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러시아의 국가재건설과 국가관료제*
김

참 진 ••

1. 서론
기존 체제의 급격한 해체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대체로 대중적 요구에

기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적 변화와 소수엘리트의 주도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구분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러시아의 사태 진행은， 부분적으

로 두 가지 계기가 합류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주로 후자의 범주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 유형에서는 혼히 소수 지배엘리트

의 사회계급적 구성， 그들의 멘탈리티， 행위양식이 국가정책들의 집행을 통해
기존 사회구조의 변화 및 그것의 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개혁

주체’였던 지배엘리트와 그들의

정책수립

및

집행의 제도적 기반인 국가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바로 현대러시아의 국가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가-사회 관계의 특징적 양상을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관해 이루어진 수많은 연

구들에서， 예컨대 정치학 분야만 하더라도 그토록 열띤 논의가 진행된 ‘민주
화 이행론’이나 정당체제론， 중앙-지방관계론 등에서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
에 위치한 러시아 ‘국가’의 문제는 자주 결락(缺落)되거나 부차적인 변수로 취
급되어 왔다. 이는 주로 서구의 근대 경험에 기초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이
서구와는 매우 다른 역사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 전개
된 정치체제 및 사회 변동에서 ‘국가의 중심성’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포착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서

*
**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1) 물론 일부 연

이 연구는 학술진홍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KRF-2002-072-BW20751).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민주화이행론에 대한 자기비판적 접근으로서는 ]. Li ntz & A.

Stepan(l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αl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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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국가-사회 관계라는 역동적 맥락에서 러시아국가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2) 대체로 ‘국가재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이 새로운 헌
정질서에

대한 법적

접근이나 개별적인 국가기관들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체제전환기의 국가-사회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
재건설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러시아국가를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도 국가관료
제를 중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근대국가 일반은 물
론 특히 체제전환의 사회적 조건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국가들의 제

도적 능력 Onstitutional capacity) 이 주로 국가관료제， 특히 행정관료제의 질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유동하는 상층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국가제도의 권능을 침식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도

피하고자 하는 사회세력과 대면하면서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행정관료
들의 구성， 벤털리티， 능력， 동기 등은 바로 국가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서 국가의 효율성

제고란 다름 아닌 행정관료제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그 관료제와 사회관계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대러시아의 행정권력， 또는 관료제 일반의 구조， 변동， 기능
화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연구는 ‘블랙박스’로 표현될 정도로 지금

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논의가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적 조건은 1990년대 후
반 들어

러시아 최고 지도자들 스스로가 러시아 국가의 제도적 무능을 시인

하면서 ‘강한 국가’ 또는 ‘효율적 국가’의 건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10년간 러시아의 국가구조를 ‘무정부 상태’4) 또는 ‘조직적 카

Hopkins Univ. Press , ch. 2 참조
2) E. P. Hoffman(1999) "Conceptu a1izing State-Society Relations ," G. B. Smith, ed. ,
St，띠
따te-Bu
Q
띠11
“띠ildi，띠
(ng in Russ따， N. Y. & London: M.E.Sh강pe; V. Sperling(20oo)
"Introduction: The Domestic and Intemational Obstacles to State-Building in
Russia," V. Sperling ed. , Building the Russian State , Oxford: Westview Press.
국내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글들은 김창진 (1999) r 평온한 사회， 분열되는
국가: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 J ，경제와 사회~， 42호; 박수헌 (1997) r 사유화， 사회

세력， 국가」， 『국가전략~， 제 3권 2호; 장덕준 (2002) r 체제전환기 국가의 성격: 러시
아의 국가-‘올리가르히’ 관계를 중심으로 J ，한국정치학회보 A ， 제 36집 2호 참조.

& V. Dmitrov(2000) Executive Capacity and Executive Performance in
Post-Communist Europe: Towards an Analytical Frameψ ork， L. p. 4.

3) K. Go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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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상태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옐씬 전대통령은 1997년 연방
회의에 보낸 연례교서에서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면
서，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서 ‘행정권력의 조정

및 통제 기능의 강화’를 들었

다 .5) 뿌젠 대통령 또한 “올리가르히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러시아를 통치

해야 한다”고 전임자의 어투를 반복하면서， 2000년 취임 후 연방회의에 보낸
교서에서 ‘강력한 국가， 효율적 국가， 수직적 집행체계의

완성’을 강조했다.6)

또 2001 년 1 월에는 『효율적 국가로의 길. 러시아연방 국가권력 및 통치체계
개혁안』이라는 특별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7) 이런 일련의 제안들은

그 자체로서

소련 붕괴

전후시기에

망각되었던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대한

사회적 역할을 러시아 정치엘리트가 뒤늦게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전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무엇이 문제였던가? 흑자가 비판한대로 ‘강한 국
가’가 국가관료들의 자의성 강화를 의미하는 ‘강한 관료제’로 변질되지 않으려

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과연 러시아 정치 · 경제엘리트들은 이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
색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가관료쩨 8)

서구의 사회과학 문헌에서 ‘국가’와 ‘사회’는 흔히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거

나 배타적 존재로 묘사된다. 곧 국가의 잔여범주가 사회로 인식되거나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규제자로서 국가를 상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실제로는 두 개로 명백히 분화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히 얽혀 있다. 근
대로의 전환기 서구의 경험을 반영하는

4) P. Mellselles(200 1)

BpeWl 1ψ THHa?，

국가-사회 관계를 명백히 분리된 실

M.: npasa qe Jlase Ka, c. 95.

5) I10CJIa HHe I1pe3HlleHTa Pφ φellepaJ1bHOM}' Coφ'aHJl1o(1997)
6) I1oCJ1aHHe I1pe3HlleHTa Pφ φellepaJ1bHOM}' Coφ18HR찌2α%

7) 이 보고서는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0. M. J1y:t< KOS (2002) I1yTb K 3tfXþ eKTHBH야1}' rocyllapcTBy, M.: MrY.
8) 이 절의 전반부는 김창진 (2003) r 러시아 국가성의 형성과 그 유산: 비교 역사적 접
근 J ，국제정치논총~， 43집 2호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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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대칭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모델은 매우 제한된 유용성만을 가지며， 보
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 진화의 개념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회생
활의 조직에서 국가중심적 전통이 강고한 나라들 또는 국가가 근대화의 유일
하거나 핵심적인 행위자 역할을 한 나라들의 경우 국가-사회라는 선험적으로
가정된 이분법 논리는 심각한 개념적， 실체적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쳐 소비에트체제에

크

15세기 모스크바공국의 형성 이래 제정러시아를 거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의 집중과 분배관계에서 바로 국

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많은 국가론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라는 실체를 너무

추상적인 단위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당대까지 성취된 높은 사회
적 보편성을 종합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자율적 집합체의 대표9) 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에서 국가성 문제를 접근할 경우 국가라는 단위는
항상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총체로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부에 구
체적인 사안을 놓고 자주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조정을 겪어야 하는 개별적

인 인물들과 기구들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 개념은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
즉 정책의 입안자， 결정자， 집행자， 그리고 그들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의 상호관계로 분해해서 (disaggregate)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0)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국가연구에서 국가관료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정상

적인 자리매김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관료제 연구자들은 국가라는 존재
와 상관없이 관료제 자체만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

서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근대화를 이룬

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공식적인 관료제의 존재가

오랫동안 핵심적인 국가제도로 존재하면서，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되어 온 전
통을 가진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의 적실성이

없다. 한편， 정치학도들은 관료

제는 제쳐놓고 국가나 정체 (polity) 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경우가 많았다. 이
는 국가를 하나의 추상적인 단위로서 다루거나 또는 국가의 능력이나 자율성
이 국가 외의 존재(사회， 기업， 계급 등등)와 관계 하에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발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9) ].

