 이후 네 차례 정부가 

구성되는 동안 모두 혼종적인 연합의 패턴인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1999 년 의회 선거 이후에 국민협의회에서는 간선제로 와히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와히드 대통령은 이러한 선출의 대가로서 정당 

엘리트들와 정부의 권력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권력 공유의 결과로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을 초월하는 혼종적인 과대연합인 엘리트 카르텔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메가와띠 대통령 역시도 다르지 않았다. 세속주의-개혁주의 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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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민주당의 메가와띠 대통령은 이슬람주의-보수주의 정당인 통합개발당의 

하즈(Hamzah Haz)를 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 모든 주요 정당들의 

엘리트들을 내각에 등용하여 와히드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여전히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의 추구는 

빈번히 발생했고, 정치적 반대는 부재했다. 

     이와 같은 와히드와 메가와띠 정부의 권력공유에 대한 불만은 시민 

사회에서 높아져갔고, 결국 제 3, 4 차 개헌의 결과로 2004 년 대통령 

선거는 엘리트들 사이의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한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엘리트 카르텔에 가담했던 기성 정당 출신이 아닌 유도요노는 1 차 

선거에서 깔라와 정부통령 후보의 짝을 이루어 최다 득표를 달성했고, 2 차 

선거에서는 메가와띠-무자디(Hasyim Muzadi)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선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한다. 2 차 선거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정당들은 투쟁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대통령의 연합에 포섭되었던 

것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 년에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과 1 기 정부에서의 

상당한 정책적 성과를 기반으로 유도요노는 1 차 선거에서 

부디오노(Budiono)와 짝을 이루어 메가와띠-프라보오(Prabowo) 후보에 

다시 한 번 압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지만 2 기 정부에서도 투쟁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정당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부연합에 포섭되며, 

엘리트 카르텔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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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히드 정부(1999 년 ~ 2001 년) 

 
     1999 년 의회 선거의 결과로 주요 정당과 군부를 포함하는 500 석으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의회 그리고 지방대표 및 직능대표를 포함하는 

국민협의회에서는 1999 년 10 월 대통령 선거를 간선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민협의회에 의한 간접적인 대통령 선출은 당연히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사전적으로 진행된 실 협상의 결과물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 협상에서의 각 세력들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거래의 

결과로서, 와히드 후보가 373 표를 득표하여 313 표를 얻은 메가와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Slater, 2014).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의 

열기에 고조된 시민사회 그리고 메가와띠의 투쟁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왜냐하면 메가와띠가 이끄는 투쟁민주당은 

의회에서 30.6% 의석을 차지했던 제 1 당이었고 와히드의 국민각성당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협의회는 이러한 반발에 메가와띠를 부통령으로 선출한다(Ambardi, 

2008; Slater, 2014).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실 협상에서 와히드 후보는 자신의 지지를 

약속한 세력들에게 정치적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는 새롭게 구성될 그의 

정부연합에 자신을 지지해준 정당을 모두 포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출 이전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실 

협상에서 와히드 후보는 메가와띠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와 정책적 유사성과는 무관하게 골까르와 통합개발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고, 이 결과로서 정부의 권력을 이들 

세력과 공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연합은 

종교균열과 개혁균열을 가로지르는 혼종적 연합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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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목할 점은 와히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당에게 정치적 채무를 지었고 또한 메가와띠를 자신의 

부통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와히드 정부는 최소승리연합과는 정반대의 

과대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와히드 대통령의 정부연합은 

자신의 소속당인 국민각성당은 물론이거니와 투쟁민주당, 골까르, 

통합개발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 등을 포함하며, 의회에 진출한 모든 

주요 정당이 정부연합에 참가하는 무지개 연합(cabinet pelangi)18 이 되었다. 

 
2. 메가와띠 정부(2001 년 ~ 2004 년) 

 
     메가와띠 정부는 와히드 정부와는 달리 국민협의회에 의한 선출 

방식이 아니라,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로서 당시 부통령이였던 

메가와띠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와히드 대통령은 

자신의 불안정한 당파적 지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는데, 특히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그가 내각에 

포함된 정당 출신의 장관들을 적절한 협의의 절차도 없이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국민각성당 출신의 엘리트들을 포함한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임명한 것이었다(Indrayana, 2008: 171). 이러한 와히드의 무모한 개각은 

연합에 참여한 정당 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후견주의적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할 정부의 직위 및 자원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더욱이 이것은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의 정치적 교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다. 결국 정당 

엘리트들은 와히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에 대한 추긍을 시작으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탄핵시키게 된다(Indrayana, 2008: 172-177). 

                                     
18 무지개 연합이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상의 다양한 정당을 모두 아우르는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연합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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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와띠 대통령은 와히드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독단적인 접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부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하였고, 이는 다시 한 번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지어 그녀는 1999 년 당시 자신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하였던 보수적 이슬람 정당인 통합개발당의 의장 하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지하여 선출시킨다(Ambardi, 2008: 175). 이러한 통합개발당 출신의 

하즈의 부통령 선출은 메가와띠 대통령과 투쟁민주당이 세속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이익와 가치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연합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종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와히드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당을 모두 그녀의 정부연합에 끌어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무지개 연합을 형성한다.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롭게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정부는 여전히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의 

패턴인 엘리트 카르텔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3. 유도요노 정부(2004 년 ~ 2014 년) 

 
     유도요노 대통령은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띠 대통령과는 달리 3, 4 차 

개헌을 통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의회 또는 

국민협의회에서의 의석 비중이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법은 정당의 임명을 거치지 않고는 후보로 

등록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3% 이상의 의회 

내에서의 의석 또는 5% 이상의 표를 획득한 정당 또는 정당들의 연합만이 

대통령 후보를 임명할 수 있었다(Ambardi, 2008: 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주체는 의회나 국민협의회가 아니라 

유권자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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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은 부분적으로 간선제 하에서의 실적인 

정치적 거래에 의한 대통령 선출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대표의 미약함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다(Slater and Simmons,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이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2004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 차 선거에서 총 5 쌍의 후보가 

경쟁하였다. 1 차 선거에서 유도요노-깔라 후보는 최다득표인 전체 표의 33% 

를 획득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는 어떠한 후보도 1 차 

선거에서 전체득표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절반 이상의 

주(provinsi)에서 20% 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1 차 선거의 1 위 

후보와 2 위후보가 다시 2 차 선거를 치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도요노-깔라 후보는 27% 를 획득한 메가와띠-무자디 후보와의 2 차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이 선거에서 유도요노-깔라 후보는 전체 표의 61% 

를 차지하여 메가와띠-무자디 후보에게 승리한다(Ambardi, 2008: 226-236). 

     주목할 점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각을 구성할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와히드 대통령과는 달리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정치 엘리트들과 

사전적인 실적 거래를 맺을 필요도 이에 따른 정치적 채무를 반환할 

필요도 없었다. 물론 그가 2 차 선거에서 자신과 깔라에게 지지를 표명한 

정당들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19  이는 와히드 대통령의 

                                     
19 당시 2 차 선거에서  유도요노의 민주당은 번영정의당 그리고 군소 정당인 

월성당(Partai Bulan Bintang, PBB), 인도네시아 정의통합당(Partai Keadilan dan 

Persatuan Indonesia, PKPI)과 함께 시민연합(Koalisi Kerakyatan)을 형성하였다. 

한편, 메가와띠의 투쟁민주당은 골까르, 통합개발당 그리고 군소 정당인 번영평화당 
 
 
 



 56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와히드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당선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정당 엘리트들의 투표에 의해 가능했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당선의 정당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매우 엄격해진 탄핵 절차로 인해 와히드 대통령처럼 

정당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선택은 이전과 같은 과대하고 

혼종적인 연합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준 정당인 

번영정의당와 월성당 뿐만 아니라, 2 차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정당인 골까르, 국민각성당, 통합개발당, 국민수권당에게 내각의 장관직을 

배분하여 엘리트 카르텔을 다시 한 번 형성하였다. 투쟁민주당은 유도요노 

정부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도요노 정부 

1 기의 연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종적이고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한 연합인 엘리트 카르텔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유도요노 정부 1 기에서의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은 

2009 년 대통령 선거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이후에도 그대로 

발생한다. 2009 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법은 20% 이상의 

의회 내에서의 의석 또는 25% 이상의 표를 획득한 정당 또는 정당들의 

연합만이 스스로의 대통령 후보를 임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Ambardi, 

2008: 224).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당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연합형성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유도요노 

                                                                                            
(Partai Damai Sejahtera, PDS) 및 개혁항성당(Partai Bintang Reformasi, PDR) 

과 함께 국민연합(Koalisi Nasional)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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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민주당은 국민수권당, 통합개발당, 국민각성당, 번영정의당과 함께 

연합을 형성하여 유도요노-부디오노를 후보로 지명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 년 대통령 선거는 유도요노-부디오노, 메가와띠-

프라보오, 깔라-위란또 사이의 삼자구도로 치루어지게 되었다. 결과는 

유도요노-부디오노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이들 후보는 전체 표의 60.8 % 를 

차지하며 각각 26.8 %, 12.4 % 를 차지한 메가와띠-프라보오 후보, 깔라-

위란또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다. 이후 유도요노 정부는 

곧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민수권당, 통합개발당, 국민각성당, 번영정의당 뿐만 아니라 

골까르를 포함하는 과대연합을 형성한다. 주요 정당 중에서는 투쟁민주당이 

정부연합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여전희 의회의 약 76%를 차지하는 

과대연합이었고, 정부연합의 파트너들 사이의 아무런 이데올로기적 

공통점이 없는 혼종적 연합이었다. 엘리트 카르텔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의 네 번째 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형성된 것이다. 

 
 
II. 다당제-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엘리트 카르텔 
 
     지금까지는 민주주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 년의 의회 

선거 이후에 네 차례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엘리트 카르텔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다당제라는 제도적 맥락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요한 정치적 균열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과대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의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행동패턴인 엘리트 카르텔은 주요한 

행위자가 연합형성의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애당초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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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 하에서 연합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정부를 구성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 대통령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에 있어서 정당 행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연합형성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대통령의 동기과 이익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절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다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어떻게 

연합형성에 대한 이익을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는 

정당시스템을 다당제로 만들며, 이러한 분절화된 정당시스템 하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정당도 의회 내에서 과반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이러한 당파적 

권력의 결여를 보완할만한 입법적 권력을 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입법에 관련된 권한이 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한적인 당파적 권력과 입법적 권력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서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과 연합을 형성할 강력한 

이익을 제공한다.  

 
1.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의회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다. 인도네시아의 

비례대표제는 1999 년 의회 선거 이후 매 선거마다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이는 선거구의 재획정과 정당명부의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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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고, 이로 인해 분절적인 다당제 정당시스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의 소속당이 의회의 제 1 당을 

차지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은 매우 제한적이게 된다. 
 

