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이 선 우*

1.

서론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은 집권 271 를 맞아 집권 초보다 높은 강도로
전략 산업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통제를 시도해왔다. 그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 271 의 정
책들은 경제와 에너지 산업변에서 재국유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둥 일부 반시

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배후 엘리트로서 실로비
키 (Siloviki) 그룹1)이 지 목을 받고 있다(Bremmer & Charap 2어6/2007; 이 웅현

2005). 실로비키의 부상은 푸틴이 권위주의적 경찰국가를 만들 의도를 가진 것
으로 비판받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Kry shtanovskaya & White 2003). 그렇
다면 실로비키는 정권 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엘리트그룹으로 부상했는

가? 과연 러시아는 권위주의적·반시장적 국가로 회귀하고 있는가?

이 글은 푸틴 정권 내부 및 사회적 권력관계의 역학에 초점을 맞춰， 푸틴이
실제로 러시아를 권위주의적·반시장적

다. 푸틴의

국가로 이끌려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

정책을 반시장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실로비

키에 혐의를 두는 비판들은 대부분 실로비키 그룹을 일종의 지배적인 통치엘
리트로 이해한다. 대표적으로 골드만 (Goldman 2004) 은 유코스 (Yukos) 사태와

*
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실로비키 그룹은 구KGB 군대 등 정보·안보 관련 부처 출신의 인사 전반을 일컴는다.

이 들에 대 한 자세 한 논의 는 I뻐 Bremmer & Samuel Charap(2α'13/2007) "The Siloviki
in Putin ’ s Russia: Who They Are and What They Want," ηze Washington
Quarter.ψ'. Vol. 30, No. 1; Anatoly Medetsky (J anuary 20, 2004) "Siloviki ’ s 뀐πamid
of Power Revea1 ed," πze St. Peterseburg Times; Pavel K. Baev(2004) "The
Evolution of Pu tin ’ s Regime," Ploblems of Post-Communism Vol. 51 , No. 6; Olga
Kηshtanovskaya & Stephen Whi t e( 2003) "Putin ’ 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Vol. 19, No. 4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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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로프스키 (Mikhail

Kh odorkovskil 구속에서 푸틴이 올리가J갚히 과두재벌

과의 대렵각을 분명히
본다. 이

했으며， 실로비키와 새로운 엘리트연합펀 형성했다고

연합은 푸틴의

임기가 종결되는 2008년 이후까지도 ‘성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taar 2004).
그러나 푸틴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엘리트에 대한 논의들은 펠리트분파를

반드시

설로비 키 만으로 국한시 키 고

있지

않다 (Babich 2005; Hashim 2005;

S하‘wa 2004). 따라서 푸틴 정권의 모든 정책결정이 단순히 실꼬비키의 이해
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정권 내부에서 다양한 분파
가 경쟁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실로비꺼의 영향력이 다소 -너퇴하고 있다

고 보는 시각마저 있다(Baev 2005). 결국 푸틴과 실로비키 그리끄 산업 재국
유화 행보로 대표되는 일부 반시장적

경향을 단순한 인과관계파 파악할 수

없다 하겠다. 정권 내부의 권력관계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될 펼요가 있고
다른 엘리트분파와의 역학관계 역시 고려되어야만 하기
내

때문이1::-. 또한 정권

엘리트그룹과 사회 세력간의 상호관계도 정권의 노선을 엄뭔히 규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푸틴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엘리트분파들때 대한 다양

한 시각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푸틴 정권을 구성하는 엘리갚-그룹이 비단
실로비키딴은 아니며

경쟁을 통한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상존한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실제 정부의 법적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섣로비키의 이
해에 따라 행위하고 있는 지에도 반론을 제지한다. 그 사례로 이 논문은 2004
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그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가즈프롬 (Gazprom) 과 로

스네프티(Rosneft) 의

유코스 자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즈 (Yugam'emeftegaz) 에

대한 인수 경쟁과， 이후 두 기업의 합병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로비키의 변수만으로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을 설떤할 수 없다

는 주장을 전개하겠다. 또한 푸틴 정권이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썩이라는 비판
을 받는 가운데(Hashim; Golclman 2004) , 일부 에너지기업의 국유화를 근거로

경제 노선마저 반시장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역로비키의 부

상을 강조하는 시각 외의 연구들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친 기업가의 대두
에 주목하고 있다(Barnes 2006; Rivera &
일성으로 서구의

Hivera 2005). 아울러 푸틴은 취 임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닫 뿐 아니라，

WTO 가셉 등 개방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희망해 왔다(이인성 2003).
이 글의 2장에서는 푸틴 정권의

엘리트분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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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한다. 3 장에서는 정권 내 엘리트분파 간 권력역학에 대해 분파별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갈등 사례를 통해 실로비키의
영향력만으로 국유화를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각 엘리트분파가 복합적인 권
력경쟁을 벌여왔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푸턴 정권 동안의
기업가의 사회적 부상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류를 정권 내 엘리트그룹의 향방
과 연계시켜 정권의 노선을 평가한다. 결론에서는 푸틴 정권의 엘리트연합 전
반에 대한 조망과 함께 향후의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시도할 것이다.

2.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비에트 시기의

연구들은 정책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엘리트그룹 간

이해의 상호작용과 국가권력 최상층부의 연합 및 대립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크레블린(Kremlin) 과 정치국 (Politbur이의

폐쇄성 탓에 완벽한 예측과 설명은

불가능했다. 고르바효프 (Mikhail Gorbachev) 시기에 이르러 폐쇄성이 줄어들
자 정책선호를 판별하기가 용이해졌고， 옐친(Boris

Yeltsin) 집권기에는 상당

히 개방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푸틴 정권에 들어와 다시금 폐쇄성이 높아짐에

따라， 크레블린 내의 권력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푸틴 정권 내부의 엘리트그룹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엘리트분파를 대체로
세 개로 분류한다. 옐친 정권의 잔존 세력이라 할 ‘패밀리-올리가르히 (F때ùly

Oligarch)'

그룹과

빼 쩨 르부르그

출신 이

주를

이 루는

자유주의 자

그룹 (The

liberal), 그리고 실로비키 (Siloviki)가 그들이다(Hashim; Sakwa). ‘패밀리-올리
가르히’ 그룹은 옐친 집권기의 왜곡된 사유화의 수혜자들로 옐친 정권의 퇴진
과 함께 안전의 보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푸틴을 지지하였다. 올리가르히(과
두재벌)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 ‘패밀리-올리가르히’를 중요한 엘리트분파