P. Nettle (1 968) "The State as a Conceptua! Variab!e," World Politics 20(j u!y) ,

p.562

10) 특히 이 점에 대한 강조는 하용출 (2003) w 후발산업화와 강성국가의 쇠퇴~， 서울대
출판부， 제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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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관료제는 국가의 중심장소이자， 국가의 이념과 정책， 국가-사회
관계의 최종적 의지처라는 점이 인식될 펼요가 있다. 국가관료제는 단지 국가

정책의 집행도구 또는 절차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역동적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집단
과 제도로서 관료들 또는 관료제는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나 정책을 그대로
하부로 전달하고 집행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상부로부

터 지시된 의지나 정책의 전달(transmission) 과 동시에 그것을 자신들의 의지

와 이해관계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변형( transformation) 하는 경우가 많다11).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관료 개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근대국가의 관료

제 자체가 가진 제도적 속성이 특정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면서 발현되는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러시아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근대 국가-사회관계의 복
합적， 상호작용적
가’(integral state)

양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그람시(A. GramscD 의

개 념 과 휩 끼 나 (P. PblÕJ< HHa) 의

‘통합국

‘갈동국가 (rOCYllapCTBO

J< a J<

reHepaTOp J<OHφJH J< TOB) ’ 개 념 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얼 핏 상충된 국가상(像)
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은 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상이한 수

준의

접근이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두 개념은 국가의

역할 및

행위가 사회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나아
가 국가관료제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 시사를 주고 있다.
먼저

그람시의 ‘통합국가’ 개념은 『옥중수고.!J 12) 에서

개진된 그의

국가론으

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는 ‘국가’를 “지배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정탕화하고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쟁
취하는 데 사용하는 실천적 · 이론적 활동의 총체 "13) 라고 규정한다. 즉 국가는

물리적 국가기구들을 통한 단순한 강제력의 행사자가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냄으로써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통합
국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M. Heper( 1987) "The State and Public Bureaucracies: a
Comparative and Hi storic a1 Perspective ," M. Heper ed. , The State and Public
Bureaucraα!es: A Comparatiue Perspectiue , New York: Greenwood Press 참조.
12) Q. Hoare & G. N. Smith ed.(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
Gramsci, N.Y.: Intemationa1 Publishers.

11)

13) 같은 책， p. 244.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2호

304

지배계급의 ‘강제 더하기 동의’ 또는 ‘독재 더하기 헤게모니’로 표현되는 그

람시의 통합국가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와 분리된， 배타적 존재가 아
니다.1 4 ) 그가 “특정한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국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두
형태， 즉 시민사회로서 국가형태와 정치사회로서 국가형태를 고려할 때 …
..끼.
..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람시의 이러한 통합국가가 사회적인 ‘교육자’로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목표는 (...)
광범한 일반대중의

도덕을 경제적

생산장치의

지속적인

적응”시키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회구성원들을 ‘집단적

발전이라는 요구에

인간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16)

‘사회형성자요 교육자로서 국가’라는 발상은 근대국가 일반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중심적 전통이 강고한 나라들에서 국가-사회관계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시민사
회는 국가와 분리된 또는 대치하는 존재라기보다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 창출을 위해 국가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따
라서 그것(시민사회)은 국가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국가의 기능을 통해 만들어내는 무엇인가로 규정된다. 이
러할 때 그 통합국가의 기능을 누가 담당하는가 다시 말해 어떤 사회적 배경
을 가진 자들이 관료로 충원되는가와 그 관료집단의 주된 정서， 그리고 그 집
단과 지배계급의 관계가 시민사회의 형성 경로와 내용， 유지에 결정적인 문제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국가-사회 관계의 맥락에서 본 국가관료

제의 정치사회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경제사회학자 휩끼나는 ‘사회의

가’ 17) 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가 사회에

14)

해체요인으로서

국

미치는 영향과 그 성격을 포착하려고

그람시의 국가론 또는 국가-사회관계론에 대한 해석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그람시 자신이 그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용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각주 12의 책 n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요’ 및
2차 연구문헌들을 참조). 여기서는 ‘사회형성자요 교육자로서 국가’라는 그의 발상
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며 그의 다양한 국가론 자체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15)

Q. Hoare & G. N. Smith ed.(197 1), p. 268.
242-243.

16) 같은 책 , pp.

17) P. PN6KHHa(2002) “마 C~yHKQHH rocynapcTBa H ocna6neHHe COQHanbHoR 6e30naCHOCTH
HaceneHH.s! Pocc 째 " BOT1poCbI 3KOHOMHKH,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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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 그녀의 접근은 근대국가 일반올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기
러시아국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람시가 주로 서구의 역사경험에 근

거하여 시민사회를 자신의 품안에 포괄하는 근대국가의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성격에 주목했다면， 휩끼나는 반대로 정상적인 사회형성을 저지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로서

소련체제의 붕괴

나타나는 국가의

부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에서 나타난 사회적

긴장도(度) 강화의 여러

징후들을 검토한 그녀는 러시아국가는 소련 말기 대다수 관료들이 지녔던 이
기적 성향， 즉 ‘시장으로 이행의 부정적 동기’ 18) 로 인해 경제의 범죄화를 조장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자신의 기능 수행을 중단함
으로써

결국 “개혁의

전기간 동안 국가는 점차 사회의 ‘질서

요인’으로부터

‘해체 요인’으로 전화했다”고 주장한다 19)

현대러시아 국가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성’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
에 걸쳐 ‘지하경제’와 ‘음성적 사회관계’의 만연을 초래했는데， 거기에서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 집단이 바로 관료집단이었다 .20) 공식적인 통치기구가 비

공식적인 영역의 관리기구로 전화한 것이다. 러시아 상층 관료집단은 또한 공
식적인 의회정치 과정이 매우 빈약한 환경에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여러

정당(정파)들과 국가예산의 배분을 놓고 거래하면서 사실상 ‘정치계급’의 역할
을 떠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기반인 ‘국가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과 소

유의 변증법을 체현한 이 집단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 경제적 지위， 그리고 그
들이 대표하는 사회계급을 이해하는 것은 곧 현대러시아 국가의 성격은 물론
그 특별한 국가-사회관계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8) 소련 말기 대다수 관료들에게 시장경제화는 효율적인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 기업， 내 자신의 이익’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는 돗이
다.

19) P. PI>Il5k뻐 a (1 999) “ nOCTCOBeTCkoe
No. 5, c. 5.