1. 1. 와히드 정부와 메가와띠 정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99 년 대통령 선거는 국민협의회에 의한 

간선으로 실시되었다. 국민협의회는 총 700 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500 석을 의회가, 135 석을 지역대표가, 그리고 65 석을 직능대표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협의회의 구성은 어떠한 정당에게도 과반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협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국민협의회 내에서 와히드의 

소속당인 국민각성당은 오직 8.5% 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Ambardi, 

2008: 160).  
     국민협의회의 이와 같은 분절화에 의해서 1999 년 대통령 선거에서 

와히드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정당 엘리트들과의 실 협상을 

통해서 일종의 비공식적인 연합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와히드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정치적 거래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후자에 대한 장관직 배분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국민협의회 내에서의 대통령의 미약한 당파적 권력은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 

연합을 형성할 것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와히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합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소속당인 국민각성당은 의회 내에서 겨우 11%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표 5). 정책 아젠다의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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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정치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와히드 대통령은 최소한 2 개 

이상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의회로부터 과반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했다.  

 

정당 득표율(%) 의석배분율(%) 

투쟁민주당 33.7 33.1 

골까르 26 26 

국민각성당 12.6 11 

통합개발당 10.7 12.6 

국민수권당 7.1 7.4 

번영정의당 1.4 1.5 

 

표 5. 1999 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그러나 와히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자신이 놓여진 정치적 현실을 

외면한 채 의회를 자신의 정국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에는 정당 

엘리트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만다. 결정적으로 2000 년 10 월, 와히드 

대통령은 부패하였다는 이유로 통합개발당, 골까르, 투쟁민주당 출신의 장관 

세 명을 해임한다. 심지어 와히드 대통령은 이들 장관의 부패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결과로, 

통합개발당의 경우 하즈가 가지고 있었던 복지조정부 장관직을, 골까르는 

깔라가 가지고 있었던 무역산업부 장관직을 투쟁민주당의 경우 

수까르디(Sukardi Laksamana)가 가지고 있던 국영기업부 장관직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와히드 대통령은 국민각성당 출신이거나 자신의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재구성하였다(Ambardi 2008: 174-175). 결국 

와히드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의 주도하에 의회와 국민협의회를 통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1 년 7 월 탄핵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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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 이후 헌법에 따라 당시 메가와띠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물론 메가와띠 대통령의 경우 그녀의 소속당인 

투쟁민주당이 의회에서는 33.1%의 의석을, 국민협의회에서는 26.9%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단일 정당으로는 최다 의석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메가와띠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은 와히드 대통령에 비해 월등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메가와띠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 역시도 과반의 

지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메가와띠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와의 안정적인 연합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의회 및 

국민협의회에서의 지지획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의 전임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메가와띠 대통령은 와히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해체시켰던 엘리트 카르텔을 복원하였고, 와히드 대통령과는 달리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의 개각도 실시하지 않으며 정당 엘리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1. 2. 유도요노 정부 
 

     유도요노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협의회가 아니라 유권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과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소속당이 비례대표제를 통한 다당제 하에서 과반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다. 먼저 2004 년의 경우 민주당은 새롭게 

창당된 신생정당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 전체 의석의 10% 를 

차지하였다(표 6).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내에서의 지위는 대통령의 

의회로부터의 지지를 동원하기에는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정당 득표율(%) 의석배분율(%) 

골까르 21.6 23.3 

투쟁민주당 18.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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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당 8.2 10.6 

민주당 7.5 10 

국민각성당 10.6 9.5 

번영정의당 7.3 8.2 

국민수권당 7.1 7.4 

 
표 6. 2004 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2009 년의 경우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여 2009 년 의회 선거에서 26.4% 의 의석을 획득하여 제 1 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표 7). 이러한 지지율의 급등은 유도요노 정부 1 기의 

상당한 성과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 1 당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당 엘리트들과의 연계를 통해 연합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의회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정당 득표율(%) 의석배분율(%) 

민주당 20.9 26.4 

골까르 14.5 18.9 

투쟁민주당 14 16.8 

번영정의당 7.9 10.2 

국민수권당 6 8.2 

통합개발당 5.3 6.8 

국민각성당 4.9 5 
 

표 7. 2009 년 의회 선거 주요정당 득표율 및 의석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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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부연합에 참여했던 정당 엘리트들은 미약한 의회 

내에서의 당파적 권력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연합을 통해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를 동원해내려고 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난과의 인터뷰에서의 

국민수권당의 의원이었던 리(Alvin Lie)는 “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회는 

정부가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지지자가 된다. 나는 

유도요노가 의회가 정부 정책들의 지지자로서 기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다”고 진술하였다(Hanan, 2012: 191). 또한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 중 

하나인 무바록(Achmad Mubarok) 역시도 하난과의 인터뷰에서 연합이 

의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 동의하였다. 그는 “우리 정부 시스템은 사실 대통령제이지만 

관습적으로 의회와 같은 특성을 필요로한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일정한 수준으로, 의회는 정부의 아젠다를 

방해하고 중도에 대통령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의회와의 협력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Hanan, 2012: 192). 

 
2. 대통령의 입법적 권력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스로의 입법적 권력은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이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연합형성의 

동기는 더욱 강력해진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미약한 당파적 권력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대통령 스스로는 이러한 당파적 권력의 부재를 극복할만큼의 

입법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초기의 헌법 개정은 수하르또 

권위주의 정부의 막강한 행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1999 년과 2002 년 사이의 네 차례의 헌법 개정의 결과로서 행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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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로의 권력의 제도적 전환이 발생하였다(Indrayana, 2008; Scheier, 

2005).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의회를 입법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Sherlock, 2010). 이는 과거에 헌법이 입법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의회의 역할을 행정부에 의해 쓰여진 법에 

동의를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했던 것과 차별화된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통치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맥락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뻐르뿌(Peraturan Pemerintah Penganti Undang-Undang, Perpu)라 불리는 

대통령령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법률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뻐르뿌는 의회의 동의 없이 발효되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통령에 의해서 뻐르뿌가 선포된 이후 

30 일 이내에 의회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뻐르뿌의 효력은 취소된다는 사실이다(Kawamura, 2010: 

14). 실제로 유도요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동안 이러한 뻐르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Hanan, 2012: 134). 

     또한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은 예산안의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헌법 제 23 조는 매 해 

정부예산에 관련된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제안되고 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토의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예산안의 작성 그리고 제출은 대통령의 

배타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는 예산을 수정할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매 해 예산안 형성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며, 모든 

의원은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들은 행정부에 의해서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잠재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Han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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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민주주로의 이행을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정부가 구성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와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는 

어떠한 정당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과반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소속당의 지지에 기반하는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을 제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을 인도네시아 

행정부의 수반으로 지명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입법적 권력이 

의회로부터 자율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당 엘리트들과 연합을 형성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였다. 

 
 
III. 정당 후견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앞서 1 절에서는 1999 년 민주주로의 이행을 시작으로 형성된 와히드 

정부 그리고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성된 메가와띠 정부 그리고 

이후의 유도요노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온 모습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연합 형성의 동기를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혼종성과 과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매우 

특수한 연합의 패턴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절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이 어떠한 이유로 혼종적이고 과대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를 중심으로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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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의 후견주의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가 엘리트 카르텔의 혼종성과 

과대성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후견주의는 

물질적인 혜택을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정치적인 지지와 교환하는 정치적 

상호작용과 연계를 의미한다. 후견인(patron)은 고객(client)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은 그것의 대가로서 선거에서의 지지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지지를 약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견인과 고객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지속적인 관계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후견주의는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지만, 후견주의는 동시에 정당조직 내부에서의 정당 

엘리트와 당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후견주의는 정당의 

내부적 작동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Hamayotsu, 2013; Hellman, 

2011). 이와 같은 정당 내 후견주의는 정치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혜택의 

거래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후견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는 왜 엘리트 카르텔의 

반복적 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가? 먼저 비공식적 제도로서의 

후견주의는 정당 엘리트들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을 정부자원에의 접근을 

통한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의 목적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당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연합은 혼종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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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는 정당의 

응집성(cohesiveness)과 의회 내에서의 정당의 규율을 약화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합을 과대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다. 대통령은 

최소승리연합만으로는 연합의 파트너가 되는 정당들의 낮은 정당 규율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지를 확신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의 형성에 강한 이익을 가지게 된다.  

 
2. 정당의 후견주의와 연합의 혼종성 

 
     1999 년부터 반복적으로 형성된 엘리트 카르텔의 이데올로기적 

혼종성은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다음에서는 후견주의가 정당-사회 연계 

그리고 정당조직 내부에 침투함으로써 정당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에서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영향력을 말소시키기 때문에 엘리트 카르텔의 

이데올로기적 혼종성이 나타남을 주장한다(그림 2). 먼저, 후견주의의 이와 

같은 영향력을 정당-사회 연계에 초점을 두고 보여준다. 이후에는, 

후견주의가 정당조직을 통해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정당의 후견주의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와 정책과는 

무관하게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모습을 골까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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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견주의와 인도네시아의 정당조직 및 정당-사회 연계 

 
 

2. 1. 후견주의와 정당-사회 연계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있는가?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의 정당-사회 연계에 대한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사회 사이의 이데올로기적인 연계(Kitschelt, 2000)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정당과 사회의 

연계를 차단하려는 부유하는 대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정당 정치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King, 2003; Uf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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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연계는 표면적인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사회의 실질적인 연계는 후견주의적 연계에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의 선거에서 정당은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대한 호소를 통해 유권자들을 동원하기보다는 각 

후보가 운영하는 후견주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혜택을 활용한다. 

둘째로,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다양한 사회단체 사이의 연계는 미약하며 

후견주의적 네트워크에 침투되어 있다. 특히 가장 견고한 대중적 기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슬람 계열의 정당들 역시도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에서 

후견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1) 유권자 연계와 정당의 후견주의 
 

     인도네시아의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이데올로기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당들이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종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로터 지지를 이끌어냄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당들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호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한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호소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연계는 후보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Aspinall, 2014; Berenschot, 2015; Tomsa, 2008). 즉, 인도네시아에서 

정당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전략은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혜택의 제공에 있다. 