로 보는 논의들은 푸틴 집권 동안에 벌어진 이들과 실로비키의 대립에 주목
해왔다(이웅현

Goldman 2004; Sakwa). 사쿠아 (Sakwa， 63-64) 에 따르면， 실

로비키와 올리가르히의 대립으로 인해 푸턴 정권의 정책결정 과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노정했다. 그러나 푸틴과 ‘패밀리’의 연합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푸
틴의 정치적 부채로 인한 것일 뿐， 이들이 원만한 관계 이상의 유착을 형성하
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유코스 사태 이후엔 ‘패밀리’의 영향력이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는 시 각도 있다(유진숙 2006; Gold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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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그룹은 사브착 (Anatoly Sobchak) 이 레닌그라드 시장이던 시절，
푸틴이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때 형성한 인맥이 주를 이루고 있 1斗. 이들은 정

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는 경세적 자유주의
를 지지하지만，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시장획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가의 역할
이 필요하다고 본다 (Shevtsova

2005, 235). 옐친 시기 국가는 λ 핀을 위한 공

공재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했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세제를 가|혁하고 공적

안전을 보장하며 재산권과 계약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테 자유주의자
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해야 딴다고 보기 때문에 끼외적으로 세

계경제로의 통합을 주장해왔다(Hashim， 32).
자유주익자 그룹이 시장경제를 선호하고， 올리가르히 역시 국까의 시장 개
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았다. 이에 관

해 치간코프 (Tsyga따wv， 130) 는 푸틴의 시장경제와 서구에 대힌 선호가 올리
가르히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자 그룹이 천연자원 수

출과 같은- 주요 소득원이 소수 과두재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부 진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 그룹과 올리가르히의 ;성제적 이해가

동일하다.끄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실로비꺼

그룹은

전술하였듯，

구KGB，

군대

동

안보·정보 관련

무력부처

(Force Ministries) 출신의 인사 전반을 일걷는다. 강력한 국가기극 L 익 재건을 통
해 강대국 러시아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이렐의 정치적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일부 반시깡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뜰 제한하고 전략부문을 국유화하고자 한다(이웅현). 에 L 지 부문에 대
한 국유화는 경 제 논리 보다 안보 등 정 치 논퍼 에 입 각해 있다 (Smith

2006).

한편， 최근의 논의들은 푸틴 정권의 엘리트-분파를 다소 다르게 보고 있다. 실
로비키와 자유주의자 그룹 외에도 러시아의 제반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제도적
인

개혁달

중요시하는

제

3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Bremmer and

Charap; Babich). 이 들은 기 존의 논의 에 서 뱀 자유주의 자 그룹으로 분류되 곤 했
으나(Kryshtanovskaya & White 2005; Hashim; Sakwa) , 근래의 행보와 그 영
향력의

증가로 주목받고 있다. 실용주의적인 테크노크라트 (The technocrat) 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들 그룹은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은 가즈프롬의 끼배를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mmer & Charap, 85). 경제노선에 있어 테
크노크라므 그룹은 시장경제에 반대하지 않으나 국가가 주도적꾀-로 개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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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보다 적극적인 국가역

할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엔 테크노크라트의 주요 구성원인 메드베
데프(Dmitη Medvedev) 가 푸틴의 유력한 대권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조선일보

2007.04 .1 4) ,

이 제 3 의 그룹이 정권 내에서 지니는 영향력

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푸틴 정권의 엘리트분파를 ‘패밀리-올리가르히’， 실로
비키， 자유주의자 그룹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제

3

의 분파로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부상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엘리

트분파의 세분화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동학을 명료화하고자 했지만， 주로
각 분파에

대한 도식적 분류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잡한 권력관계의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각 그룹의 성향 및 노선은 유동적
일 수 있고， 각 그룹에 속한 구성 원의 이 념 적 스펙트럼 또한 균일하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결국 엘리트분파에 대한 연구는 각 그룹의 도식적인 분류를 넘
어 상호 이해 및 갈등의 중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하， 이들 네 개의

엘리트분파를 중심으로 푸틴 정권 내부의 권력관계를

고찰한다.

3.

푸틴 정권 내 엘리트 그룹

3. 1. ‘패 밀 리-몰리 가르히 (Family-Oligarch) ’
옐친의 유산이라 할 ‘패밀리-올리가르히’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푸틴을 지지

하였다. 옐친의 후계자인 푸틴의 당선을 통해 공산주의로의 회귀를 막고 전환
기에 형성한 부를 지키고자 한 의도였다. 그러나 푸턴의 ‘패밀리-올리가르히’
그룹과의 연합은 옐친의 그것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과두재벌이 정치에 관여하

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기반하고 있었
다. 푸틴은 당선 이후 이들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몇 차례의

개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집권 1 기 말에는 그가 더 이상 옐친에 기대어 있는 것으

로 보기 어 려 워 졌다 (Sakwa， 65). 올리 가르히 와의 화해 국면 조성 에 도 불구하
고， 집권 초기에 이미 언론재벌 구신스키 (Vladimir Gusinsky) 와 갈등관계를 형
성했고 이어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 와도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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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두 명의 영향력 있는 과두재벌의

권력과 재산을 박탈하여 국외로 추

방함으로써 푸틴 정권은 ‘패밀리 올리가르히’와의 긴장관계를 높였다 (Goldman

2003 , 131-141).
2003년부터 시작된 유코스 사태는 푸틴의 행보가 과두재벌의 끼해에 일방적
으로 휘둡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분명한 사례가 되었다. 200::년 10월 25 일

검찰은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유쿄스의 사장 호도로프스키를 체포하고， 회

사의 지분 53% 를 압수하였다. 이는 그간 공공연히 정치적 야망필- 드러냈던 영
향력 있는 과두재벌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짙었다(정여흰·김석환 2004 ,

92-94). 또한 이

체포의

과정에서

(Alexander Voloshin) 대통령

‘패밀리’

행정실장이

그룹의

잔존

의도적으로

인사-였던

소외되더

볼로신

사임하였다

(Hashim , 39). 이로써 푸틴에게 반기를 든 파두재벌과 옐친 정권 때부터 정부
에 유임되었던 ‘패밀리’ 그룹이 권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정권