20) P.

rocy~apcTBO

Makcy~oB(l998) “ TeHeBble coo l5띠eCTBa

HHJI ," KYIl8. HI1강 T

POCCHJI?

kak reHepaTOp k。빼재 kTOB ，" COf1，κ

kak ~eHoMeH rocy~apcTBeHHoro ynpaBneno~ pe~. T. 3acnaBckoll , M.: HHTepueHTp , CC. 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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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러시아의 국가관료채

3.1 역사적 유산
중세 모스크바공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가관료제의 오랜 역사

적 맥락21)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반 소련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러시아에서는
권력과 사회적 자원의 관료적

배분 원칙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

고 말할 수 있다. 풍부하게 축적될 기회가 없이 산재해있던 사회적 자원의 강
압을 통한 국가재산화 그리고 그 국가적 자원의 선택적 분배를 통한 지배동
맹의 구축은 제정러시아 전제군주정의 독특한 유산으로서 상반된 이데올로기
를 채택한 사회주의 소련에 넘겨졌다. 이는 자본축적과 집중의 거의 유일한
통로 · 수단 • 제도로서 국가가 존재했던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경로의 반영이
다 .22)

현대러시아 관료제의
할 것은 중세러시아의

역사적

유산을 검토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중앙집권체제 형성과 궤를 같이

상기해야

하는 이른바 ‘봉공국

가’ (CJlY'f<HJlOe rOCYllapCTBO) 원칙이다. 러시아 전제군주는 부의 원천인 거대한
토지의 소유자이자， 상업과 공업의 독점자였다. 전제군주는 자신의 사회적 지

지기반을 형성하고 지배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오로지 국가의 공복들만 토지
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이 독특한 정치 •
사회적

질서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개인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얻는다”는 원칙으로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대가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여타 모든 사회계급， 집단의 위계적 배열과 종속성이 규정되었다. 그 결

과 국가를 표상하면서 정점에 위치한 전제군주 아래로 귀족 신분을 얻은 상
층관료가， 그 아래로 19 세기에

이르러

양적으로 세계 최대규모가 된 방만한

중 · 하층 관리들이 자리하고， 맨 밑바닥에 방대한 영토에 산재한 농민공동체
들이 피라미드의 최하층을 구성했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국가적 사회구성
러시아 관료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

E. mene JlÈ'i B(200 1) l{HHOBHhllt MHp POCCHH XJII
XX B. , cnÕ.: HCCKYCBO-CnB; W. M. Pintner
& D. K. Rowney
eds. (1 980) Russian Officialdom: the Bureaucratization of Russian Society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 Chaper Hill: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참조.
22) 김 창진 (2003) , 405쪽 참조.

21)

-

Ha 'l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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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정)

개별 관료 차원에서

이러한 ‘봉공국가’ 원칙이

갖는 의미는， 국가공직이란

기존 귀족 출신들에게는 사회의 보다 특권적인 수준에 이르는， 또 그것을 유
지하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평민 출신들에게는 사회적 생존과 수입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관료집단 차원에서 그 원칙은 러시아에서 국가 행정체계 이

외 유의미한 사회적 제도들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0 세기 초반까지 정당과 법치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정치의 관료화’라는 중대한 사회적

역할설정이

‘관료들의 정치가화’ 또는

이루어지는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정치권력의 담지자 사회적 자원의 유일한 분배자로서 러시
아 관료제는 내용상 모스차적 의미에서 ‘정치계급’이 된 것이다.
사회적 신분제 원칙과 연계되었던 제정러시아 시대의 폐쇄적인 관료충원에

비해 소비에트관료제는 모든 사회계층으로부터

적극적인 분자들을 끌어들이

는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료충원의 결정적인 기준은 체제에 대
한 충성심으로 귀결되었다. 소비에트체제에서 당과 행정기구의 관료집단은 경

제 · 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기초로 국가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를 주조
했다. 이들 집단은 국가자산에 대한 처분권과 각종 사회정책을 통하여 주민들
의 일상생활 양식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

히 스탈린 시기부터 국가 경제 · 사회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책임지고 있었

던 경제 • 생산 영역의 상층관리들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국가 행정부
처의 지위를 활용해 196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지배집단으로 출현했다. 그들
은 이미 공산당의 통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기충족적 집단으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서 다른 기관들의 정책의제 기능에 대한 통제
를 침식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명확한 경계선의 출현을 저지하게 되
었다 .24)

그러나 소비에트 관료제가 그 체제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지배계급

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단일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 것은 아
니었다. 스탈린 사후 한펀으로 ‘국가행정의 난폭화’ 현상이 사라지고， 다른 한

23)

국가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독자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면서 급기야는 독립된 사

회적 결사들의 존재를 허용치 않고 그 기능을 흡수，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
우를 지칭한다.

24) S. Whitefield(1993) Industrial Power and the Soviet State, Oxford: Clarenon
Press ,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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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도시화， 교육수준의 제고， 일상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화 둥 ‘사회주
의적 근대화’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관료제도 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스탈
린 시기에 비해 테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실용주의
적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가 관료층의 다수를 구성하게 되었다. 관료제도 내부
관계에서도 과거 최고 지도자와 상급기관에 대한 절대적 종속성 대신 부처벌，
지역별로 자원배분을 둘러싼 수평적 거래관계가 정착되면서 자기 기관의

이

해를 위한 로비행태가 적극화되었다. 소비에트 관료제의 진화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관료제의 위계제 내부에서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
로 당 · 정치영역의 이데올로기적 엘리트들과 경제관리 영역의 실용주의적 엘
리트들 사이에는 여타 사회에서 계급적 차이라고 할 만한 이해관계 및 멘탈
리티의 차별성이 성장하고 있었다.정)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초기 단계에서 체제 자체는 유지한 채 그
부분들의

기술적

적응을 통해 후기 산업사회의 현실에

대용하려는 관료주의

적 개혁이었던 바， 그 개혁을 핵심적으로 추동한 세력이 바로 자유주의적 인
댈리층과 결합한 경제 • 생산 영역의 기술관료들이었다. 그 개혁은 경제적， 기

술적 혁신을 통한 기존 체제의 갱신을 가져오지 못했으나

유실된 개혁 과정

에서

한계를 돌파할 수

관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법적， 사회적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가능성은 먼저 정치적으로， 관료제 내부
에서 승진의 기준으로서 업무능력보다 상급자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시
되는

조건에서

연고관계가 취약했던

수많은 관료들에게

새로

도입된

선거

0989-90년 기간에 진행된)를 통해 후견자 없이 단숨에 권력의 상층부로 이동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소유권 제도의 변동을 통

해 그동안 오직 자원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점유자’의 지위로부터 명실상부

한 ‘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부르주아 계급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
련된 것이었다. 1990년대 러시아의 ‘시장경제화’는 이렇게 체제 내부로부터 분

화된 지배엘리트의 일분파 즉 국영화된 경제운영을 맡았던 관료집단의 자기
이해 추구가 주된 동기로 작용한 것이었다.

25)

이에 대해서는

D.