     스톡스 등(Stokes et al., 2013)은 정당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에 

호소하거나 정책에 기반하여 선거 캠패인을 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매표나 선심정책(pork-barrel policy) 등의 후견주의적 수단을 

활용한 선거 캠패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인도네시아는 후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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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위해서 그들의 정당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이들은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의 선거 캠패인을 

선택한다. 이러한 직접적 대면을 통해 유권자들 또는 유권자들의 공동체에 

후견주의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선거 캠패인은 길게는 선거가 

열리기 수 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후보자들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면서 

소규모의 시골과 도시 지역에서의 마을 모임에 참석한다(Aspinall, 2014: 

101). 
     아스피날에 따르면, 이러한 마을 모임에는 대개 적게는 십여명 많게는 

200 ~ 300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게 되고, 이러한 모임은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로부터 후견주의적 혜택을 요구하고 제공받는 기회로 

기능한다(Aspinall, 2014). 유권자들은 후보자들로부터 각종 개인적 선물과 

현금 제공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차원에서도 인프라의 투자와 마을 

전체에 대한 등의 물질적 혜택을 요구한다. 한편, 후보자들은 이러한 

후견주의적 혜택의 제공을 통해서 유권자로부터의 잠재적인 지지의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The Jakarta Post, 2014. 3. 17). 

     게다가 이러한 후견주의적 연계는 인도네시아어로 ‘tim sukses(띰 

쑥쎄스)’라 불리는 후보자 개인이 운영하는 선거 캠패인 팀에 의해 중개된다. 

띰 쑥세스는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위와 같은 완전히 대면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유권자들을 후보와 연결하는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중개인이다. 이러한 후보 개인의 선거 캠패인 팀은 아주 작은 

촌락부터 더 큰 행정단위에 걸쳐서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촌락에서 활동하는 중개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그들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을 대상으로 모집 활동의 책임을 지고 5 명에서 

50 명 사이의 유권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중개자들은 대개 후보자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인 보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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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게 되는데, 그들의 후보자가 당선이 될 경우 당선인으로부터 

조달되는 촌락에서의 개발 사업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특혜를 얻기도 

한다(Aspinall, 2014: 102-103). 

     이와 같은 후보와 유권자들 사이의 후견주의적 연계는 아무리 일부 

정당들이 상이한 종교적, 사회적 공동체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차이를 침식시킨다(Aspinall, 2014: 109). 또한 이러한 

선거에서의 후견주의적 연계에 기반하여 권력을 획득한 정당 엘리트들은 

자연스럽게 정당의 이데올로기나 정책적인 차별성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대신, 정당 엘리트들은 그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한 유권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자신의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인도네시아의 후보와 유권자 사이의 실질적인 연계는 

후견주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 방식에 의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엘리트들에게 지지자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정당 엘리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유지와 강화이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후견주의의 정당와 유권자 사이의 연계에의 침투에 의해서 정당 

엘리트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개연성은 

낮아지게 된다. 
 

(2) 사회단체 연계와 정당의 후견주의 
 

     정당은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통해서도 사회와 연계를 갖는다(Poguntke, 2002: 6).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사회단체에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종교단체에 

기반한 이슬람 정당들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상당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Ufen, 2008; Mietzner, 2013: T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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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같은 표면적인 사회단체와의 연계는 인도네시아 정당이 

사회단체와 가지는 연계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첫째, 많은 

경우 이슬람 정당과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 둘째, 

이슬람 정당과 이슬람 단체와의 관계는 단순히 제도화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의 후견주의의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세속주의 계열의 정당의 경우에서도 이들 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영향력은 극도로 미미하며 이들 단체들 역시도 정당 엘리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사회단체가 정당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은 제약된다. 

     첫째로, 이슬람 정당들의 경우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둘 사이의 연계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에 기반해 있고 

제도적인 연계는 미미하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의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는 서구의 대중정당(mass party)의 사회단체와의 연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서구의 많은 노동정당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 

출신의 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조직을 구축하여 광범위하고 위계적으로 

조직된 제도적 절차에 의사결정을 기반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의 

중앙당의 지도부에 의사결정이 집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대중정당의 의사결정은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규정되며, 개인 지도자의 

임의적 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과 이슬람 사회단체와의 연계는 

이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국민수권당의 경우 현대주의 이슬람 

단체 무함마디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국민수권당의 

지도자인 라이스의 무함마디야의 전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통한 개인적 

연계의 성격이 짙으며, 국민수권당과 무함마디야 사이의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연계는 미약하다(Ambardi, 2008: 128). 또한 통합개발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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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이슬람 단체들이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후견주의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상호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단체들은 전국 수준과 지방 수준을 아우르는 수직적인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부와 당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고 주요한 

직위의 채용과 승진을 위한 경쟁을 일삼는다(Hamayotsu, 2013: 135). 

     국민각성당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와히드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애당초 창당 자체가 와히드의 사택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이러한 측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특히 정당의 

지도부에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이 등용되었다(Bush, 2009). 

또한 와히드는 대통령 재임기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내 내분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국민각성당은 엔우의 공식적인 정당이었지만 와히드의 권위주의적인 당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전통주의 이슬람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정당과 관련된 이슬람 단체와의 연계는 

후자가 전자의 정치적 목적에 포섭(cooptation)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단체는 교육, 구빈, 재난 구호와 같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선 

활동들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선활동의 본래의 종교적 이상(Hefner, 

2013)은 이슬람 정당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번영정의당은 이슬람 자선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재난 

구호나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서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젊은 지지층의 주도 하에 번영정의당은 다양한 이슬람 단체를과 연계를 

맺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이슬람 지지층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려 하였던 것이다(Latief, 2013).  

     그러나 번영정의당과 관련 이슬람 자선단체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은 

둘 사이의 연계가 탈법적인 후견주의에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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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초 번영정의당과 이와 연계된 이슬람 자선단체는 자선활동과 

관련된 물자를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다. 당시 

법정조사에서는 번영정의당과 연계된 이슬람 자선단체들(PKPU, Rumah 

Zakat)이 번영정의당를 통하여 농림부로부터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허가를 

편법적으로 얻어낸 것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특혜를 통해 수입한 호주산 

소고기로 꾸르반20 을 만들어 이를 자선활동에 사용하였다. 당시 많은 수의 

번영정의당 엘리트들이 농림부에 주요직에 포진하여 정당과 관료집단 

사이의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고, 이러한 정당 엘리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는 자선활동에 필요한 물자 조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자선단체들을 포섭한 것이다(Latief, 2013: 348-350). 이와 같은 

이슬람 단체들의 탈법적 자선활동은 이슬람 신자, 이슬람 자선단체, 이슬람 

정당을 관통하는 후견주의적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골까르와 같은 세속주의 계열의 정당의 경우, 관련된 

사회단체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하고 이들 사회단체는 정당 엘리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골까르가 

수까르노 정권 하에서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질 당시에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노동자연맹(Serikat Organisasi Karyawan Socialis Indonesia, 

SOKSI), 상부상조협동조합(Koperasi Serba-guna Gotong Royong, 

KOSGORO), 상부상조가족협의체(Musyawarat Kekeluargaan Gotong 

Royong, MKGR)는 골까르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사회단체였다. 하지만 

수하르또 대통령이 골까르를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로 삼고자 자율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들 단체들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수드하르모노(Sudharmono)가 골까르의 의장으로 

                                     
20 이슬람의 종교의식인 이드 알 아드하(‘Īd al- Aḍḥā, ‘희생제’)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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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할 당시(1983 년 ~ 1988 년), 중앙화된 명령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단체들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특히 과거의 이들 단체를 단위로 

하였던 당원 모집 방식이 폐지되면서, 이들 단체의 자율적인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Tomsa, 2008: 38).  

     오늘날에도 이들 단체는 스스로는 사실상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까르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특히 2003 년 골까르의 

전당대회에서의 이들 단체의 역할은 이들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골까르의 전당대회에서 총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547 명의 

투표인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상부상조협동조합, 상부상조가족협의체를 포함한 골까르 관련 총 8 개의 

단체21 에게 배정된 표는 총 8 표에 불과했다(Tomsa, 2008: 51).  

     나아가 이들 단체의 미미한 영향력보다도 더욱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골까르 관련 사회단체들이 골까르 엘리트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있는 

골까르의 엘리트들은 이러한 당과 연계된 사회단체들을 거점으로 삼아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장하고자 한다(Tomsa, 2008: 209).  

     요컨대, 인도네시아의 정당-사회 연계는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유지와 

강화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당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층의 이데올로기적 선호를 집약하고 대표하기보다는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파벌들의 이익 추구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그리고 이는 정당의 

연합형성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후견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도록 방치한다. 
 

                                     
21 SOKSI, KOSGORO, MKGR, AMPPI, HWK, MDI, Al-Hidayah, Satkar Ul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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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후견주의와 정당 조직 
 

     후견주의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사회 연계에 침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에도 침투되어 있다. 비공식적인 제도로서 후견주의는 

물질적 혜택의 제공과 정치적 지지 사이의 교환의 매커니즘에 정당 엘리트 

및 일반 당원들의 기대와 행동을 종속시킨다. 다음에서는 상호연관된 두 

영역에서 후견주의가 정당조직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첫째로, 

후견주의가 중앙당 조직에 침투하여 당헌당규 및 인적 구성 등에 관련된 

정당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무효화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광범위한 

지구당 조직이 동원되는 전당대회가 후견주의에 침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어떻게 전당대회가 정당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의 논리에 종속되는지를 

보여준다.  
 

(1) 후견주의와 중앙당 조직 
 

     인도네시아 정당에서 후견주의는 비공식적인 제도로서 정당의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 

정당의 공식적인 헌법과 강령의 공식적인 규칙으로서의 역할은 후견주의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앞에 무력하다. 인도네시아의 정당에서는 정당의 헌법과 

강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의 정치적 야망과 물질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무시되거나 

임의적으로 해석된다. 정당의 헌법과 강령이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정당의 기본적인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식적인 규칙은 인도네시아 정당 

엘리트들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후견주의에 의해서 정당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먼저,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후견주의가 지배적인 정당의 지도부 구성은 와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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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와띠와 같이 후견주의 네트워크와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기반하는 

엘리트들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에 좌지우지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각성당의 경우 와히드는 당의 두 가지 최고의사결정 조직인 

자문위원회(Dewan Syuro)와 중앙위원회(Dewan Tanfidz)의 의장에 자신 

스스로와 자신의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임명해왔다. 게다가 국민각성당은 

지도부 구성에 관련된 효력있는 규칙을 결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서 당내의 파벌주의와 분열은 악화되었다(Hamayotsu, 

2013). 
     관련하여, 후견주의는 또한 정당 인재의 채용과 승진에 관련된 공식적 

규칙을 무력화한다. 인도네시아 정당의 경우 이러한 규칙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채용과 승진을 결정하지 

못한다. 인도네시아 정당에서의 채용과 승진은 정당의 이데올로기 및 

정책과의 부합성, 정당 하위지부에서의 경력, 업무적 자질 등이 아니라 

후견주의적 파벌을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와의 개인적 유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2) 후견주의와 지구당 조직 및 전당대회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광범위한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정당조직의 위계의 가장 아래에는 도당과 시당 아래에 존재하는 

아낙짜방(anak cabang)과 란띵(ranting)이라 불리는 하위지부가 

존재한다(Mietzner, 2013: 123). 모든 정당이 이러한 수준의 하위지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골까르와 투쟁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이러한 