이 떠안았던 옐친의 유산에 대한 의존 경향씨 현저히 낮아질 수 샀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패밀리-올리가르히’ 그흙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한 것으
로 보긴 어렵다. 2002년의 한 연구는 8 개의 기업집단이 러시아 상위 64개 기
업의 지분 85%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oscow

‘패밀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Times 20재 .08.23). 또한

신(新)올리가르히

아브라묘비치(Roman

Abramovich) 와 마무트 (Alexander Mamut) 는」 베레조프스키 등이

한

이후에도

공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권력을 상실

아브라모비치운

데리파스카

(Oleg Deripaska) 와 합작으로 러 시 아 알루미 늄 시 장의 75% 를 석 권하고 있는
바(B없nes ，

194) , 전형적인 과두재벌임에도 여전히 푸틴 정권의 엘리트그룹으

로 건재하다. 더욱이

그는 추코트카 (Chukotka) 지 역정부의

수깐-직까지

부와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알렉페로프 (Vagit

는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

루코일 (Loukoil)의

회장이고

맡아

Alekperov)

포파닌 (Vladimir

Pota띠n) 은 옐친 시기 왜곡된 사유화로 성장한 대표적인 과두재벌이지만， 현재
까지 푸틴과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자 유주의 자 (The libera l)

자유주띄자 그룹은 페테묘부르크 출신으로 푸틴과 시장실 엽 뚜를 함께 했
던 인사들이 주축이고 여기에

경제전문가와 전직

경제인들이 포합된다. 대표

적인 인사로는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그레프 (German Gref)와 재끽부장관 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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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Aleksei Kudrin) 을 꼽을 수 있다(Bremmer & Charap, 85) , 그리고 푸틴 정
권의 연방단일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대통령 전권대리<i} (envoy) 으로， 전
총리인 키리엔코(Sergei Kirie때이와 전 대통령 부행정실장인 코작(Ðrnitry

Kozak)

이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Kryshtanovskaya & White

2005,

1070-1071). 이외에 크레블린의 경제보좌관으로 푸틴 집권 초부터 경제관련
정 책 에 상당한 영 향을 끼 쳐 온 일 라리 오노프 (Andrei Illarionov) 와 러 시 아 통
일에너지시스템 (UES) 의 회장 추바이스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유주의자
들이다(이웅현，

164) ,

자유주의자 그룹은 집권 1 기에 그 입지가 확고했을 뿐 아니라， 일라리오노프
와 쿠드린， 그레프의 경우 푸틴과 집권 2기까지 임기를 함께했기 때문에(서동
주

2005, 297-299)

그 영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그레프가 공

공연히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특히 가즈프롬이 개혁되어야
함을 주장함에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라리오노프가 유
간스크네프테가즈의 매각이

헐값에 이루어진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니었다(Kryshtanovskaya & White

2005, 1072) ,

더욱이 푸틴 정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임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추바이스의 경우
크레블린의

급속한 권위주의화를 우려해

온 카시야노프 (Mikhail

Kasyanov)

전 총리 2)를 지지하다가 암살의 위기까지 겪었던 바， 현재 푸틴 정권 내부에
서 자유주의자 그룹의 입지가 우세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푸틴이
여전히 시장경제에 대한 기존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유주의자
그룹을 엘리트그룹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3.

실 로비 키 (Silovik j)

언론 및 연구자들로부터 푸틴의 엘리트연합 내부의 가장 강력한 분파로 주목

2)

차시야노프 전 총리는 현재 푸틴에 반대하여 자유주의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대표적인 패밀리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York:

Routl벼ge， p,

63

Rchard Sakwa(2004) Putin' Russia's

αwice. London

and New

등을 참조. 추바이스 또한 현재는 자유주의자로 인식되나 옐친

시기 사유화를 책임졌던 패밀리 그룹의 일원이며， 올리가르히로 분류되기도 했었다. 이

와 관련해서는 Marshall 1. Goldman(2003) π7e Piratiza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1edge, pp 141-143 등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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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그룹은 실로비키이다. 반서방의 기수라는 의심까지 더해셔 유코스 사
태 이후에는 확고한 엘리트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Bremmer & Charap, 84).
푸틴 자신이 구 KGB 출신에 FSB(KGB 의 후신) 의장을 역임하있다. 그리하여

2000년 대선 직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신뢰하는 동료 띤사들이 고위
공직에

대거 진출하였다. 93년 옐친 정권 하의 실로비키의

엘 L 트 충원율이

1 1.2% 에 불과했던 데 반해， 푸틴 정권 이후에는 25.1%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

는 푸틴 정권의 핵심적인 엘리트분파로서 실로비키의 입지를 입 증한다. 집권
1 기에 이띠 2000 명 이상이 러시아 내 각급 정부부서에 포진한 씌으로 알려지

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이외의 여타 기관 및 기업에까지 진출한 llj 율이 낮게는
15% 에서 높게는 70% 에 이른다는 통계는 실로비키의 영향력이 젠권의 차원을

넘어 전 센시아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Medetsky

2004; Kry파1tanovskaya

& White 2003 , 292-303).
정권 내 엘리트그룹으로 실로비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푸틴이 과두재벌들

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올리가르히를 몰딛끼l 키면서부터
였다. 푸틴의 행보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떤 구신스키와 베레조핀스키 그리고
호도로프스키를 불법 재산증식의 사유를 붙여 정치적으로 거세시꺼는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그룹으로 실로비키가 대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Goldrnan 21α)4).
이들 중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i

Ivanov) 부총리와 빅토르 이 :I}-노프 (Victor

Ivanov) 보좌관은 KGB 출신으로 대표적인 싣로비키인데， 현재 세 쿄-게이 이바노
프는 메드베데프와 함께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푸틴의

집권 2 기

내각은 실로비키가 절대적인 다수를 점한디

프라드코프

(Mikhail Fra바wv)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여 라브로프 (Sergei LéIVroV) 외무장
관， 파트루쉐프 (Nikolai Paσushev) 연방안보처장， 쇼이구 (Sergei

Shoigu)

비상대

책부 장관， 차이카 (Yurii Chaika) 법무부장관， 이고리 이바노프(Igor Ivanov) 안
보회의 서기 등이 전원 설로비키로 분류되고 있다(Kryshtanovskaya & Wh ite

2005, 1070). 또한 대통령 행정실에는 부행정실장 세친(Igor Sechin깨 빅토르 이
바노프와 함께 실로비키 그룹에 속하는데， 세 친은 국영 로스네프티 익 이사를 겸