Ruling Elite from

Lane{1앉꺼)
Gorbαhev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to Yeltsin , N. Y.: St. Martin ’ s Pr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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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사회주의 국가관료제의 형성: 규모와 범주

1995년 ‘러시아연방 국가공직법 (06 OCHOBax rocYllapCTBeHHOR c lIY* 6b1 POC

CHRcKOR φellepal.lHH)’이 제정되고 그간 정부 안팎에서 행정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현대러시아 관료제의 구성과 기능
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 여 년간 러시아 연
구자들은 ‘개혁’의 진로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진지한 논의에 자신들의 에너
지를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논의는 빈번히 러시아의 특수한 ‘국가성’에
천착하는 사회철학적 논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의 러시아 연구

자들 또한 ‘민주화 이행’이나 중앙-지방 관계， 정당체계 등을 분석하면서도 정
작 그러한 문제들의 핵심적인 제도적 실행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관료제 문제
는 시야의 밖에 방치해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러시
아 행정관료들의 사회-인구학적 구성을 분석한 김뺑손 (B. E. rHMneJIbCoH) 의 최
근 연구26) 는 나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논문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러시아 관료제의 구성과 기능방식에 대해 주로 그의 연구에

기대고자 한다.
먼저

용어상 러시아에서 ‘관료제’와 ‘국가공직’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바，

‘러시아연방 국가공직법 '(995) 제 2조에서는 ‘국가공직’ (rOCYPCTBeHHa~ c lIY* 6a)
을 “국가기관들의 전권 집행에 종사하는 직업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포괄적

규정보다 다음과 같은 ‘국가공직’ 정의가 보다

유용할 듯싶다: “국가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국가로부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불받는 국가기구 직원들에

의해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노동활동의 형태 "29)

러시아에서 국가공직자의 구성은 크게 세 수준에서 분류된다. 첫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

26) B. E. rHMnenbcoH(2002) “배cneHHOCTb H COCTas pocc뼈 CKOß 5~pOKpaTHH Me *DY
COBeTCKoß HOMeHKn aT ypoß H roccny:ICH5oß rp Ð.*Jl aHCKOro 05I1leCTBa ," M.: rY -Bm3.
'Z7) 러시아 관리충의 보수 수준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이 부분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했음올 필자가 밝히고 있다.

“ 05 OCHOBax rocYllapcTseHHoß cny*5w Pocc때CKoA φellepau째" c. 2.
29) A. B. 05nOHC I<째 pell.(2002) rocypapcTBeHHaJI CJη，*6a ， M.: lI eno , c.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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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류이고， 둘째는 연방， 지역， 지방자치정부별 분류이며， 마지막으로는 관

료제 내부의 위계별 범주 분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세 번
째 분류로서， 범주 ‘A’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따라 규정되는데， 직접적으로 국
가기관들의 전권집 행에 관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구체적으로 이 범주에는

장관， 연방 상 · 하원 의장， 국회의원， 연방구성 주체들의 행정부 및 입법부 대
표들이 해당된다. 범주 ‘E’에는 A 범주에 속하는 정무직들의 보좌역 또는 비서
들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범주 ‘B’에는 “국가기관들의 전권 집행 및 보장을
위해 설치된 직책들”이 속한다 .30) 바로 이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정부 또는 일선 자치기관 (MeCTHoe caMoynpaBneHHe) 에서 일하는 기본
적인 다수 공무원들과 더불어

그러면

러시아 관리층의 핵심을 구성한다.

러시아에서 국가공직자의

양적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련 붕괴 이후 현대러시아에서 오히려 관리들의
수가 늘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해 왔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둥 국가기구

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 러시아 국가공직자에 관한 통계수치는 2001 년 1 월 현

재 총 114만 여명， 그리고 그 중 행정직 종사자가 90% 에 가까운 98만 여 명
으로 집계되고 있다.30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러시아를 포함하여 15개 공화

국을 포괄하면서， 국유화 경제를 유지했던 소련에서도 1980년대 중반에 전체
행정요원이 200-240만 명 32) 이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현대러시아 관

리층이 비대해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족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 1990년대 초
에 비해 ‘90년대 말에 러시아 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는 점， 그
리고 그것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변화로서 경제의 대대적인 사
유화 결과 당연히 과거 소련의 국가기 관에 속하면서 경 제 영 역 에 종사했던 엄

청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측과 어긋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러시아 관리층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증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김뺑손은 먼저 소련과 현대러시아의 통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소련 시기 국가공직자들의 숫자는 정확히 판별하기
가 곤란한데， 그것은 중복되는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들과 조직들에 분산되

어 있었고， 국가행정 기능의 많은 부분이 공산당과 노동조합들에 의해서 수행
30) “ 06 OCHOBax rocynapcTBeHHo꺼 C .ny*뻐 POCC 뼈CK얘 φenepaUHH ，" C. 1.
31) B. E. rHMne JlbCoH(2002) , C. 30 (Ta 6J1Hua 1).
32) TPYI1 B cccP, 104.: UCY cccP , 1988, c. 30, rHMne Jl bCoH(2002) , c. 1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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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행정직 종사자’ 이외에도 실제적인 ‘국

가공직자 기능’을 수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가 하면 현대러시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정요원들 이외에도 건
물 경비원， 운전기사， 단순직 비서， 기술요원(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둥 ‘주변
직원들’까지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체 관리층의

약 10% 에 해당

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김뺑손은 동시에 현대러시아에서 ‘시장경제 및 민주화된 사회로의 이행과정
에서 국가행정 요원 숫자의 증가를 결정한 객관적인 요인들’ 세 가지를 지적

하고 있다. 그 첫째는， 과거의 국가계획 기구는 사라졌지만， 대신 새로 형성된
시장을 조절(감독)할 기구가 필요하게 된 관료제 내부의 구조적 변화의 문제

이다. 둘째로는， ‘90년대 들어 과거 중앙집권체제의 약화 또는 해체의 결과 지
방분권이 강화되면서 각급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권능 확대를 위해 관리층
을 크게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시기 지방정부들이 누렸던 광범위한
연성

예산제약과 상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급 수준의

법원， 선거관리위원

회， 감사원 등 각종 ‘민주주의 제도들’의 신설 결과 거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33)

러시아에서 관리층의

오히려

국가공직자의

양적 규모는 그러나 국제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당 또는 직업당 비중이

OECD 권

국가들은 물론

중 · 동부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상당히 낮은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34) 이는 현대러시아에서 흔히 지적되는 관료제의 비효율성
문제는， 단순히 관료 개개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의 비대한 양적 규모

때문이라기보다 관리들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해
당 직책에 필요한 자질(교육수준과 숙련도)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관리층의
인 사실은 바로 ‘연방 수준의

양적 규모의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

감소와 지방수준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1994-2000년 기간에 연방정부 기구들에 종사한 관리들(‘연방 수준의 연방관리

들’)의 수는 (‘94년도에 비해)

10%

줄어든 약 4만 명 정도였다. 그 비중은 전

체의 3，8% 에서 2，9% 로 감소했으며， 지역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활동한 연방

33)
34)

B. E. rHMIl eJlbCoH(2002) , CC.
B. E. rHMne JlbCoH(2002) , C.

10-14
34 (Ta 6J1Hu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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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들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러시아 관리층의 압도적 다수는 지역

에 분포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이 시
기에 지역에서 활동한 연방관리들의 수치가 8% 증가에 그친 반면， 연방구성
주체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부 관리들의

비중은 무려 20% 이상 증가했

다 .35)

다음으로 관료제의 위계구조별 분포를 보자.

먼저 총 국가공직자 중 약 99% 가 ‘B ’ 범주에 해당된다. 그들 중 13-15% 가

‘관료 엘리트’에 해당하는 상급관리(고위급 및 주임급)이며 나머지가 중하위급
직원들이다. 이들 중하위급 공무원들의 직급별 구성을 보면 책임급 : 선임급 :

신임급 비중이 각각 러시아 전체로는 1:2:1 , 연방중앙 수준에서는 2:4:1 , 그리
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2:3:2 의 분포를 보인다. 정부 규정상 책임급 대 선임
급의 비율을 1:4 로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1:2 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
다. 결국 러시아 관리층의 압도적 다수가 ‘B’ 범주에 속한 선임급， 책임급 관
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75% 에 이른다，36)

3.3
3.3.1

관료의 충원과 정책결정
충원: 시기와 기준

국가 기능의 핵심적 담지자로서 관료의 충원 문제는 그들이 수립，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국가-사회 관계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 본 러시아 관료층의 내부 구성에서 충원과 관련
된 하나의 사실은 (정무직을 제외한) 중상층 관료들이 충분한 직업적 안정성
을 누리는 반면， 신진 인력으로 채워지는 하급직이 높은 유동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공직에

임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연방수준 관리들의 절반이 브

레즈네프 시기부터

봉직한 사람들이며， 여기에

그 수치는 60% 에 이른다.