하위지부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지구당을 가지고 있다. 골까르의 

경우 2004 년 의회선거를 기준으로 30 개의 도당과, 374 개의 시당 그리고 

3936 개의 하위지부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구당 조직의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Tomsa, 2008: 41). 다른 대부분의 정당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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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의회선거를 앞두고 스스로가 400 여개의 시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Tomsa, 2008: 153).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통계는 지구당 조직의 실질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다층적인 지구당 조직들은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Fealy, 2001), 실질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정당의 활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구당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의회나 공공시설 또는 정당 

간부들의 사택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Mietzner, 2013: 123). 따라서 

지구당과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후견주의에 침투된 지구당 조직이 정당의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고 정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전당대회에서 주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문위원회와 

중앙지도부의 22  의장 선출에서의 구체적인 투표권의 배분은 정당마다 

그리고 매 선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당과 시당은 

중앙당에 비해 상당히 많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22 모든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은 자문위원회(Dewan Syuro)와 중앙위원회(Dewan 

Tanfidz)를  정당 운영의 핵심적인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이 두 조직은 모두 도당과 

시당의 대표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정당 내 기구들의 대표의 투표에 의해서 구성된다. 자

문위원회와 중앙지도부의 권위는 정당들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 

번영정의당, 국민각성당의 경우 자문위원회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정당들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장이 중앙지도부에 대해 전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반면에 투쟁민주당, 골까르, 통합개발당, 그리고 2008 년 이후의 국민각성당의 경우 중

앙지도부가 핵심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권력의 핵심이 자문위원회에

 있는지 중앙지도부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정당 지도자의 권위가 비공식적인 권력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권력의 기반은 가문의 전통, 개인의 카리스마, 대중적 인기, 

정부 자원에 대한 접근, 개인의 경제력 등에 있다(Mietzner, 2013: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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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지부들은 시당의 장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당의 주요한 

인적, 입법적 사안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Tomsa, 2008: 120-123).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야망있는 엘리트들은 지구당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한편 

지구당은 일회적인 물품이나 현금의 제공보다는 정부와 정당의 직책이나 

인허가 및 개발 사업 등을 약속할 때 중앙당의 정당 엘리트들에게 더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내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후견주의는 

중앙당과 지구당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지배한다(Mietzner, 2013). 

     더욱 주목할 점은 지구당 조직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당 엘리트들에게, 정부연합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부자원에 대한 접근을 

얻어내는 것은 전당대회에서의 승리와 앞으로의 정치적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정부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광범위한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엘리트에게 정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강력한 권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순환적 매커니즘에 

의해서 정당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은 후견주의적 이익추구에 종속되게 

되며, 이로써 나타나는 연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종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3. 정당 후견주의와 혼종적 연합의 형성 
 

     지금부터는 후견주의의 정당-사회 연계 그리고 정당조직에의 침투에 

의해서 정당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이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유지와 강화의 논리에 종속되는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2004 년 골까르의 사례는 정부 자원에의 접근을 통해 당 

내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후견주의적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정당의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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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4 년과 2009 년 사이의 유도요노 정부연합에  

골까르가 합류한 것은 이데올로기와 정책적인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개혁적인 아젠다를 대변하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구체제의 

옹호자인 골까르는 개혁균열을 축으로 서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2004 년의 골까르의 연합형성 과정은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정당의 지도부가 구성되고, 다시 지배적인 

정당 엘리트에 의해 연합형성의 의사결정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골까르의 사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엘리트 카르텔의 이데올로기적 

혼종성이 근본적으로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에 의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04 년 대통령 선거는 다섯 쌍의 정부통령 후보가 대결한 1 차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1 차 선거에서 

최다표를 획득한 유도요노(민주당)-깔라(골까르) 후보와 

메가와띠(투쟁민주당)-무자디(엔우) 후보 사이의 2 차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골까르의 의장인 탄중은 2 차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메가와띠 후보의 재선을 지지하며 투쟁민주당의 선거연합인 

국민연합(Koalisi Nasional)에 합류한다. 탄중은 2004 년 8 월 골까르의 

전국지도부회의에서 도당 대표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며, 메가와띠 

대통령의 선거 연합에의 합류에 대한 지지를 획득한다(Tomsa, 2008: 56).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골까르의 공식적인 선거연합에의 합류에도 

불구하고, 골까르 내부에서는 유도요노-깔라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골까르 출신인 깔라가 부통령 

후보로서 유도요노 후보와 러닝매이트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골까르 내부의 상당한 규모의 세력이 유도요노-깔라가 당선될 경우 

부통령으로서 막대한 정부자원을 동원해 낼 수 있는 깔라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Tomsa, 2008: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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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목할 점은 골까르가 공식적으로 메가와띠의 선거연합에 

참여했지만 탄중은 그것을 당내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깔라의 후견주의적 파벌이 공식적인 당의 노선을 거부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전국적인 수준에서 파미(Fahmi Idris)와 

다루스만(Darusman)은 골까르 개혁포럼(Forum Pembaruan Partai 

Golkar)이라는 이름을 걸고 당의 연합 노선을 거부하고 지구당의 간부들로 

하여금 깔라를 지지하도록 독려하였다(Tomsa, 2008: 57). 이들은 탄중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과 권위주의적인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었고, 골까르가 당의 공식적인 지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의 오랜 

간부였던 깔라를 지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탄중과 깔라를 중심으로하는 골까르 내부의 파벌간의 분열은 

2 차 대통령 선거가 열릴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결국 2 차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도요도-깔라 정부통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 물론 골까르가 

유도요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즉각적으로 연합에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유도요노와 러닝 매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에 당선된 

깔라가 아직 골까르 내에서 리더십을 장악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유도요노 정부의 초기에 아직 탄중의 지도 하에 있었던 골까르는 오히려 

유도요도 정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었다(Tomsa, 2008: 153).  

     하지만 깔라의 부통령 당선은 곧 있을 골까르 내부의 파벌간의 

권력균형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골까르의 연합 노선의 

변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골까르 내에서 이미 깔라는 상당한 규모의 

후견주의적 파벌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는 부통령 당선을 통해서 많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간부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깔라의 탄중에 대한 우세는 이데올로기나 정책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의 

남자”(Liddle, 2005: 333)로서 엄청난 정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깔라는 핵심적인 정당 엘리트들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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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총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골까르는 

즉각적으로 유도요노의 정부연합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Tomsa, 

2008). 
     이와 같은 2004 년 골까르의 연합형성의 과정은 인도네시아 정당의 

연합형성의 결정에서 정부와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책적 유사성이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정당 내부의 엘리트들 사이의 

후견주의적 정치가 정당의 정부연합에의 합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골까르의 사례는 앞에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정당 후견주의로 인해 이데올로기와 정책적인 유사성을 결여한 혼종적인 

연합이 등장하게 됨을 보여준다.  
 

3. 정당 후견주의와 연합의 과대성 
 

     앞서 2 절(II. 다당제-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의 주요한 행위자인 대통령에 주목하였다.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당파적 권력과 

입법적 권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할 동기를 

가진다. 실제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이후의 모든 정권에서 어떠한 

대통령의 소속당도 과반 이상의 지위를 획득한 적은 없었고, 와히드 정부 

시기와 유도요노 정부 1 기 시기에는 의회에서의 제 1 당의 지위도 가지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게 연합형성의 동기는 강력한 것이며, 

엘리트 카르텔은 이와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연합형성의 시도가 없이는 

애당초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효과적인 정치적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과대연합의 성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대연합은 와히드 정부, 메가와띠 정부, 유도요노 정부 1 기와 2 기를 

거치며 15 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형성되었다. 최소승리연합의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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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연합의 형성은 의회 내에서의 정당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연합은 

그 규모가 의회 내에서의 승리의 문턱(threshold)를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추가적인 파트너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Riker, 1962).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최소승리연합이 아닌 과대연합을 

형성해왔는가?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에 의한 과대연합의 형성이 의회 내의 

정당들의 미약한 정당 규율에 기인하며 이러한 정당 규율의 미약함은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에 의해 발생함을 지적한다. 

후견주의에 의해 깊게 침투된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은 거의 모든 경우 

후견주의적 혜택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파벌주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후견주의적 파벌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정당의 정책 노선은 

불분명해지고 개별 의원들의 의회 내에서의 행동은 정당 지도부에 의해 

규율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이러한 미약한 정당 규율에 의해서 단순한 최소승리연합의 

형성만으로는 항시적으로 의회로부터의 지지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지의 불안정성은 정책 아젠다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통치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수의 연합 파트너를 정부연합 내로 포섭하여 연합 파트너들의 잠재적인 

무관심, 배신,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1. 후견주의적 파벌과 정당 규율 
 

     앞서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듯이 후견주의에 침투된 인도네시아의 정당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은 정부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후견주의적 혜택을 

두고 파벌을 형성하여 상호경쟁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그리고 당헌당규를 포함하는 당의 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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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들은 매우 미약한 영향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정당의 

조직적 응집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후견주의적 파벌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 이미 미약한 정당의 응집성은 정부의 공직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악화된다(Hamayotsu, 2013). 

     파벌주의에 의한 정당의 조직적 응집성 약화의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Panebianco, 1988; Türsan, 1995). 

특히 벨러와 벨로니는 파벌이 특정한 정치적 이슈나 개인주의 또는 

후견주의의 결과로서 나타날 때 조직성이 약하고 대개 단명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확히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적 

파벌에 부합한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당에서 제도화된 

파벌(institutionalized faction)은 부재하다. 벨러와 벨로니가 지적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적 파벌은 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식적인 

조직과 절차를 결여하며 조직적 응집성이 취약하다. 
23  

     예를 들어, 국민각성당은 당의 창당인이자 당에 대해 전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와히드에 의해 초기에는 비교적 응집적으로 

                                     
23 벨러와 벨로니(Bellor and Belloni, 1978)는 파벌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패거리(cliques and tendencies)는 구성원이 불분명하고 위계적 조직 및 질서가 

부재하며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개인적 파벌 또는 후견집단 파벌(personal, client-group factions)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수준의 위계적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파벌은 혈연과 지역에 기반하거나 후견주의에 기반한다. 셋째, 제도화된 파벌 

(institutionalized factions)은 발달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공식적 

절차에 기반한다. 또한 회원의 경계, 지도부의 구성, 각종 절차 등이 하나의 기업과 유사

하다.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적 파벌은 벨러와 벨로니가 제시한 두 번째 유형과 흡사하

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이상형(ideal type)으로서 인도네시아의 후견주의

적 파벌은 첫번째 유형과 세번째 유형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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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되었으나, 와히드의 노화에 따른 후임자 선정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심각한 내분을 겪게 되었다. 2004 년과 2005 년 사이에는 사이풀라(Syfullah) 

파벌과의 갈등으로 당권을 두고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고,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은 몇몇 지구당의 폐쇄로 이어지는 내홍을 낳았다. 