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돈관계에 있는 우스티노프 (Vladimir Ustinov) 당시 검
찰총장과 함께 유코스 매각을 주도했을 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으료 알려져 있

고(이웅현，
다(Baev

166-167) , 푸틴이
2004 , 5). 정치권

개인적으로 신책하는 몇 안 되는 인사로도 꼽힌
밖에도 국영

로스네프티의

회장인

파그단치코프

(Sergei Bogdanchikov) 가 비록 무력부처 출신 인사는 아니지만，3} 정치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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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해관계에 있어 통상 실로비키로 분류된다(Babich). 이외에 KGB 출신인

체므키소프 (Victor Cherkesov) 를 포함하여 7명의 대통령 전권대리인 중 5명이
실로비키 출신인데(Kryshtanovskaya & White 2003 , 300) , 이들은 러시아연방
중앙집권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FSB와 세

친-빅토르 이바노프 그룹의 영향력 하에서 실로비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Baev 2004 , 6). 실로비키 그룹은 그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여전히 여타의
엘리트그룹보다 우위에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차기 대권과 관련된 논의들에선 실로비키의 영향력이 다소 쇠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 우스티노프의 해임
은 이러한 분석의 방증으로 여겨진다. 개헌을 통해 3선 연임을 해야 한다는 의
견이 나오는 가운데， 푸틴이 대표적인 실로비키 출신 검찰총장을 해임한 행보

를 두고 사라드지 얀 (Saradzhyan 2006) 은 실로비 키 의 영 향력 을 차단하려 는 푸틴
의 의도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우스티노프 해임의 배후에 메드베데프가 있다

고 추론하며 푸틴이 더 이상 실로비키 측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세친은 여전히 푸틴의 설로비키에 대한 의존성을 확

신하고 결국 푸틴이 자유주의적 기조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어(Baev 2005) ,
실로비키의 영향력이 급락하게 될 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3 .4. 테크노크라트 (The technocra t)
테크노크라트 그룹은 그간의

았다(유진숙

연구에서 범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

Hashim; Sakwa). 하지만 자유주의자와 달리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보다 볍·제도적 개혁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두 분파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데 설득력이

있다(Bremmer & Charap). 대표적 인물인 메드베데프가 독점기

업 가즈프롬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룹의 영미식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다 하기 어렵다. 오히려 메드베데프는 자유주의자
인 코작과 불편한 관계에

3)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자유주의자 그룹과 일정한 갈

보그단치코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실로비키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무력부

처 근무 경력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실로비키를 반드시 출신 기관에 따른 정체성

이 아닌， 공유하는 이해에 따라 정의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 있다. 이에 대해

Who

Ian Bremmer & Samuel Charap(2α)6/2007) "The Siloviki in Pu tin's Russia:
They Are and Wh at They Wan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1,

p.86

등을 참조.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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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B abich) ， 그러나 전술하였듯 우스피노프 검찰총

장을 해임시킨 배후로도 메드베데프가 지목되는 것으로 보아， 씨들이 실로비

키와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특징은 세 가지이디. 우선 메드베데프를 중심으로 하
여 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대통령 부행정실장이 돕고 있는

이들은 푸틴

의 친정조직으로 기능한다. 숫자는 많지 않으나 이들 자신이 법·헤정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료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강할 것으로 기다된다. 수르코
프는 주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데 최근 수면위로 겪-상하면서 실

로비키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Baev 2005) , 바비치(Babich) 에 따르면， 수
르코프는 정치적 수완에 능해 메드베데프의 측근으로 신뢰받을 뿐 아니라 푸

틴을 지근에서 보좌하고 있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바비치는 코작이

대통령 행정실에서 연방 전권대리인으로 사설상 좌천된 것에 대째서도 수르코
프에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테크노크라트는 올리가르히를 공동꾀 적으로 하

여 실로비키와 연합을 형성한 시기도 있었다. 이 사례들에 비춰 펠 때， 테크노
크라트 그룹은 푸틴의 친정조직으로 중도적인 노선을 유지하며 성치적 상황에

따라 때론 실로비키와， 때론 자유주의자 그룹과 동시에 경쟁하고 있다 하겠다.
이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가즈프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깐 것이다. 가
즈프롭의 회장인 밀러 (Aleksei Miller) 가 테크노크라트 그룹에 속까

와 함께

c>

1 독점

메드베데프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전 국토에 갇처 막대한 인

프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점적인 허가권을 품해 전 산업
및 사회구성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Ahrend

& Tompson 2005, 803) , 그렇기

때문에 가즈프롬을 자산으로 삼고 있는 엘리트그룹의 정치적 권럭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테크노표라트 그룹의 마지막 특정은 이들이 국가 주도의 경7.1 성장을 주장
한다는 것이다. 그간 범자유주의자로 분류되어 온 것은 이들이 까본적으로 시
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크노크라트는 자유주의자쓸과 달리 시
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규제국가에 정부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료
조직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안보 이해의 관철
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를 주장하는 실로비키의 노선과도 상이하넉.

메드베데프가 부총리로 승진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기 는 정황이 조
성되고 최근에는 프라드코프 총리가 테크노크파트 출신의 주코프 (Victor 깐1따wv)

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373

로 교체되는 등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
한 푸틴 정권 내 엘리트그룹의 현황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푸틴 정권 내 엘리트그룹의 현황
푸틴 정권의 내부의 엘리트분파
‘패밀리-올리가르히’

실로비키 그룹

자유주의자 그룹

테크노크라트 그룹

세르게이 이바노프，

게르만그레프1

빅토르 이바노프、

알렉세이 쿠드린，

이고리 세친，

로만아브라모비치，

세르게이 키리엔코，

미하일 프라드코프1

올렉 데리파스카

드미뜨리 코작，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바지트 알렉페로프，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세르게이 라브로프1

블라디미르포타닌，

아나툴리 추바이스a’

세르게이 쇼이구，

미하일 카시야노프a’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유리 차이카，

미하일 카시야노프.，

이고리 이바노프

아나툴리 추바이스a

드미트리 메드베데프b，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b’
알렉세이 밀러，

이고리 이바노프
빅토르주코프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b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
세르게이 보그단치코프，
빅토르 체르키소프

출처 :B떠πrer

&Charap(없XV:뻐η)，

Krγshtanovskaya

a.

&

White(2α)5)，

유진숙(200))， 이웅현(aD5)， Babich(없)5)， Has바n(없)5)，

Sakwa(2004)

등을 참조해 필자가 재구성.