고르바초프 시기를 포함하면

직급별로 보더라도 상급 및 책임급 관리들의

60%

가 또한 페레스트로이카 이전부터 국가기관에 들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충원된 ‘신선한’ 피는 4분의 1 도 안 되
는 것으로 드러났다.

35)
36)

B. E. r씨neJlbCOH(2002) ，
B. E. r뻐neJlbCOH(2002) ，

C. 13.
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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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층의 이러한 내부 구성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위계제의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교육수준의 급격한 하락이 관찰되는 것이

다. 국가공직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B’ 범주 전체에서 고등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관리들의 비중이 3분의 1 에 이르는데， 이는 신임급 이상 공직자
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분야의 고둥교육 이수자여야 한다는 ‘러시아연방 국가
공직법’ 제 6조의 규정과 명백히 어긋나는 현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

방수준의 연방관리들 중 상급관리들 모두가 고등교육 이수자들인 반면， 선임
급 관리 중 전문분야의 대학교육을 받은 자는 20% 에 불과하다. 신임급 중에

서는 37% 가 고등교육을， 43% 가 중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심지어 20% 는 중등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윈)

이 두 가지 사실， 즉 하층관료의 높은 유동성과 중간층 간부들의 낮은 교육

수준은 러시아 관료층의 충원에서 유능한 청년층의 공직 기피와 무능력한 장
년층 간부들의

존속이

되풀이되는 이른바 ‘부정적

충원의

반복’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상층의 높은 직업적 안정성은 소련체제의 붕괴와 그 후 수
차례의

정부 부처

재조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섞여졌을 뿐 같은 통나무

들’부터 ‘새로운’ 간부들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새로 국

가기관에 진입한 고등 전문교육 이수자인 청년층에게 그만큼 승진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는 것을 뜻한다. 직업적

안정성과 함께 ‘숭진’의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는 관료제 내부 구성원들의
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현실적으로 최저

기회와

책임성과 능력을 담보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

수준 38)( 이들 신임급 관리들은 ‘뇌물 수수’의 기회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에 승진의 기회마저 요원하게 보인다면 그들이 공직에 장기간 남아있을 유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러시아 사회생활에서 중요하
게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인맥과 연고)을 어느 정도 구비한 뒤 미련 없이 사

적 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러시아 관료제 내의 하급부

문에서는 사기업 부문으로 지속적인 인력 유출 경향이 목격되고 있다.

B. E. 대IdneJ1 bCOH(2002) ， CC. 20-2 1.
38) 러시아 관리들의 보수 수준에 관한 정확한 통계적 조사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

37)

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의 경우 러시아인의

교하여 국가공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93년

115% ,

’94년

117%,

월평균 소득과 비

’95년

107% ,

’96년

120%로 나타났다. 김진만 (2001) r 현대러시아 관료제의 부정적 특정에 관한 소고 J ，
『슬라브학보~， 제 16권 1 호， 40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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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전국적인 수준의

일률적인 국가공직

시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관리층의 충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접촉 (personal contact) 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전반(‘94년) 옐젠정부 하
명의 정치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자
정부 관리의

100

레인의 면담조사에 따르면 행

D.

71% , 입법부관리의 81.4% 가 개인적 접촉을 통해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충원 대상자의 사회적 출신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

다. ’개인적 접촉‘의 구체적인 대상을 영향력 순으로 구별해 보면 직장동료，
유사한 정치관을 공유한 친구， 그리고 가족성원 순 이었다. 고르바초프 시기
와 비교했을 때 변화는 ’친구‘가 가족구성원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러시아에서 국가공직자의 충원체계가 계급 · 계층적 귀속이 아니라 개별
적인 사회적 연결망(individual soci떠 networks) 이 된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39).

관료제의 위계제 내부에서 승진의 요인 또한 고르바초프 시기에 지배적이
었던 능력(엽적)기준 (rneritocratic criteria) 으로부터의 쇠퇴가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적 접촉에 의한 충원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995년 봄 ‘러시아 행정학교’ 교육생이던 128명의 각급
연방 및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나셰프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공

무원들의 경력(성공적인 또는 반대로 불운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충성 및 후원관계’로 지적되었다(크게 영향을 미친다.영
향을 미친다 =45%:41%). 영향력 면에서 그 다음 순서가 큰 격차를 갖고 업무

추진력(19:56) 이 차지했으며， 교육 및

전문성의

제고가 경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 (5:49) 에 머물렀다. 특기할만한 사실

은， 관리들의

경력문제에 ‘이러저러한 경제구조들(=기업들)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실제 상황보다 명백히

지지’가 상당한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

는 응답에서도 16:41 로 나타남).때) 이러한 상황은 레인이 지적하듯， 정치적 불

투명성이

높은 체제전환기에

소비에트 행정체계와 연관된

공식적

연결망이

붕괴하자 공식적 자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대신 개인
적 신뢰성과 충성도가 보다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4 1)

39) D. Lane(1999) , p. 185.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3 년에 걸친 필자의 산발적

인 인터뷰는 여전히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40)

M. H.

229.

AlþaHacbeB (l 997)

KJ1HeHTeJ1H3M H Pocc깨CKaJf rocy.aapcTBeHHocTb , M. ,

cc.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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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책결정과 집행: ‘법적 니힐리즘’과 특수주의적 집행
그렇다면 러시아 관료제 내 정책결정과 그 집행에는 어떤 규준이 존재하는

가? 관리들은 해당 법령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가? 공식적인 규정 이외에 어

떤 요인들이 정책과정에 큰 영양을 미치며， 그것은 러시아 관료제 조직에 어
떤 의미를 갖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행정체계에 관한 전반적 규정은 1995년에야 비

로소 통과된 ‘러시아연방 국가공직법’이었다. 이 법은 그나마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많은 부분을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연방법령 및 연방구성주체들의 법적

규정에 미뤄놓은 실정이었다. 이는 1990년대 전반기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
서 러시아 관리들이 새로운 관료제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보편적인 상위 법
령도 없이 국가행정에 종사했다는 것을 뜻했다. 이
삼은 것은 크레블린으로부터

시기에 그들이

하루가 멸다 하고 쏟아진 옐젠

지침으로

대통령의

각종

포고령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산발적인 ‘업무 규칙’들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러시아 관리층으로 하여금 일관성이 결여된 각종 대통령령과
업무규칙을 빈번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모호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호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소련 시절 공산당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
가 존재했을 때에도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관료층은 이제 국가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가재산의 ‘사유화’와 ‘시장경제의 형성’이라는 정책 환경에
서 ‘개혁’의 유일한 집행자로서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황금기를 구

가했던 것이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공식적인 업무수행 규정의 존재 여부 및 그
준수 문제에

대한 러시아 관리층 자신들의

탑변은 그러한 사정을 보여준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예의 1995 년 조사에서 1)당신의 업무범위는 얼마나 정
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2) 행정기관의

정책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해당 규

정과 지침이 얼마나 지켜지는가? 라는 두 질문에 대하여 첫째， 단지 응답자의
20% 만 업무 규정이

정확하고， 50% 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30% 는 자신의 직위와 상관없는 기능을 자주 수행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5% 의 응답자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정책검토 및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65% 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관련
규정이 자주 무시된다고 답했으며， 오직 8% 의 응답자만 공식적 규정이 행정

41) D. Lane(l999) ,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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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조사에서

상급자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행정과정이 공식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거의 60% 의

행정관리들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

면 업무 수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쩌) 관료제 조직을 포함하여

러시아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법적 니힐리즘’을 그대로 증언해주는 답변들이

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행정과정에서 공식적인 업무 규정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러시아사회에서
흔히

‘음성적’ 요인들로 불리는 것들이다.