또한 2008 년 2009 년 사이에도 와히드 파벌은 이스칸다르(Muhaimin 

Iskandar) 파벌과 사법부까지 가는 당권 경쟁을 하였고, 이 경우에는 

심지어 경쟁에서 린 와히드 파벌이 2009 년 의회 선거에서 국민각성당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기까지 하였다(Hamayotsu, 2013; 

Mietzner 2013; Tomsa, 2008). 
     통합개발당의 경우도 권위주의 시기부터 조직적 응집성이 낮고 정당 

내에서 엘리트들 사이의 파벌주의가 횡행하였다. 통합개발당은 엔우, 이슬람 

교육운동연합, 인도네시아 이슬람연합, 인도네시아 무슬림당을 포함하는 

다양한 세력이 수하르또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통합개발당이라는 정당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하르또 정부 시기부터 

자신들의 편협한 이익에 따라서 파벌적 경쟁을 일삼았고 이러한 경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통합개발당 내에서 다양한 

이슬람 계열의 파벌들은 여전히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전국수준과 

지역수준에서 모두 유지하며 파벌적 경쟁을 지속하였고, 정당의 지도부는 

정당 전체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Hamayotsu, 2013).  

     나아가, 이러한 정당조직의 분열은 중앙당의 당권을 둘러싼 

후견주의적 파벌들 사이의 경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정당들은 중앙당, 정부 내의 정당, 의회 내의 정당 사이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특히 중앙당의 지도부는 의회 내에 

정당(parliamentary wing)을 통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이는 

중앙당의 정당 엘리트들의 관심이 자신이 이끄는 후견주의적 파벌을 

유지하기 위해 파벌 내의 당원들에게 통제력을 부과하는 것에 집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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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중앙당의 정당 엘리트들은 그들 정당의 의원들이 정당의 

공식적인 정책 노선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 정당 의원들은 그들의 의사를 정당 지도부를 

고려하지 않고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Sherlock, 2010).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원의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그들이 속한 정당인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정당 노선에 따라서 해당 정당의 의원들이 

행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중앙당의 지도부가 그들의 당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결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 의회법은 분명히 정당의 

지도부에 그들의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herlock, 

2010). 문제는 이러한 권한이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소속당의 정책 

노선을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정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의원들이 해임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생활의 문제, 부패의 문제 등의 사적인 문제들에 의한 

것이었다(Djadijono, 2007). 즉, 의회의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규율을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2. 대통령과 연합정당의 정당 규율 
 

     벨러와 벨로니는 파벌주의의 영향력은 비단 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시스템과 정치시스템 전체에 이르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연합정부의 경우를 언급하며, 의회의 다수를 한 정당이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파벌주의는 정부의 불안정성과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파벌주의에 대해서는 “과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파벌의 지지 철회로 인해서 정부의 과반은 언제나 붕괴의 위협에 놓이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Beller and Belloni, 1978: 442).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승리연합은 연합 내의 개별 정당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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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실패로 인해서 언제든지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 추진에 대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라일레 등(Raile et al., 2011)은 연합형성에 관련된 전통적인 

모델은 의원내각제에서의 연합형성의 이론으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보다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당들이 취약하고 덜 규율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투표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계속해서 그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충섬심과 규율의 

부재로 인해서 최소승리연합이 계속해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내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Raile et al., 2011). 따라서 대통령은 

매표에 취약하지 않고 연합 내 정당이 스스로를 “지랫데”로 여기지 않는 

과대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Groseclose 

and Snyder, 1996). 
     물론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당이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정당보다 항상 

덜 제도화되어 있고 정당 규율이 더 미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통령제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고 정당 규율 역시도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정당 내에서 후견주의적 파벌들은 정부자원에 접근하여 

후견주의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당의 

정책적 일관성이나 의회 내에서의 정당의 응집적인 행동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이 형성한 과대연합 내에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연합 내의 정당을 일관적이지 못한 지지의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도요노 대통령의 두 번의 임기 동안 

골까르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부연합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도요노 정부연합의 정책 아젠다에 대해 반발하고 

정부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위협을 가하였다. 2009 년에 유도요노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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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은행 센츄리 뱅크(Century Bank)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골까르와 번영정의당은 정부연합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다(Hanan, 2012: 229).  

     요컨대, 후견주의에 침투된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 후견주의적 파벌들은 중앙당의 권력을 두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 노선을 개발하거나 이것을 

의회를 통해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이들과 

소속당의 의원들 사이의 정책 노선에 대한 조정은 미약하다. 엘리트 

카르텔과 관련하여 이러한 후견주의적 정당의 낮은 응집성과 규율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형성한 연합이 응집적이고 

못하고 규율되지 못한 정당의 무관심, 배신, 공격에 취약하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소승리연합이 아닌 과대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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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 
 
 
     지금까지 제 3장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으로 와히드, 

메가와띠, 유도요노 1기, 유도요노 2기의 네 차례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반복적으로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이 다당제-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연합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의 후견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연합의 혼종성과 과대성의 

산물임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형성하였던 연합이 정당의 후견주의에 의해서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인 엘리트 카르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만큼이나 주목해야할 점은 

엘리트 카르텔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2004년을 기점으로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은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2004년 이후의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대통령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증가된 권력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서 엘리트 카르텔을 지지동원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권력의 증가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헌법 개정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가미된 준대통령제에서 더 전통적인 

형태의 대통령제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변화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의 과정 모두에서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엘리트 카르텔은 여전히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이며, 카르텔 

내부에서의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추구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정당 엘리트들의 주도적 인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에 압도되어 개혁적인 조치를 포함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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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잃었던 반면, 2004년 이후에는 이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는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의 보상으로서 반응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유도요노 정권 1기와 2기 동안 대통령은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엘리트 카르텔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정책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줄 수 있었다. 

     본 장은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제 1절에서는 2004년 이전의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고 이는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와 정책 아젠다 추진의 실패로 이어졌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엘리트 카르텔이 

정책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제 2절에서는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내부적 성격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엘리트 카르텔이 배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권력구조의 제도적 변화에 기인함을 밝힌다. 즉, 

준대통령제에서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의해서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은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정책 아젠다 추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 

3절에서는 2004년 이후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위해 동원하는 과정에서 내각의 운영(cabinet management)이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2003년 메가와띠 

정부와 2012년 유도요노 정부에서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의 추진과정의 

비교를 통해,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 나갔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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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익배분형 카르텔과 정책지향형 카르텔 
 
     앞서 제 3 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다당제-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맥락 하에서 의회의 지지 없이는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의 소속당이 과반은 

물론이거니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이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주요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연합형성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형성한 연합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으려면, 연합의 파트너인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주도권을 

결여할 경우, 엘리트 카르텔은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에 취약하게 된다. 반면 대통령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이니셔티브에 반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불운하게도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띠 대통령 시기에 형성된 연합의 

경우,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이익배분형 

카르텔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배분형 카르텔에 의해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는 좀처럼 추진되기 어려웠다.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방법을 취하였다. 와히드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실질적 주도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당 엘리트들을 

배제하는 독단적인 접근을 택하였고(Aspinall and Fealy, 2010; Indray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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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반대로 메가와띠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특별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와히드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헌법상 스스로가 전통적인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과 같은 위상과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와히드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당선부터가 

정당 엘리트들과의 협상을 대가로 얻어진 정치적 교환물이었다. 따라서 

내각직의 부여와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정부 자원에의 접근 그리고 

궁극적으로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당 

엘리트들은 얼마든지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도전적인 접근과 이에 동반되는 

반목은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와히드 대통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아체(Aceh)와 파푸아(Papua)에서의 평화협상 역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아체와 파푸아 지방에 대한 특별 자치법은 와히드가 탄핵된 

직후 메가와띠 정부에서 완성되었고 이를 위한 협상의 과정은 그의 임기 

동안에 발생한 것이지만, 이는 와히드 대통령보다는 의회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사안이었다. 게다가 의회와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의 부재 속에서, 

와히드는 대통령령으로 2001 년 4 월 아체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Aspinall and Fealy, 2005: 124-125).  

     메가와띠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와히드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메가와띠 대통령은 와히드 대통령과 같이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메가와띠 대통령의 접근은 그녀의 

임기를 의회로부터의 별다른 도전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 대가는 

작지 않았다. 메가와띠 대통령이 선택한 접근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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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자신의 위상의 위태로움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에 가까웠다(Kawamura, 2010: 43).  

     물론 약 3 년 동안의 메가와띠 대통령의 임기(2001 년 7 월 ~  

2004 년 10 월) 동안 헌법 개정, 반부패 기구(Komisi Pemberantasan 

Korupsi, KPK)의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메가와띠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개혁을 주도한 

것은 의회였다. 또한 메가와띠 대통령은 보수적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수용한 나머지 수하르또 정권에 충성하였던 인물들과 호전적인 

군인들을 정부의 핵심직에 두루 임명하였다. 특히, 그녀가 수하르또 정권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민주당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축출되었을 때 24  그녀의 

지지자들을 군사력으로 진압하였던 당시 자카르타 군사령관 

수띠요소(Sutiyoso)를 자카르타의 주지사로 임명한 것은 개혁적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Aspinall and Fealy, 2010: 125-127). 

     또한 메가와띠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제안에 따라서 균형재정을 

위해서 연료, 통신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야 했지만, 이 정책은 

대중적인 반발을 등에 엎은 정당들의 반발로 실질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Derichs, 2013: 279). 그리고 반부패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부패는 

감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아체에서의 특별 자치법은 통과되었지만 이후에도 

무력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일부는 이러한 아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실패를 두고 “개혁의 상징적 죽음(Symbolic Death of Reform)”이라 

칭하기도 하였다(Kipp, 2004: 67). 2004 년 의회 선거에서 투쟁민주당의 

처참한 패배 그리고 최초의 대통령 직선이었던 2004 년 선거에서의 

유도요노 후보에게의 패배는 메가와띠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24 수하르또 정부 시기에 창당된 인도네시아 민주당은 메가와띠가 이끄는 

투쟁민주당의 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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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분노를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4 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유도요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의 임기 동안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한 지지 

동원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당선을 위해 내각직의 배분이라는 정치적 채무를 약속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그의 임기부터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정당 엘리트들은 와히드 대통령 시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손쉽게 유도요노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우세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내각의 

운영을 주도하며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로부터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와히드 정부와 메가와띠 정부 때와는 

달리 의회와의 긴 한 공조하에 아체 자치주 설치와 평화 실행안을 담은 

헬싱키 협정(Helsinki MoU) 서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임기동안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Fealy, 2015: 35).  