‘패밀리-올리가르히’ 그룹 및 자유주의자 그룹에 동시에 속하는 인사.

b. 자유주의자 그룹 및 테크노크라트 그룹에 동시에 속하는 인사.
c. 실로비키 그룹 및 테크노크라트 그룹에 동시에 속하는 인사‘
푸틴 정권의 엘리트그룹은 ‘패밀리-올리가르히’， 자유주의자， 실로비키， 테크

노크라트 그룹의 네 개 분파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그룹들은 푸틴 정권이 지

속되는 동안 권력의 부침을 겪어왔고， 각 그룹 간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갈등
요소들이 상존한다. 자유주의자 그룹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경제노선의 확립을 통해 전략산업을 국유화하고
세계화로부터 러시아 시장을 보호하려는 실로비키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

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은 올리가르히 과두재별 체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
해를 같이 한다. 마찬가지로 옐친의 유산인 ‘패밀리-올리가르히’ 그룹은 국가
주의적 경제노선 및 자산의 국유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실로비키와 대립하
지만， 자유주의자들과는 연합할 수 있다. 이 와중에

테크노크라트 그룹은 푸

틴의 친정조직으로 이 세 그룹과 매 사안에 따라 상당히 민첩하게 연합하고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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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푸틴 정권 내부의 엘리트그룹은 어느 한 분파가 압도적인 우위

를 점하고 있다 할 수 없으며， 각 분파가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연합과 대립을 하며 경쟁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테크노크

라트 그룹의 부상이 주목되고 실로비키가 다소 쇠락하는 양상을 보여， 전자의
볍게도적 개혁 행보에 맞물린 관료기구의 효율화와 국가주도의 성장전략 등
을 예측할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푸틴이 차기 정부에서까지 까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엘리트분파 간 경쟁을 종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적

공존의 양상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띤 실제 다양한 엘리트그룹 간 권력경쟁은 어떻게 벌어 ;'1고 있는가?
앞서 밝혔듯 이하에선 엘리트그룹 간 연합과 대립을 유코스 해처와， 로스네프

티와 가즈프롬의 유코스 핵심 자산 인수경쟁 사례 및 합병 문제델 통해 분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푸틴 정권의

재국유파 시도는 실로비키익

이해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엘리트분파 간 권력경쟁의 역학의 산물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4.

엘리트그룹 간 권력경쟁: 유코스 해체와 유간스크네프터l가끈 매각·홉뱅

푸틴은 2000년 7월 당선 직후 과두재벌과의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

경분리의 원칙에 관한 신사협정을 맺었다. 즉 올리가르히가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괴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크레블린 또딴 그들의 사

업에 개입하거나 자원을 재국유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살펴보았듯， 이러한 암묵적

협약이었다.

계약은 ‘패밀리 올리가르히’ 二[룹이

푸틴을

지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푸틴은 1 기에

이미

선별적이긴 하나 자신에

비판적인 과두재벌과

정치적으로 대립했고， 이들 중 몇몇은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될 l꽉했다. 그리
고 2003년 10월 25 일엔 석유재벌 유코스의 사장 호도로프스키를 전격 체포하
였다. 유코스는 그동안 ‘생산물분배법 (PSA) ’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자원 개

발정책에 대항해 왔으며 정부의 명백한 송유관 통제의지에도 휠 구하고 동시

베리아에서 중국의 ‘대경(다칭)’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을 로비해오는 등， 푸틴
정권이 구상하는 에너지정책과 여러 차례 츄돌해왔다(정여천·김석환， 95). 여
기에 더해 호도로프스키가 자유주의 계열의 야당인 야블로코 (Yabloko) 와 SPS
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차기

대통평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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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밝힌 탓에 패찜죄를 적용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Tompson
이에

2005 , 192).

대해 비판자들은 호도로프스키가 푸틴 정권의 원칙적인 방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등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체포를 에너지산업 부문에 대한 재국

유화 수순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나 체포의

명분이

횡령과 탈세였기

때문에，

푸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법으로 재산증식을 한 과두재벌을 더 이상 초
법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가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이 라는 평 가도 없지 않았다(B따nes，

209-21 1).

이와 관련해 골드만 (Goldman 2004) 은 이 사건을 정권 내 엘리트분파 간 권
력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호도로프스키가 유코스의

지분 40% 를

해외자본에 매각하려 했기 때문에 실로비키 그룹이 이를 막고자 푸틴에 영향
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유코스의 해체와 호도로프스키의 체포가 진행되었

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총장 우스티노프와 세친이 사돈관계로 둘 다 대표적
인 실로비키인 점， 그리고 세친이 2004 년 7월 유코스의 라이별사인 로스네프

티의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이웅현，

166-167).

이후 푸틴은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었고(홍
성원

2005) ,

결국 9월 정부는 이전에 세친이 요구했던 바대로 가즈프롬과 로

스네프티를 합병하여 초대형 국영 에너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발
표하였다(B따nes ，

212)

세친의 로스네프티

이사회 의장 선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 발표는 유코스의 해체가 처음부터 설로비키의 에너지산엽 재국유화를
그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유코스 해체 이후 정권 내의 각 분파들은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코스의 매각이 가시화된 2004 년 10월

재무부장관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코스의

4

일 워싱턴에서

쿠드린

자회사가

공정한 가격에

매각될 것이라고 천명했고， 핵심자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즈가

매각되는 것은 단지 세금 추징을 위해서이며 경매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임

을 강조하였다 (Mosnews.com

2004 .1 0.04).