앞서

승진요인에서

압도적이었던

‘개인적 충성 및 후원관계’가 단연 수위(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60%:35%)
를， 그 다음이 동둥한 비율 (25:60) 로 ‘학연’ 및 ‘지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
연관계 '05:55) 가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제도적

맥락에서

러시아관료제 조직과 외부 사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요인은 개별 공무원들의 경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

한 경제구조들에 의한 관리들의 지지’ 문제이다. 이는 러시아 관료제가 많은
경우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세계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지탱되는
‘관료제의 상업화’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관리들이 자

신들의 공식적인 보수 이외 현금 수입에 훨씬 민감해졌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정책이 관리들의 자의에 의해 ‘특수주의적’으로 집행될 개연성이 크게 증

대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과 규정들이 관료
나 기업의

펼요(또는 일방의 요구)에

경쟁적 위치에

따라 특정

개별기업에

유리하게

(또는

있는 다른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 이러한

특수주의적 정책집행은 광범위한 ‘사유화’와 초기 ‘시장경제의 형성’이 이루어

지는 조건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관료와 기업(가)들의 접촉이 강제

력과 권위를 갖는 일정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 양자의 접촉빈도가 증가할 때 그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었다 .44) 1990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상층에서 번성한 ‘금융 산업집단’과 관련
된 정책집행이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특수주의적 집행이라면，

42)
43)

일상 수준

M. H. 때 aHacbeB (l 997) ， CC.
M. H.

225-226
AlþaHacbeB(1997) , cc. 226-227

44) 한국 상공부를 대상으로 한 하용출의 연구(각주 11)는 경제개발 시기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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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것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행정관료들(특히 경찰과 국세청)
의 거래관행이었다.

4.
4.1

국가관료제와 사회
관료의 역할과 ‘음성적 공동체’의 제도화

러시아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전통적인 행정관(觀) 또
한 국가-사회관계에서 시민들의 부정적 국가관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정책과정에 대한 개인적 통제， 업무적 관계를 개인적 관계로 치환하기， 자
신이 봉사해야 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경향 그리고 공적 정보를 자신의 이익
에 맞게 조작하기 등은 구체제로부터 전승된 러시아 관료들의 특징적인 행동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45). 이런 행동방식은 특히 국영화된 경제의 영역이 압
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그에 따라 경제에 대한 관료들의 개입 여지가 커질수

록 더욱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료들의 근무활동은 사실상 사
업가적 스타일을 띠게 되고 그의 업무가 국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개

인기업의 이익을 위한 관리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소련 말기에 나타난 것처럼 ‘국영기업의 사적 전유(專有)’가 일어나

는 것이다.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유화’ 정책의

결정

진행된

빈번히 관료적 자의가 개입된 국가주도 ‘사

및 집행 과정에서도 본질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제고라는 관점보다는 관료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정적

효율성

동기’가

주된 추진력이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관료제 내에서 공식적인 법령과
규칙들이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업무처리와

인사 문제가 흔히 개인적인 보호-피보호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에서， 주
요 정책결정은 행정엘리트권의 집단적 공모(共짧)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배
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 세력의 관료제 내부 침투를 용이하게 해

45)

A. H. COnoBbeB (l 998) “Oco6eHHOC 깨 MexaHH3Ma npHH~TH~ rocy~apcTBeHH잉x pemeHHß B
nOCTCOBeTCKoß POCCHH COUHoKynbTypHhle H nCHXOnOrll'l eCKlle napaMeTphl," KY08 HO(}T
POCCHJl? no~ pe~.

T. 3aCnaBCKOß , M.: HHTepueHTp , C.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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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시점의 러시아에서 대기업 총수

출신들이 정부(‘96년 대선 직후)의 경제부총리직(뽀따닌)과 국가안보회의 서기

직(베레좁스끼)을 맡았을 때 ‘금융-산업집단의 관료제 통제’는 누구도 의심하
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뼈)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한 ‘의사 시장경제’ 상황에서

러시아관료들 특유의 생존 및 소득 증대 전략은 ‘관료기업’ 현상으로 나타났

다. 관료 개인들 수준에서 그것은 특수주의적 정책집행을 통해 개별 기업들과
맺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통한 수입의 증대(곧 뇌물 수수)로 실현된다. 이는
국가제도인 관료제와 사적부문인 기업 사이에 보호-피보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개별적인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계적인 관료제 내에서
는 피보호자의 위치이면서 사적부문과 관계에서는 보호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피보호 관계의 연쇄는 현대러시아의 정치경제

상층으로부터 일상적 사회관계(쏘찌움 :co따YM) 까지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지적
되고 있다 .47) 제도적

수준에서

‘관료기업’ 현상은 연방중앙(대통령

행정실을

포함하여 군대， 경찰까지)과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국가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예산외

기금’의 존재들이다. 그것들

은 금융기관， 상품， 임대용 사무실 둥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지역수준에서는 ‘지

역회사’， ‘거래소’ 등으로 불리면서 모(母)행정기관들의 직접적 수입원으로 기
능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기업’ 현상은 중세(14 세기

무렵) 시대부터

으뜸가는 고정적 수입원으로 간주해 온 러시아 관료제의 역사적

관직을

전통을 상기

시킨다 .48)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구체제로부터 물려받은 음성적 사
회관계가 우후죽순처럼 번성하게 되었다. ‘사유화’를 매개로 상호침투를 가속

46)

1990년대 러시아에서 국가와 대기업관계에 대해서는 A. ~. 3yaHH(1998) “ rocyaapCTBO H GH3HeC B nOCTKO뻐YHHCTHQeCKOR POCC 뻐

KYOIl HOt! T POCCHJI?

noa pea. T

3aCJJaBCKOR , M.: HHTepQeHTp 참조.

47) 이러한 입장에서 러시아의 구체제와 현대사회를 분석한 연구로는 아파나셰프의 앞
의 책이 있다.