     물론 유도요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이 정부의 직위와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통해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행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도요노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이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내각의 직위 그리고 이를 통한 정부 자원에의 

접근이 정당 엘리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존립이 걸려있을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에는 정부의 주요 직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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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에 대한 배신에는 개각을 통해 내각직을 박탈하는 등,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Hanan, 

2012: 235). 
 

 

II.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 
 

     1999년 민주주로의 이행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연합의 형성과 운영은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비공식적인 제도에 기반해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권력구조의 제도적 맥락에 배태되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구조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권력구조의 변화는 특히 2001년 제 3차 개헌 

그리고 2002년의 제 4차 개헌에 의해서 제도화되었다. 엘리트 카르텔과 

관련해 당시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의 핵심에는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는 

기존에 국민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대통령 간선제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 직선제로의 변화이다. 

기존의 국민협의회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3, 4차 개헌 이전의 인도네시아는 

준대통령제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사실이다. 3, 4차 개헌 이전의 탄핵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불신임(non-

confidence)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 간선제와 함께 당시 

인도네시아의 준대통령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두 가지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가지는 권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나아가 이것이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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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내부의 성격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강화된 권력에 기반하여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직선제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은 3, 4 차 

개헌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먼저 제 3 차 개헌의 일부로서 국민협의회는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을 승인한다. 국민협의회는 대통령 후보가 전체 

득표의 50% 이상을 획득하고 절반 이상의 도에서 20% 이상의 표를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됨을 규정하였다(Ambardi, 2008: 224).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협의회 내 정당들은 둘로 의견이 갈렸다. 

투쟁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영은 최다득표를 한 1, 2 위 후보 사이에서 

국민협의회가 당선자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골까르를 포함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협의회에 의한 간선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두 후보를 

두고 유권자들이 2 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Indrayana, 2008: 

187). 
     투쟁민주당의 입장은 제 3 차 개헌 논의 당시 얼마나 남지 않았던 

2004 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투쟁민주당은 만약에 골까르의 

주장대로 2 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었던 메가와띠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1999 년 의회 선거의 

결과에서 따라서 투쟁민주당은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국민협의회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1 차 선거 이후에는 국민협의회를 통한 선출을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골까르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2004 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 골까르는 인도네시아 정당들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된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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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할 수 있는 세력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골까르는 2 차 

투표가 직선으로 다시 한 번 실시될 때 그들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였던 것이다(Indrayana, 2008: 187).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제 3 차 개헌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 4 차 

개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여전히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 대통령이 

2004 년의 제 1 차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국민협의회 의원들과의 거래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옹호하는 것은 투쟁민주당 

뿐이었고, 결국에 투쟁민주당 역시도 유권자들이 직접 2 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다. 결국 이는 국민협의회 내에서 만장일치의 표결로 

결정되었다(Indrayana, 2008: 233).  

     한편 3, 4차 개헌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후보의 임명이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선거에는 의회에서의 3% 이상의 의석 또는 의회선거의 전체 표의 

5% 이상의 표를 획득한 정당 또는 정당들의 연합만이 대통령 후보를 

임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정당에 기반하지 않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법은 2009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임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회에서의 

15% 이상의 의석 또는 의회선거의 전체 표의 20% 이상의 표를 획득한 

정당 또는 정당들의 연합만이 대통령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Ambardi, 2008: 224). 

     이와 같은 대통령 선거법의 규정은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정당의 권한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게 하였다. 여전히 정당들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3, 4차 개헌 이전에 국민협의회의 정당 엘리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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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사이의 실 협상을 통해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이다. 정당이 후보 지명 또는 후보 지명을 둘러싼 

연합형성의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대통령의 당선을 결정짓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선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이 단순히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을 분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내의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서 국민협의회 내에서 정당 엘리트들과 실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연합 형성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정치적 채무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2004 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당선 이후의 연합의 형성 과정은 1999 년 

와히드 대통령의 연합의 형성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와히드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소속당인 국민각성당이 국민협의회의 

695 석 중 8.5% 에 해당하는 57 석 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약한 

국민협의회 내의 소속당의 권력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다수의 정당들과 

선거 이전의 사전적 협상을 진행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골까르와 

통합개발당 등의 정당 엘리트들은 와히드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해주는 것의 대가로 당선 이후에 내각 구성에서의 권력배분을 약속 

받았다(Slater, 2014). 쉽게 말해 와히드 후보의 대통령직은 다른 정당들의 

장관직과의 거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내각의 구성은 

대통령의 배타적인 권한이었지만, 실제로 와히드 대통령이 당선 이후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발휘할 수 있었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채무를 보상하기 위해 와히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정당에게 내각직을 골고루 배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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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타난 내각은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2004 년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10% 

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와히드 대통령과 유사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위해서 정당 

엘리트들과의 사전적인 정치적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당락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의 파급력은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유도요노 대통령의 

위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도 

내각을 구성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지지의 획득을 위해 연합을 형성하되, 

연합의 구성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내각직을 배분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정당 엘리트들은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내각직을 배분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2. 탄핵 절차의 변경 
 

     제 3 차 개헌은 대통령의 직선제 외에도 탄핵 절차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제 3 차 개헌 이후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전의 탄핵 절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엄격한 것이었다(표 8). 첫째, 새로운 탄핵 

절차에는 탄핵의 사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제 7 조 

1 항은 ‘대통령이 반역, 부패, 뇌물수수, 중대한 범죄적 행위, 비도덕적 탈선 

등의 행위로 국가의 법을 어겼거나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함이 증명되었을 때’ 의회의 제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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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협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Indrayana, 2008: 

333). 제 3 차 개헌 이전에는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복수의 국민협의회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Indrayana, 2008: 173). 

     둘째,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의회는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야만 한다. 개정된 헌법 제 7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제안에 의해 탄핵이 정당한지에 대해 ‘조사하고, 

재판하고, 의회의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Indrayana, 2008: 333-335).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역할은 사법부의 심의과정을 탄핵 절차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에서의 정당 

엘리트들의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탄핵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셋째, 탄핵 절차에 요구되는 표결 절차가 엄격해졌다. 제 3차 개헌 

이전에 요구되었던 표결 기준은 국민협의회에서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불과했다. 반면 변경된 표결 절차는 의회와 국민협의회를 모두 거쳐야 할 

뿐만 표결의 기준도 상향조정되었다. 먼저 의회에서 총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한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다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승인한다는 전제하에 국민협의회에서의 표결이 실시된다. 국민협의회의 

표결에서는 총원의 3/4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다시 참석한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Kawamura, 2010).  

     요컨대, 제 3 차 개헌을 통해 변경된 탄핵 절차는 극도로 엄격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확률은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정당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정당 엘리트들은 2004 년 이전의 시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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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다. 

하난의 인터뷰에 의하면, 번영정의당의 의원인 라마트(Andi Rahmat)는 

“정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의 

이익이 그것을 위해 드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다. 우리의 

비용 편익 분석은 임기 중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Hanan, 2012: 

225). 

 

 
제 3 차 개헌 이전 제 3 차 개헌 이후 

탄핵 

사유 

국민협의회의 다수의 법령에 근거 

조항 있으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음 
헌법에 명시(제 7 조) 

사법부 

역할 
사법부의 개입 없음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의 절차 포함 

표결 

절차 
국민협의회에서 단순 다수의 표결 

의회와 국민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절대 다수의 표결 

 

표 8. 제 3 차 개헌 이전과 이후의 대통령 탄핵 절차 

 

     이러한 탄핵 절차의 변경과 관련해서 꼭 주목할 점은 탄핵이 

실질적으로 극도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대통령이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가지는 권력이 다시 한 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의 정당 엘리트들을 이익을 고려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 년 이후의 대통령은 



 102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에 의한 잠재적 

탄핵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반면,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띠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은 잠재적으로 매우 큰 위험이었으며, 와히드 대통령의 

경우에 이러한 위험은 정치적으로 현실화되었다.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은 

2000 년 중순에 최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대통령 선출을 지지한 정당 엘리트들과의 

정치적 거래를 파기한 것이었다. 의회는 즉각적으로 와히드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의 부패 스캔들인 불로그 게이트(Bulog gate)와 

브루나이 게이트(Brunei gate)를 조사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Ambardi, 2008; 174-175).25 탄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국 

와히드 대통령은 국민협의회에서의 591 표 대 0 표의 압도적인 표결로 

탄핵되고 만다(Indrayana, 2008).  

 
 
III. 내각의 운영과 카르텔의 성격 변화 

 
     지금까지는 2004년 이후의 대통령이 기존의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엘리트 카르텔이 정책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 변화는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대통령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상대적 권력 

                                     
25 불로그 게이트는 국가조달청(Bulog)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350 억 루피아)이 

와히드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을 핵심으로 한다. 브루나이 게이트는 브루나이의 술탄인 

하산알 볼끼아(Hassanalbolkiah)로부터 200 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와히드 

대통령에게 제공된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스캔들은 와히드의 독단적인 

개각으로 그에게 등을 돌린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탄핵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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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에서는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서 

강화된 권력을 가지게 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엘리트 

카르텔을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4년 이후의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하기 위해서 내각의 운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였음에 주목한다. 

     주목할 점은 아래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내각 운영의 전략은 모두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에 수반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적 채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맞는 방향으로 내각을 형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다소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에 

손실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란 두려움 없이 

내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하에서 대통령이 의회와의 교착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내각의 운영이 대통령의 주요한 전략적 자원임을 지적하고 있다. 

채이스티 등은 라틴 아메리카와 동구권의 대통령들이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서 공식적인 대통령의 권한 이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인 수단을 

활용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내각 포트폴리오(cabinet 

portfolio)의 관리는 이들 나라들을 가로지르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이다(Chaisty et al., 2014: 79). 유사한 맥락에서 마르티네즈 

가야르도 역시도, 정부의 내각직은 잠재적인 연합의 파트너들에게 정책 

형성과 공직으로부터의 혜택으로의 특권적인 통로로서 가치있게 여겨지며, 

그들의 당원들에게 제공할 후견주의적 혜택의 원천이자 이것을 분배할 

도구로서 여겨짐을 주장한다(Martinez-Gallardo, 201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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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요노 대통령 역시도 개각(cabinet reshuffling)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반드시 임박한 개각의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내각의 성과와 역량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내각 장관직의 운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내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내각 장관직에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정당 

엘리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부장관직을 신설하여 당파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 출신 장관들을 견제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는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제도화를 통해 정책 아젠다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개각의 전략 

 

     개각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그의 두 차례의 임기동안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었다. 이러한 개각의 전략에 대하여 체이법와 리몽기는 “대통령이 

내각직을 재분배하고 새로운 정당에게 내각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합을 

개혁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heibub and 

Limongi, 2002). 특히 유도요노 대통령은 중요한 내각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거나 내각의 조직적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략의 사용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할 점은 실제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개각의 가능성 그 자체 또는 개각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의 임기 중에 여러 차례 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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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하며 내각의 장관들을 그들의 인성과 역량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임을 

강조하곤 하였다. 나아가 그는 개각에 대한 루머가 그대로 정치적 이슈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기도 하였다(Castle, 2011: 309). 하난 역시도 

개각이 대통령의 특권임을 지적하고 개각에 의해서 연합 내의 정당들은 

그들의 장관들의 수가 줄지 않을지 매우 노심초사하게 됨음 

지적하였다(Hanan, 2012: 237). 