이는 당시 올리가르히의 불법을 단

죄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해외자본에 유간스크네프테가즈를 매각하자는， 자
유주의자 그룹의 입장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2004년 11 월 19 일 정부는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경매를 12월 19 일에 단행

한다고 발표했다. 유코스 전체 원유생산량의 60% 를 차지하는 핵심자회사의
매각을 통해 1 억 4000만 불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었다. 가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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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과 수프구트네프테가즈( Surgumeftegaz) 가 유력한

매각 가객에

비춰

인수업체객

거론되었고

시브네프티 (Sibneft) ， 루코일， 로스네프티， TNK-BP 둥도

경매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유간스크네프테가츠의 탈세액이

확정적이지 않고 소액주주들과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해외자

본은 경매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R!A Novosti 2004 .1 U9). 또한 이
즈베스티야 Ozvestia 2005.04.20) 는 로스네프티와 루코일의

경쟁쓰로 이

경매

상황을 요약했는데， 이는 푸틴에 우호적인 올리가르히 알렉페로프와 대표적인

실로비키 세친이 연합하여 정권에 반하는 꽉정 올리가르히를 몰팍시킨 후 이
제 그 핵십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예정대로 12월 19 일 유간스크네프테가즈에 대한 경매가 이루 C꺼졌다. 모스크
바에서의

경매

결과，

인수가 유력했던

가·즈프롬의

자회사

7- 즈프롬네프티

(Gazprorrmeft) 가 탈락하고 무명의 바이칼파이낸스 그룹 (BFG) 이 인수기업으
로 선정되었다. 93 억 달러로 경매에서 승리한 이 회사는 가즈프폼이 세운 유
령회사라는 설， 크레블린과 가까운 석유회사인 수르구트네프티기즈가 그 배후

에 있다는 설 등 회사의 정체에 대해 논란띠 많았다(동아일보 때04.1 2 .20). 그
런데

인수기업이

결정된

지

불과 4 일

뒤인

12월

23 일，

인테르팍스

통신

(Interfax) 은 국영 로스네프티가 바이칼파이낸스 그룹의 지분 100% 를 인수함
으로써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실로비

키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툴여질 수밖에 없었다(Brernmer

& Charap

88). BBC

방송은 이번 매각을 두고 러시아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유화 낀측을 확인시
켜주는 사건이라 분석했다. 또한 유코스의

핵심 자산이 결국엔 가즈프롬으로

넘어가 에너지부문 전체가 독점기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기

제기됐다(연

합뉴스 2004 .1 2.23).
우려대로 2005년 3월 3 일 가즈프롬 사장 밀러와 로스네프티 폐장 보그단치
코프는 두 기업의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로;선네프티의 전

체 지분은- 가즈프롬 지분 10.7% 와 맞교환되고， 유간스크네프테까즈는 독립된
국영기업으로 운영된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새로이 출범할 독립 국영 유간스
크네프테까즈의 사장은 보그단치코프가 로스네프티

회장직과 깎께

겸임한다

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소유권을 펀러싼 가즈프
롬과

로스네프티

간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푸틴의

중재로

관석됐다 (RIA

Novosti 2005.03.03 ),
사실 기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갈등은 정권 내 엘리트분파 간 컨!쟁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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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랫동안 불거져왔던 문제였다. 가즈프롬을 실제 이끌고 있는 밀러와 메드
베데프는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일원으로 실로비키와는 달리， 가즈프롬을 통한
전면적인 재국유화에 적극적이라 할 수 없다(Kryshtanovskaya

그래서 그동안 밀러가 가즈프롬의

경영실태를 광범위하게

& White 2005).

개혁하지 못했던

것이 실로비키의 압력 탓이라는 분석이 있어 왔다(Baev 2004 ,
연 2004 년 초부터

그런데 돌

6).

메드베데프가 가즈프롬의 주도로 로스네프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테크노크라트 그

룹이 실로비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한 정치적 시도였다. 여기에 대

항해 세친은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실로비키의 자금 통로라 할 로스네프티
가 경쟁 분파의 영향력 아래 놓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그단치코프는 아

예

로스네프티가

(Kryshtanovskaya

계속

독립

& White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5 , 1072). 세친의 본래 의도는 두 기업의 합병

을 통해 가즈프롬까지 실로비키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함이었다 .4) 그러나 푸
틴의

중재로 결정된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배치되는 것이었다.

합병조건은 세친의

기획과는

100%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티가 가즈프롬 쪽에 인수되는

조건으로 가즈프롬의 지분 10.7% 를 로스네프티가 상호보유하게 될 경우， 정
부는 가즈프롬 지분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없어 그 영향력이 제한된다. 반면

가즈프롬은 완전한 국영업체로의

전환을 피할 뿐 아니라 로스네프티까지 자

회사로 거느리게 되어 자체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게 돼 있었다.

로스네프티의 유간스크네프테가즈 인수는 분명 실로비키의 정치적 승리였
다(Bremmer &

Charap 88).

또한 세친이 이미 로스네프티와 가즈프롬의 합병

가능성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설로비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처
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즈프롬의 로스네프티에 대한 인수를 통한 합병
은 실로비키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의 방안대로 가즈프롬이

로스네프티를 인수·합병하게

된다면， 지배구조상 가즈프롬 측이

경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므로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4)

2004년 9월에 발표되었던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로스네프티

영향력이 실로비키

합병 방안은 가즈프롬의 지분

13% 와의 교환으로 로스네프티가 가즈프롬에 흡수되는 것이었다. 이 방안이 실현되

었을 시 정부는 가즈프롬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어 독점적인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Barens，

212).

세친을 비롯한 실로비키가 두 기업의 합병을 주

장했던 것은， 이러한 안을 관철시켜 가즈프롬의 정부보유 지분율을 높이고 자신들

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했던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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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가하게 될 가능성 이 높았다.

그런데 2005 년 4월 21 일 갑자기 가즈프됨과 로스네프티의 합병 방침이 변
경되었다. 유간스크네프테가즈는 로스네프티에서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가즈

프롬이 유-간스크네프찌-로스네프티 통합회사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

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즈프롬 측은 통합회사의 대주주가 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분의 75% 에 한 주를 더해 인수한다는 조 건에 합의하겠
다는 방침이었다. 반면 로스네프티 측에선 보스네프티-유간스크세프찌 통합회
사의

지 분을 가즈프롬과 국가가 50% 씩

Novosti 2005.04 .22).