48)

이미 중세 (14세기 무렵) 시대부터 짜르에

대한 행정공무 봉사의

대가로 대귀족

(GOllpb) 이 급여 대신 관할영지의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각종 수입으로 생활하고
축재하는 ‘현직부양’ (KopMJJeHHe) 제도가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개혁과 관료제의 역사

를 관련시 킨 논의로는 MapHHa 03epHa껴(1995) “ POCC때CKall G~pOKpaTHlI KaK nepneTyM
MoGHJJe pelþopM ,“ KYOIl HOt! T POCCHJI? noa pea. T. 3aCJJaBCKOR , M.: HHTepQeHT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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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관료제와 기업간 관계는 현대러시아의 주된 사회적 정조(情調)를 형성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적 사회관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제도의

기

능양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적용양식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 하

상층 국가기관들의 우선적 기능은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는 각급 국

가기관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에

있었다. 각급 국

가기관에 대한 공정한 자원 재분배야말로 행정적 관점에서 본 사회정의의 관
념이었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정책은 자주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각급 기관들은 자기 조직의 보존 및 역할 증대를 위해 상급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할당받기 위한 로비를 적극화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사회적으
로 과장 광고하며， 다른 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전체적 기능은 저해되고，
각 기관간 권능의 경계가 불투명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련 시기의 ‘전능한 국가’ 관념이 거부되고 사회의 ‘탈국가화’가 급속히 진행

된 현대러시아에서， 그러나 새로운 국가의 위상과 기능은 사회적으로 합의되
지 못했으며， 정치엘리트들은 효율적인 통치구조와 행정기술을 확립하는데 성
공하지 못했다 .49)

개인들의 일상적인 행위 수준에서도 러시아의

음성적 사회관계의 제도 화

가 관찰된다. 소비에트 체제하의 개인들이 국영경제의 현실에 불가피하게 적
응하면서도 ‘사회적’ 소유를 개인적
화할 가능성을 가졌다면

이익에

맞게 일정 부분 음성적으로 사유

현대러시아의 경제상황에서 개인들은 합법과 비합법

의 경계를 념나들면서 획득한 생존 자원(곧 음성적 직엽 또는 수입)을 국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0) 기존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온정주의적
국가가 (억압적 국가와 더불어) 사라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현장에
버려졌다고 느낀 개인과 가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수탈자로서 나
타난 국가가 강제하는 법과 세금으로부터 탈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90년대 러시아국가가 보여준 매우 낮은 수취능력은 주로 거대기업들의 의도
적인 탈세정책에서

르(재래시장)의

기인한 것이지만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현상은 거리의 끼오스끄와 바자

광범위하게

만연된 현상이었다. 대중적

인 ’법으로부터 탈출‘ 현상 또한 과거 공산주의 독트린의 비현실성에 대한 상

49) P. Ma I< cYJlOB(1998) , CC. 161-163.
“ nOCTCOBeTCKoe rOCY JlapCTBO KaK reHepaTOp KOHφIHKTOB ，" COUHC,
c. 19.

5이 P. P퍼ÕI<HHa (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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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반웅이었지만， 지금 그것은 정상적인 생존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협하
는 비현실적

법령과 관료들의 자의적 수취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막(러시아에

서 ’끄뢰샤(지붕)‘란 말은 일반화되어 있다)의 강구의 결과이다. 상층엘리트와
국가관료들의 불법적 행위는 그대로 대중적인 수준에 반영되어

4.2

있는 것이다.

사회의 해채자로서 국가: 경찰의 사례

체제전환기의

러시아에

나타난 국가-사회 관계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내무부 소속 경찰관들의 생존전략 및 행태이다. 본래 일상생활에서 법질
서 체계를 수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가 행정의 질
과 성격은 경찰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에 드러나며 주민들의 국가인

식은 바로 경찰관들의

행태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보호자요 ‘사회의 통합요인’으로서 국가인지， 아니면 주민

들로부터 수취자요 ‘사회의 갈등요인’으로서 국가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직접
적인 바로미터가 경찰관들의

행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경찰관들의 공식적 업무 외 ‘부업 활동’에 관한 휩끼나의 사례연구 (1999) 는 흥

미있는 사실들을 보여준다.
소련 시기

경찰에게는 짧은 근무시간， 주택의 보장， 긴 휴가， 교통비 무료

등둥 매우 효율적인 동기부여가 존재했기

때문에 부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대부분의 다른 계층과 집단이 겪었던 것처럼 그러한
특전들과 동시에

엄격한 통제체계가 동시에

와해되면서

러시아 경찰관틀은

자신들에게 고유한 돈벌이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현존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사하는 비공식적

취업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의 수호자’인 경찰들의 추가적， 비공식적 취
업은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들의 부엽장소나 영역， 구체적

인 활동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사기업분야에서 건물 및 화물의 경바 업무가

압도적이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경찰들의 이러한 불법적 취업과 추가 수입
구조는 단순히

개별 경찰틀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충분히

제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경찰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기관들은 그것을
이미 자신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 형태로 파악하고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

고 있으며， 경찰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부가적 취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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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이미 적응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현상은 ‘국가 경찰에 의한 사적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회 • 경제제도가 현대러시아에 동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51)

1990 년대 이후 러시아에 만연된 경찰관들의 부엽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대
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한 경찰52) 의 58% 가 자유시간

에 돈벌이를 한다고 웅답했으며

주당 약 30시간을 근무 외 돈벌이에 할애하

고 있고， 16% 의

경찰은 심지어 근무 시간에 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인들의 평균 추가 취업 시간이 본래 직업활동 시간의 33-40% 인데 비
해 경찰들의 경우 60% 에 이르는 점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수
호와 주민 보호가 오히려 부업이 되고 사적인 추가 취업이 오히려 주업이 되
는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많)

보다 심각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문제는 경찰들의 비공식적인 사적 서비스
가， 그 자체 불법이라는 차원을 넘어， 경찰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핵심적인 ‘국가기구 구성

원’으로서 사회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경찰이 자신의 추가 수입을 위해

동시에 ‘사적 피고용인’ 신분으로 음성적인 비즈니스를 용인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많은 사기업

활동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경찰이 동시에 사회질서의 물리적 수호자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
러시아 경찰들이
사적

‘형식적으로는 국가공직자 지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피고용인화’하는 현상은 소련 붕괴

이후 급격히

심화된 러시아 사회의

범죄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흔히 ‘국가의 마피아화’로 불리는， 관료
(이 경우는 경찰)와 범죄조직의 유착은 관료와 주민의 갈등 관계와 선명히 대

비되는 현상이다. 경찰 간부 자신들의 평가에 다르더라도 경찰관들의 권리 남
용을 긍정하는 비율이 96% 에 이르고

경찰관들의 부업 행위 수단이 불법적이

라고 판단하는 비율 (35%) 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비율 (33%) 보다 높으며(나머
지 32% 는 ‘모른다’고 웅답)

그리고 범죄조직이 경찰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고 보는 경찰관들이 상당수 (20%) 에

51)
52)

P. P뼈KHHa(1999) ，

이르고 있다. 경찰관들의 위법

c. 69.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부정적 활동에 대한 경찰 자신들의 평가이므로 이하
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53)

행위

P. Pbl fJ KHHa(1999),

cc. 7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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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죄세계와 유착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급여 수준54) 의

급격한 하락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단순 재생산의 위협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러시아인 일반

의 부업소득 비중이 전체 소득의

20%

선인데 비해 경찰관들의 경우는 그것

이 무려 60%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급여를 현실화하면 비공식 취업이 없어
질 것으로 본다는 경찰관 자신들의 웅답55)은 그 자체로만 보면 논리적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찰관들의 책임 방기와 불법행위 종사는 소
련 붕괴 이후 국가보호의 급격한 상실을 의미한다. 소련 시절 ‘요람에서 무텀
까지’ 국가의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생활했던 러시아인들은 견고한 물질적

기

반을 갖추기 전에 붕괴한 구체제와 범죄구조화한 새로운 국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56) 대중적인 ‘법으로부터 탈출’ 현상은 과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식적 독트린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

반응에

현대러시아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기원을 갖는 것이지만，

생존전략으로 선택되

고 있다.