     뿐만 아니라, 유도요노 대통령은 임기동안 실제로 수 차례 개각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에 맞게 엘리트 카르텔을 주도하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의 임기 중 최초의 개각이었던 

2005년의 개각에서 경제조정장관 자리에서 골까르의 바크리에를 해임하고 

기술관료 출신인 부디오노를 임명하는데(The Jakarta Post, 2005. 12. 8), 

당시의 경제조정장관의 교체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만 하다. 

     첫째는 정당 엘리트 출신의 장관을 당파성이 없는 기술관료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경제조정장관은 내각의 장관직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한 직위인데, 이러한 

직위에서 골까르의 엘리트를 해임하고 당파성이 없는 기술관료인 

부디오노를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우월한 영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골까르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체는 정책 아젠다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조정장관의 직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정부 자원을 통한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바크리에의 소속당인 골까르는 의회에서 제 1당을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정당이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은 거대정당인 골까르의 지지 없이는 난관에 부딪치기 

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골까르에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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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기보다는, 선제적인 개각을 통해 골까르의 정당 엘리트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거대정당 

출신의 장관을 해임하고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술관료를 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유도요노 대통령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주도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의 개각의 전략은 단순히 장관직을 재분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내각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는 정부 부처의 장관직 아래에 새롭게 부장관직을 설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부장관직에 정당 엘리트가 아닌 기술관료를 

등용하였다는 사실이다(Mietzner, 2013: 82). 이러한 제도적 재설계의 

전략은 이중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으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당 출신의 장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수용하여 의회에서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기술관료들을 정당 출신의 장관들와 조합함으로써 정책 지향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Hanan, 2012: 204). 

 

2. 내각 운영의 제도화 

 
     재선 이후에 유도요노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에 동원하기 위해서 보다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자신의 

확실한 당파적 권력은 자신의 소속당인 민주당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론 민주당이 의회에서의 제 1 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내의 다른 

정당들의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 사이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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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0 년 연합 공동사무국(Sekretariat 

Gabungan)이라는 조직을 출범시킨다(Hanan, 2012: 229). 이 조직은 주요한 

정부의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연합 내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의 매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연합 

공동사무국의 의장에는 정당 엘리트들 중에서 가장 고참이자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골까르의 

바크리에가 임명되었다. 또한 사무국에는 민주당, 골까르, 국민수권당, 

통합개발당, 국민각성당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총 560 석의 의회 의석 

중에서 약 76%에 해당하는 423 석을 차지하고 있었다(Kompas, 2010. 12. 

24).  
     유도요노가 연합 공동사무국을 활용하여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조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은 

2010 년 토지취득법(RUU Pendadaan Tanah)의 입법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토지취득법에는 정부가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사회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적 규정들은 매우 복잡한 세부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국내와 국외의 투자자들로부터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요구의 압박은 거세었다(Global Business Guide, 2015. 11. 2).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에 유도요노 정부는 애당초 의회를 통한 일반적 입법과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사용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방법 역시도 한 달 이내로 

의회로부터의 사후적인 승인이 없으면 대통령령의 효력이 취소되는 큰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합 공동사무국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사무국의 의장인 골까르의 바크리에는 

2010 년 7 월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 회의에는 연합에 포함된 의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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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바크리에는 연합의 정당 엘리트들에게 

토지취득법의 중요성과 이 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다른 파트너 정당들의 의회 내 정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동의를 

표하였다(Hanan, 2012: 232).  

     이러한 연합 공동사무국 내에서의 절차는 전통적인 의회에서 

입법과정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원래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안은 정부 측 

대표 그리고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원들 사이의 

입법을 위한 토론을 거치게 된다. 26  하지만 당시 토지취득법 

입법과정에서는 연합 공동사무국이 전통적인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전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내 정당의 엘리트들 사이의 

조정의 과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합 공동사무국을 통한 사전적 조정  

과정의 핵심은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과의 직접적인 

                                     
26 인도네시아의 입법과정은 대단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법안의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법안은 

의회에 의해서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게 먼저 보내져야 

한다. 대통령이 법안을 토의할 것에 동의하면, 대통령은 한 명 이상의 장관 또는 

다른 정부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의회와 공동으로 법안에 대해 토의를 할 것을 

명한다. 이는 아마나 쁘레시덴(Amanah Presiden, AmPres)이라 지칭되며, 

대통령의 위임을 의미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마나 쁘레시덴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안은 애당초 토의 될 수 없다. 둘째,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의회로 보내지게 된다. 의회의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토의에 부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이후에 이들은 해당 법안을 

관련된 위원회(Komisi)에 보내 대통령의 팀과 함께 토의하도록 한다. 셋째, 

법안은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 의해서 제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의 법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때 대통령과 의회는 

토의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Hanan, 2012: 126; Kawamura, 
2010; Sherlo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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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통해 의회 내에서의 정부 측 대표와 의회 상임위원회 사이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부진한 토의의 절차를 효율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합 공동사무국의 역할을 통해 토지취득법은 표결을 

통과하게 되었다(Hanan, 2012: 233).  
 
 

IV. 연료 보조금 개혁의 정치 
 

     본 절에서는 메가와띠 정부와 유도요노 정부에서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의 추진 과정을 비교하여,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료 보조금의 정치적 의미 
 

     연료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이슈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수까르노 정부 시기부터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보조금의 제공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이 충분치 않은 시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Røsjø, 2014: 11).  

     특히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는 쌀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자였는데, 수하르또 대통령의 경우 쌀과 등유와 같은 기본적인 

물자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정치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등유는 가정용 연료로 직접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류와 

식품 등의 기본적인 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운송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등유 가격의 안정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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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he Strait Times, 2014. 11. 18).  

     물론 이러한 연료 보조금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석유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석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요건들을 

미비하였고 수하르또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석유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면서, 외국 기업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93년 이후부터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심지어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다(Røsjø, 2014: 13). 

     따라서 연료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정부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2012 년을 기준으로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하며(Hanan, 2012: 373), 이는 2014 년에는 20%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비중은, 금액으로는 약 275 억 달러에 

달한다(The Strait Times, 2014. 11. 18). 물론 연료의 국제가격이 정부의 

예상보다 낮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가격이 정부의 

예상보다 높을 때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이러한 연료 보조금의 제공을 두고 딜레마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먼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에서 

연료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예산의 

지출을 효율화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이 정부 재정적자의 

감소를 전제로 약속되었다.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부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보조금의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Ambardi, 2008: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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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연료 보조금의 삭감은 대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이다. 특히 수하르또 대통령의 연료에 대한 국가보조금 삭감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폭동은 수하르또 대통령의 사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의회의 정당들은 대개 연료 보조금 삭감과 

같이 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려 들지 않는다. 연료 보조금 삭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패배를 포함한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료 보조금 삭감을 독단적으로 

어붙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정당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여 대중적 반발을 무마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균형과 정치적 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들로부터의 지지는 

연료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면서 연료 

보조금으로 가중되는 예산에 대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2. 메가와띠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 
 

     메가와띠 정부는 임기의 시작부터 1990 년대 말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발 맞추어 정부 재정적자의 폭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는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인도네시아 협의체(the Consultative Groups on Indonesia, 

CGI)27 로부터의 대출의 가능성이나 규모 역시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27 인도네시아 협의체는 1997 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크게 타격을 입은 인도네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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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정적자의 축소는 메가와띠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였다(Global Policy Forum, 2003. 2. 25). 

     문제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었다. 당시 메가와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에의 지출의 축소,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 

감소를 고려하였으나 이는 각각 대중적 반발과 지역정부의 반발의 우려가 

있어서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국영기업 매각 등을 포함한 

민영화 역시도 목표 판매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메가와띠 

정부는 결국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연료, 전기, 통신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삭감을 추진하려 하였다(Ambardi, 2008: 197-200). 

     이에 정부는 2003 년 1 월 1 일 세 부문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을 

발표한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의해서 연료는 22%, 전기는 6%, 

통신비는 15%가 인상되었다(Global Policy Forum, 2003. 2. 25).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 삭감 발표가 있자, 즉각적으로 일련의 시위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2 주가 넘게 지속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반발을 완화하고자 통신비의 인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시위는 지속되었다.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인구에서 전화선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고작 3%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통신비가 당시의 보조금 

삭감 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메가와띠 정부는 

기존의 삭감폭을 철회하고 등유의 인상폭을 22%에서 6.5%로 낮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삭감의 실패는 국제통화기금의 대출의 연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 년 1 월 23 일 

국제통화기금의 480 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국제적인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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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발표하였던 것이다(Global Policy Forum, 2003. 2. 25).  

     주목할 점은 의회의 정당들이 메가와띠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삭감 

정책에 대해 발표 이후 시종일관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메가와띠 정부의 보조금 삭감의 정책이 의회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삭감은 의회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 승인이 아니라 행정부의 배타적 권한인 예산 집행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는 조사권이나 질의권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보조금 삭감 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었다(Ambardi, 

2008: 201). 따라서 메가와띠 정부에게 있어서 의회의 정당들로부터의 

지지의 획득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의회 내의 모든 정당은 메가와띠 정부연합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이들 

정당은 오히려 정부에게 보조금의 삭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부연합 내의 정당들의 배신은 이들이 격렬한 대중적 반발에 

의해서 포퓰리스트적(populist) 경제 정책을 옹호해야만 하는 압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의회의 정당들은 의회 내 연합(multiparty caucus)을 형성하여 

메가와띠 정부에게 보조금 삭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합에는 엘리트 카르텔 내의 골까르, 통합개발당, 국민각성당, 국민수권당, 

번영정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Ambardi, 2008: 202).  

     심지어 대통령의 소속당이었음에도 투쟁민주당은 메가와띠 정부에게 

국가보조금 삭감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당의 부 

사무총장인 아눙(Pramono Anung)은 의회 내의 투쟁민주당 의원들의 당의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투쟁민주당에는 다시 정당 규율이 부과되었고, 결국 투쟁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국가보조금 삭감안을 수용한다(Ambardi, 2008: 203-204). 