나눠

가져 야 한다고 쓰장했다 (RIA

이로써 로스네프티가 유코스의 자회사를 띤수해 실로비

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은， 다시 가즈프롬싸 로스네프티
에

대한 완전한 인수·합병으로 진행되어

테크노크라트 그룹이 실로비키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지는 풋했으나， 결국 원점쓰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합병은 결-륜이 나지 않
은 상태로 남아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 정부의

가즈프롬을 통한 재국유화 행보늪- 실로비키의

이해에 따라 반시장적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가즈프롬
을 통한 국유화는 오히려 테크노크라트 그룹과 실로비키 간 권쉬경쟁의 역학
이라는 치-원에서 살펴야 한다. 또한 국유화 이후의 상황 역시 텐후 비판적으

로 겁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가즈프롬 보유 지분 38% 는 실로 tl] 키가 이 독
점기업을 좌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코스꾀

해체와 호도로프스키의

체포는， ‘패밀리-올리가르히’에

적대적인

나머지 세 분파 즉 자유주의자 그룹， 실로비키， 테크노크라트 그꽉은 물론， 친
크레블린젝인

올리가르히까지

포함한 모든 분파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쿠드린의 매각과 관련된 유코스 측과의 대립-관변이나 가즈
프롬과 로스네프티 그리고 루코일까지

내 공동의

간여했던 인수경쟁 과정끈 푸틴 정권

적이라 할 호도로프스키의 몰락 이후 그 자산의 취꽉을 둘러 싼

엘리트분파 간의 복잡한 권력경쟁의 역학을 보여주었다. 결과적표로 이 사례
에서

테크노크라트 그룹과 설로비키는 어느 한쪽도 권력투쟁에서

완전히 숭

리하지 못한 채 경쟁을 유보시켰다. 자유주의자 그룹만이 열세를 보였을 뿐이
다. 이를 통해 볼 때， 푸턴 정권 내부에서

실로비키의

권력이

파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하겠다.

r~- 른 엘리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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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크라트와 기업가의 연합'}. 시장지향성과 권위주의의 동거

푸틴 정권 내부에서 각 엘리트분파는 경쟁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이중 테크
노크라트와 실로비키가 여타 분파들보다 우위에서 권력을 다투고 있다. 최근

에는 최고위 권력 향배에서 테크노크라트가 실로비키를 능가하고 있는 정황
도 적지 않다. 정권 내부에서의 권력 향방은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푸틴의 정치경제 노선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선 정권 차원의

엘리트그룹과 사회 세력 간 상호관계 또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정권 내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이라는 엘리트그
룹 내 권력

경쟁의

함의와 전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가를 연계시켜

푸틴의 노선을 평가한다.

집권 이후 푸틴은 은행과 재정부문

세제

소유권의 개선과 경쟁을 가속화

하는 정책입안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여건의 향상을 지지해
왔다(Hanson

2003 , 37).

그 결과 대통령 1 기 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1 년

까지 거둔 경제개혁의 성과만 해도 광범위한 세제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하
여 소비에트 시절의 노동규약 및 토지규약의 개정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이인성

382).

탈규제 조치와 연금제도의

하지만 집권 1 기의 정부는 여전히

옐친

시기 약한 국가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요하는 것

이었다 (Tompson

2002).

푸턴의

개혁은 271 에

더욱 진전되어

러시아의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왔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경제의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경쟁과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고 기업을 위한
여건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이t:t( World
그러나 다른 한편， 푸틴은 집권 271 에 들어

Bank 2006).

에너지 산업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입 또한 강화하고 있다. 푸틴은 에너지산업 등 핵

심적인 기간산업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각의 역할을 줄이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전략을 취해왔다(홍성원

424).

몇몇 과두재벌을 몰락시키는 과

정에서 방송사 등 언론사를 국유화하였고， 유쿄스의 해체로 그 핵심자회사가
궁극적으로 국가소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실로비키가 이러한 경향의 배후에

있는 엘리트그룹으

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듯 푸틴의 정책방향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공존

하기 때문에， 엘리트그룹들의 성격 및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노선의 성격
을 보다 엄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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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아 (Sakwa， 190) 는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고전적인 의미의 :1.것과는 상이
한 경로로 발전되었고， 일부 강력한 경제행위자들에 의해 시장띠 ‘지배’당하고
있다고 펀다. 앞서 정권 내부의 엘리트분파 간 경쟁양상을 통해 검토하였듯， 옐

친 시기부터 정치·경제적 권력을 축적해 온 ‘올리가르히-패밀리’ :1.룹은 푸틴의
집권 이쭈에도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잔존하여 일종의 과두제적 /깐본주의를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로비키의 부상은 올리가르히를 션제하고자 푸

틴이 새로운 엘리트연합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러시아의 띤주주의와 시
장경제가 후퇴할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실로비키를 뚜틴 정권의 절
대적인 멜리트분파로 이해하는 시각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갚 이행할 것으

로

보며，

민주주의의

(K1yshtanovskaya

형식적인

기제들만이

& White 2003, 304).

남게

될

것쓰로

예측한다

그러나 실로비키의 수적 증가와 민주

적 자유의 저하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현 엘리트의 과

거 무력부처 경력이 반드시 현재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Renz
또한 푸틴이 정권 내 다양한 그룹 간 이해의 중재를 통허 자신의 권력

2006).

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Tompson

2005, 183) ,

특정 분파가 점권 내부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해도 다른 분파들과 끼속적인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한편

떠베라 등(Rivera & Rivera) 은 실로비키의 수와 영향력이

과장되어

있고， 오헤려 푸틴 집권 기간에 부상한 경제·기업 관련 엘리트에 주목해야 한

다고 주깎한다. 이들에 따르면

실로비키란 실체가 모호한 집띤-이기

때문에

독립된 이해집단으로 보는 것은 푸틴 정권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오
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지역엘리트의

기업가 출신

비꽉이

1993년의

1.6% 에서 2003 년 1 1.3% 로 증가하는 등 무력부처 출신에 비해 二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주목한다. 2003년의 총선에선 국가두마(Duma) 의 1/3 이 기업 관

련 인사5)로 채워졌는데， 이는 기업가가 지방 차원을 넘어 전국석으로 부상하

5)

리베라 등은 기업 관련 인사를 실로비키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퓨하고 있다. 이

그룹은 러시아가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전에서 기본적으
로 자유시장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들 중엔 올리가르히와 자유주
의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권위주의적 개입에

반대한다터

공동의

분모

를 가짐에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는 시장을 요꾸하는가에 대해
서는 치-이를 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반스 (Bames

2006,

177-17 8)는 지역 올리

가르히꾀 정치권 진출에 대해 국가가 다시 파두재벌에 포획될 수 았다고 보았다.
결국 리베라 둥(Rivera &

Rivera.