5.

요약 및 잠정적 결론

근대 이전부터 국가중심적 전통이 강고한 나라들 또는 부르주아지가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경우 서구 사회과학자들이

전

통적으로 구사하는 국가-사회 이분법은 별로 적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나
라들의

경우 ‘국가의 중심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

에서 ‘사회’는 국가 속으로 어떻게 ‘흡수’되거나 ‘용해’되어 국가-사회의

경계

가 모호해졌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15세기

이

후 전제군주가 유일하게 국가를 표상해 온 제정러시아로부터 국가사회주의를

54)

1999년 현재

러시아경찰들의 월평균 급여는 1 ，030루블(약 34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 간부들은 약 6배 정도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55) p.

pμ6I< HHa (1 999) ，

cc. 74-75.

56) 하용출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이행기 러시아 사회에서 관찰되는 네 그룹을
구별하고 있다 1)국가보호에 익숙한 온정주의자들， 2) 친지나 친구만 생각하는 집
단(범죄조직， 신생 비즈니스， 공무원)， 3) 희망을 상실한 부적응자， 4) 극소수의 사회
적 연대 추구자. Yong-Chool Ha(200 1) "Post-Soviet Russia and Civil Society:
The State Factor,"(manuscript)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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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소비에트 체제를 거쳐 인민들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강고한 국가의 중
심성이 유지되어 온 러시아의 경우는 그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대러시아 국가는，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의 권능이 행사됨으로써 ‘전능한
국가’ 개념이 수용된 소비에트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의 탈
국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건설’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현대러시아 국가의 재건설)은 새로 출현한 ‘사회’가 기존의 국가를 거부
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는 조건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거부된 국가는
구체제의

것이었고 펼요한 국가는 새로운 체제의

그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양자는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 대부분의 시기 동안， 새
로운 체제의 권력을 잡은 지배엘리트가 당시 러시아 현실에는 낯선 신자유주

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국가 재건설’ 자체의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초대 대통령

옐씬과 그의 ‘개혁정부’ 대표들은 전

격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건설만이 구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난제들을 해

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개혁’ 정책의 집행이 정상적
인 또는 더 높은 국가의 제도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외면
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가 능력의 실질적 담지자인 국가관료제， 특히 행정
관료제가 정상적으로 확립될 수 없었다. 구체제가 붕괴한 지 4년이 지나서야

겨우 불완전한 ‘국가공직자법’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행정현장에서 거의 존중

되지 않고 있다. 관료제의 충원에서는 유능한 청년층이 적절한 동기부여 없이
단기간 불안정하게 큰무하다 사기업 부문으로 진출하고 무능한 장년층의 높

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질적인 ‘부정적 충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관료의 양성과 등용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개인적 접촉’에 의한 요원 선발이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결정 및 집행
이나 인사문제가 ‘개인적인 충성과 보호-피보호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 관료제에 만연한 이러한 개인적 연고관계의 커다란 영향력

행사와

특수주의적 정책 집행은 현대러시아 사회를 특정짓는 ‘음성적 사회관계의 제

도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경찰관들의

일상화된 ‘부업’은 이미 그

자체 구조화된 러시아 사회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소수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음성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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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화를 대표하는 현상이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 유동하는

국가-사회 관계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국가제도와 비공식적 사회영역
의 혼재， 곧 양자의 부정적 융합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로서
공식적인 국가기능의

읽을 수 있다. 국가기구 구성원 자신들에 의한

방기와 비공식적， 범죄적

외부세력에

의한 국가기능의

침식이 통시에 진행된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관료

제 내부의 웅집성은 유지될 수 없으며， 공식적인 국가정책은 사적 이익의 추
구로 변질되어 해석되거나 그 집행이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과거 소련에

서 국가의 과잉확장이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면， 현대러시아
에서는 음성적 사회세력이 전환기에 표류하는 국가제도를 침식함으로써 국가
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새로운 사회의

무능력한 착취자의

대다수 구성원들로부터

보호자가 아니라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상실했다. 여기에서

그람시를 상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그가 근대 서구 국가들을 관찰하고 주장

한 ‘통합국가’가 현대러시아에서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전도된 형태로 구현되

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 것이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일반대중의 도덕을 경제
적 생산 장치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요구에 적응”시키는 ‘사회형성자요 교육자

로서 국가’라는 그의

개념은

1990년대 러시아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반

대중의 의식을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한 거부와 법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기능

을 수행한 것으로 뒤집어졌다는 젓이다. 따라서 휩끼나가 현대러시아 국가를
일컬어 ‘사회의 해체요인’이라고 지칭할 때 그녀는 그람시 국가의

전도된 형

태가 자신의 조국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셈이다. 또는 우리가 러시
아의 ‘음성적 사회관계의 제도화’에 동의한다면 그 자체로서 러시아국가는 ‘사
회의 형성자요 교육자’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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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1Me

CTaHOB~eHHe HOBOA pOCCHAcKOA rocy~apcTBeHHOCTH H

pO~b (’ocy~apcTBeHHO힌 611pOKpaTHH

KHM

KaKylO

pOnb

HrpaeT

pOCCHßCKa"

!5lOpoKpaTH"

B CTaHOBneHHH

,

qaH-qlCHH

HOBOß

rocy-

napCTBeHHOCTH COBpeMeHHOß POCCHH?
KaqeCTBO rocynapcTBa BO MHOrOM onpenen"eTC" KaqeCTBOM annapaTa
napCTBeHHoro
pa !5 oTHHKOB.

ynpaBneHI쩌，

MOTHBaUHeß ,

KBan~HKaUHeß

rocy-

H OTBeTCTBeHHOCTblO ero

KaqeCTBO rocynapcTBeHHOrO annapaTa BO MHOrOM onpenen"eT HH-

CTHTyUHoHanbHwß nOTeHUHan rocynapCTBa.
B npouecce neMOKpaTH3aUHH H npHBaTH3aUHH COBpeMeHHa" pOCCHßCKa" !5lOpOKpaTHqeCKa"

CHCTeMa nOnBeprHynacb nepeCTpOßKe HepapXHqeCKOß CHCTe Mbl, H

KOMMepUHanH3aUHH H KpHMHHanH3aUHH ee

annapaTa , TeCHO

CB"3aHbl C paCWH

peHHeM "TeHeBblX coo !5Dl ecTB" B 1990-x rOnOB.
B

pe3ynbTaTe

"xaoca"

H KaK

3TOrO ,

pOCCHßCKOe

KOH~nHKreHHOrO

rocynapcTBO

~aKTOpa

06 Dl eCTBa.

HaXOnHnC"
HeraTHBHOe

B

COCTO"HHH

B03neAcTBHe

rocynapcTBeHHblX aKUHß Ha nCHXOnOrHqeCKOe COCTO"HHe HaCeneHH" OKa3anOCb
TaK CHnbHO , qTO HMeHHO OT rocynapcTBa HCXO nHnO HCnblTblBaeMOe HaCeneHHeM
O띠YDleHHe

nOCTO"HHOß TpeBOrH , OnaCHOCTH H He3aDlHDl eHHO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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