사실 투쟁민주당을 제외하면 당시 다른 정당 엘리트들에게는 연료 

보조금 삭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낼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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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장관직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직은 

메가와띠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가까웠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주요직을 통해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 협조할 동기는 미미했다. 한편, 메가와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내각직을 두고 정당 엘리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 

     요컨대, 메가와띠 대통령의 정당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적 수단 및 

주도권의 부재는 결국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무마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의회 내의 정당들은 

대중들의 격렬한 반발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지하며 시위와 폭동의 강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2003 년의 메가와띠 대통령의 연료 보조금 삭감 시도의 사례는 민감한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며 

이들의 지지를 동원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유도요노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 
 

     유도요노 정부는 메가와띠 정부 시기와는 달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구제 금융의 조달을 위해서 연료 보조금을 삭감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료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있었고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에는 이러한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연료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자주 대두되었다. 실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은 

그의 두 차례의 임기 동안 수 차례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을 

실시하였다(The Strait Times,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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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도 2012 년의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의 

추진 과정은 메가와띠 대통령의 시기와 분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메가와띠 대통령은 엘리트 카르텔 내의 정당 엘리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도록 유도할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정당 

엘리트들에게 내각직을 배분하여 얻어진 정치적 거래의 산물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내각의 운영은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신의 정치적 도구였고, 그는 2012 년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내각의 운영을 통해 정당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2003 년의 메가와띠 정부와는 달리 

2012 년의 유도요노 정부는 연료 보조금의 삭감을 위해서 단순히 의회의 

비공식적인 지지가 아니라 의회 내에서의 법안 통과라는 공식적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3 년의 경우 연료 보조금의 삭감이 

행정부에 의한 예산 집행 과정의 일환으로서 진행될 수 있었지만, 2012 년의 

경우 2012 년 예산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Hanan, 2012: 380). 따라서 2012 년의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은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로부터의 지지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가와띠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정당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부연합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물론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은 연합 

공동사무국을 통해 정당 엘리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 스스로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이들에게 연료 보조금 

삭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하지만 통합개발당, 번영정의당, 

골까르는 좀처럼 이러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 협조적으로 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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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Hanan, 2012: 381). 

     주목할 점은 유도요노 대통령은 메가와띠 대통령과는 달리 정당 

엘리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당 엘리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 년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정당 엘리트들의 반대로 교착 

상황에 직면하자, 보조금 삭감의 충격을 완화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당 

엘리트들의 접근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당시 연합 내에서는 연료 보조금의 삭감이 저소득층에게 가져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Hanan, 2012: 380),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지방의 사회기반기설의 건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이 정부의 다양한 

부처를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이며, 하난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총 

25.6 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이었다(Hanan, 2012: 382).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은 정부 부처의 

주요직을 통하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의 접근을 허용하였고, 그 대가로서 

연료 보조금 삭감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약 8 조 루피아에 

달하는 자금은 지방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배정되었는데, 이러한 자금의 

집행은 연료 보조금을 두고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하던 번영정의당과 

골까르와 같은 정당들에게 골고루 배정되었다(Hanan, 2012: 382).  

     물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의 집행이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다. 

특히 총 25.6 조 루피아 중 약 17 조 루피아에 달하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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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었다(Hanan, 2012: 382). 직접현금원조(Bantuan 

Langsung Tunai, BLT)라 알려진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당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이를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직접현금원조 프로그램이 정당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정부부처나 지방 행정조직이 아닌 우체국 

조직을 통해 집행되도록 하였다(The Jakarta Post, 2014. 11. 4).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의 거래의 결과로 

연료 보조금 삭감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의회가 예산안의 예측 

범위에서 15% 이상 국제원유가격이 이탈할 경우 정부가 의회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연료 가격을 올릴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다. 물론 애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료 보조금의 즉각적인 삭감은 철회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든지 

국제원유가격의 등락에 연동해 연료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정책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Hanan, 2012: 383).  

     요컨대, 메가와띠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에서의 대조적인 결과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의 정당 

엘리트들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맞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메가와띠 정부에서 내각직은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 엘리트들에게 제공된 측면이 강했다. 공식적으로 

내각의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지만, 메가와띠 대통령은 내각직의 활용을 

통해 정당 엘리트들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반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내각직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내각직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이익을 정당 엘리트들에게 일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이끌어 냈고, 결국 이러한 지지에 기반하여 대중적인 반발을 완화시키며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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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1999년 이후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제한적인 

민주주의이며 이것이 사회적 균열을 가로질러 형성된 혼종적 과대연합인 

엘리트 카르텔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왜 

2004년 이후에는 엘리트 카르텔 내부의 성격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에 관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사이의 협력적 규범에 기반한 설명 그리고 정당의 재정충원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설명 모두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결여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의 

지속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엘리트 카르텔을 

지속시키는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인도네시아의 

다당제-대통령제의 제도적 맥락하에서 대통령의 당파적 권력과 입법적 

권력은 의회의 정당 엘리트들을 우회할 수 있을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스스로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서 연합을 형성할 

동기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동기에 의해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띠 대통령 

그리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모두 연합을 형성하였다. 엘리트 카르텔이 

발생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의 다당제-대통령제의 

맥락 하에서 대통령의 독자적 권력이 제한되고,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의 

엘리트들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당의 후견주의는 이러한 대통령의 연합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이 되게 함으로써,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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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다른 연합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였다. 먼저, 엘리트 

카르텔의 혼종성은 후견주의가 정당-사회 연계와 정당조직에 침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후견주의에 침투된 인도네시아의 정당은 하나의 응집된 

행위자라기보다는 정당 엘리트들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를 위한 느슨한 

조직에 가까웠다. 인도네시아의 정당 엘리트들은 깊게 뿌리내린 후견주의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유권자와 당원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연합에 혼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연합에 

참가한 후견주의적 정당 엘리트들은 정부의 자원을 자신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연합형성의 결정에서 무관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연합은 혼종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후견주의에 침투된 인도네시아의 정당의 미약한 정당 규율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과대연합을 형성할 동기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연합은 혼종적인 과대연합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정당은 정부자원에 접근하여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낮은 조직적 응집성을 가지며,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이들의 정당 규율은 미약하며, 

이러한 미약한 정당 규율은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의회로부터의 

지지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최소승리연합을 넘어서는 과대연합의 형성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리적 대응이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04 년 이후에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2004 년 이후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정책지향적인 성격은 무엇보다도 3, 4 차 개헌에 의해 도입된 실질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 첫째로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에 의해서, 대통령은 

정당 엘리트들과의 실 협상이 아닌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둘째로 변경된 탄핵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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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엘리트들에 의한 잠재적 탄핵의 가능성으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엘리트 카르텔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정당 

엘리트 사이의 권력분배를 변화시켰다.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으로 인해 

대통령은 연합의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정당 엘리트들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특히 내각의 운영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대통령제의 도입이 엘리트 카르텔의 

해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비공식적인 제도인 엘리트 카르텔은 

대통령이라는 핵심적 행위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혼종적이고 과대한 연합으로서 2004 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통령이 이에 기반하여 정당 엘리트들을 자신의 정책 아젠다 

추진을 위해 동원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카르텔의 성격은 정책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당 엘리트들이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 행위를 멈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익 추구는 더 이상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를 

무시하고는 달성되기 어려웠다. 변화된 엘리트 카르텔에서는 주도적으로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는 대통령 그리고 이에 협조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반응적인 정당 엘리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정치적 대표를 외면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의 카르텔화(carteliza 

tion)는 정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동기와 이익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개 서구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당들을 중심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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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Katz and Mair, 1995)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카르텔은 

대통령의 동기와 이익이 엘리트 카르텔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의 카르텔화는 정당의 제도적 맥락의 실질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카르텔 정당 이론(Katz 

and Mair, 1995)과는 달리 ‘카르텔 정당’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카르텔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이는 서구적 맥락에서의 카르텔 정당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카르텔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당이 광범위한 지구당 조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단체와 상당한 연계를 맺고 있지만(Mietzner, 2013), 이러한 연계가 

정당 후견주의라는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침투됨으로써 정치의 카르텔화가 

나타났다. 정당 후견주의라는 비공식적 제도는 정당의 실질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정치의 카르텔화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대통령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변화에 의해서 질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으로 정치적 책임성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엘리트 카르텔을 동원해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 나가면서 

정치적 대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정당 후견주의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실질적 대통령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지속되는 엘리트 카르텔 내에서 

후견주의적 정당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대표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후견주의적 이익 추구에 집중하였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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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has successfully achieved procedural democracy since the 

initiation of democratic transition in 1999. Nevertheless, its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veness remain limited due to the persistence 

of the elite cartel. This thesis aims to explain why the elite cartel persists 

and why it experienced a change in internal characteristic in 2004.  

     The existing literature on Indonesian elite cartel has attempted to 

explain the persistence focusing on a cooperative norm among political 

elites and on party rent-seeking behavior or parties. However, both streams 

of the literature overlook how the interests of key actors – the president and 

party elites - are defined and how their interactive pattern is formed within 

the context of democratic institutions. Consequently, they fail to properly 

understand the persistence of the elite cartel and its internal workings.  

     Most of all, the elite cartel persists not due to a cooperative norm 

among political elites but due to the process where key actors who strive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compete and compromise.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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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has an incentive to form an oversized coalition in order to 

carry forward presidential policy agendas. Without this presidential need, 

the elite cartel could not have been formed at all. Also, financial need of 

political parties cannot explain the persistence of the elite cartel. This is 

because, under the context of the party clientelism, Indonesian political 

parties cannot function as a coherent actor. Instead, political elites with 

their own clientelistic factions have promiscuously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s coalition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d reinforcing their 

clientelistic networks. As a result, the president and the party elites strove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within the elite cartel. In brief, the 

president and the party elites, with their distinct political interests, engage 

in the elite cartel and it is the competition and the compromise among 

them that make the elite cartel persist. 

     Equally important, contrary to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only 

emphasizes the persistence of the elite cartel, it experienced a significant 

change in internal characteristic in 2004. Indonesia shifted from a semi-

presidentialism to a more traditional form of presidentialism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s in 2001 and 2002. This institutional change granted 

more power to the president vis-a-vis the party elites and enabled him to 

mobilize the elite cartel for policy agendas. As a result, the elite cartel 

started to function more as a tool for carrying forward presidential agendas 

than for distribution of clientelistic interests among the party elites. This 

change in the nature of the elite cartel was made possible because the 

constitutional change altered the internal power distribution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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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te cartel and the empowered president utilized it for his own political 

interest.  

     The central argument of the thesis is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both the persistence and the change of the Indonesian elite 

cartel,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context of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multiparty presidentialism, party clientelism, and the shift to a 

traditional form of presidentialism. Neither the persistence of the elite 

cartel nor change of it can be adequately explained without understanding 

how core political actors emerge, how their interests are defined, and how 

the pattern of their interaction is formed under the contex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lso, this thesis argues that the quality of Indonesian 

democracy improved because the elite cartel started to feature more policy-

orientation. However, it also argues that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representativeness still remain limited due to the persistent self-interested 

behavior of the clientelistic party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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