20) 이 푸틴 정권을 부르주아 정권 c> 로 규정해 올

리가르히와 보편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기업가를 엄격히 구 란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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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리베라 등(Rivera

& Riv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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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은 이들 기업

가 출신의 정치권으로의 진엽을 실로비키의 권위주의적 기도를 견제하고 나

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할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 출신의 부상만으로 푸틴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규정

하기엔 무리가 있다. 기업가 출신이라 하여 반드시 원활한 시장경제를 추구하
는 것은 아니며， 옐친 시기의 약탈적 자본주의 현상에서도 목격하였듯 과두재

벌의 정치권력화는 공정한 시장경제보다 부패와 특혜로 점철된 왜곡된 시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모델로 정착될

지는 90 년대 중반부터 논란이었고 최근까지도 다양한 주장과 추측들이 제기되
고 있다(Barzer

2005; Hanson & Teague 2005; S뻐wa; Shleifer & Treisman

2004; ]ensen 1997; Hanson 1997).
이 와중에 카갈리츠키 (Kagarlitsky 2004) 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
계를 근거로 푸틴의

노선을 ‘시장친화적

반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이

함의하듯 기업가의 사회적 부상은 자본주의로의

주장이

이행을 촉진할 가능성을 만

들지만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와 기엽의 관계
가 제도화되는 성격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델 또한 상이해질 것이다 .6) 그렇다

면 기업가 계층의 사회적 부상과 정권 내부의 엘리트분파 간 경쟁을 종합적
으로 볼 때， 푸틴의

경제정책 노선과 자본주의 모델의 지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방해체 이후 러시아는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조정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응집력

있는 관료기구를 구성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푸틴은 헌법을 정비하고

법적인 책임주체로서의 국가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료기구가 영향력 강한
집단들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충원방식을 효율화하며 투명한 행정집

행이 전 시민에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Brym &

Gimpelson 2004).
이러한 푸틴의 관료제 개혁 행보는 앞서 분석한 정권 내 테크노크라트 그
룹의 부상과 연결시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크라트 그룹은 법·

제도적 개혁을 중시하고 관료적 친화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료기구
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6)

Philip Hanson & Elizabeth
Teague( 2005) "Big business and State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57,

푸틴 정부의 국가-기업

No. 5 등 참조.

관계의 제도화 경향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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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적인 개편을 주도할 엘리트그룹으로 적합하다. 이들은 씩곽조직인 가
즈프롬부터 시작해 관료기구를 효과적으로 통솔하며 개혁을 가 속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안보와 같은 정치 논리로 전략부문 국영화를 기모하고 관료기
구를 강화하려는 실로비키와 달리

테크노표라트의 관료 장악 f」 효율화와 경

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로스네프티와익 합병이 논란이 되았던 시점에 메
드베데프와 밀러가 가즈프롬의

완전한 국영화를 저지하고자힌

것은 이러한

개연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실로비키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행따가 가즈프롬
과 정부 관료기구의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실 설적인 개혁으
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테크노크라트 그룹이 설로비키의 노선에

대립하고 가즈프롬의 완전환 국유화를 저끼했다 하더라도 이들익 개혁 노선
을 자유주의자의 그것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 테크노크라트익 노선은 정부

의 효율씌인 통치와 가즈프롬의 보조적인 기능 등을 통해 국가가 시장을 주
도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주도적인 엘리트그룹으 ii~ 의 부상은 푸

틴의 관료기구 개혁과 맞물려 효율적인 국까영역을 창출할 것이다.
한편 98년의 국가부도 사태 이후 상당한 수의 과두재벌들이 ‘러시아 산업·
기업가 띤합(RUIE) ’에 가입하여 국가와의 관계를 제도화시켜나까고 있다. 이
는 테크노크라트의 주도 아래 점차 효율성쓸 갖출 정부 부문에 대응하여 기업
가들이

섭단적

이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H anson and Teague 2005 , 66 1). 테크노크라트와 전사회적으로 부상한 기업가
의 새로운 동맹관계는 상호 제도화된 협력 아래，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응집되고 효율적인 관료기구와 기엽의 제도적 연
계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ans

1995).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로의 이행 가능성 또한 배태힌다. 시장을 효

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기술관료제의

강화는 민주주의에

역센하는 측면이

있다. 정권 상층부에서의 테크노크라트 그룹의 역할， 관료기구의 개혁， 기업가
의 사회적 부상 등의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국가-기업 판계가 제도화

되고 정푸의 친기업적 정책 노선이 안정적인 시장경제의 발전닫 가속화시킨
다 해도， 이러한 경향이 러시아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

이다. 푸띈의 ‘통제되는 민주주의 (controlled democracy) ’에 대한 선호는 국가
기업 관제에

있어 국가의 절대적 우위를 뚱해 대기업 위주의

씬장을 추진했

던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S씨wa， 20 1). 동
아시아의 사례는 친기업적인 정부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민주주띄가 유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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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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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쉐브초바 (Shevtsova， 239) 는 모든 권력과

자원을 권좌에 집중시키기 위해 푸틴이 관료기구에 과하게 의존하게 됨으로
써， 그들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7) 테크노크라트의

개혁은 관료기구에 대한 장악력 제고를 통해 과두재벌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
로비키와 다를 바 없이 그 부작용으로 행정 권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푸틴은 자신의 학위논문을 통해 시장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유재산권

의 보호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논문을 통

해 덧붙여 강조했다(Balzer.

219) ,

결국 러시아는 향후 국가우위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형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이미 민주주
의와 긴장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국가개입을 최소화 하는 시장우위의 영미식
자본주의와도 상이한， 시장지향성과 권위주의의 동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6.

결론

이

글은 푸틴의

엘리트연합 내부에서

실로비키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엘리트분파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에너지산업

실로비키의 이해만 작용한 것이 아니며

국유화는

테크노크라트 등 다른 엘리트분파와

의 권력경쟁의 역학을 통해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티의 합
병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전 사회적

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가 계층에 주목하여

정권 내부의

엘리트분파 뿐 아

니라 사회 전반의 엘리트 세력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푸틴 정권의 경제정책 기
조가 어떤 스펙트럼 상에 놓여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권 내외
의 엘리트그룹 간 부침에 주목함으로써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엘리트의 부침이 유동적이고 내부 엘

리트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엘리트그룹에 주목하는 연구
는 시공간적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

7)

나아가 쉐브초바 (Shevtsova， 242) 는 푸틴이라는 인물로 개인화된 권력 및 이의 유

지를 위한 관료집단에 대한 의존이 러시아를 관료적 관위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고 본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푸틴의 경제개혁 기조마저도 강력해진 관료
에 의해 좌초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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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푸틴 정권 내 엘리트그룹의 변화를 가능한 최근까지 추적하고자 했다.

실로비키는 현재까지도 영향력 있는 분파임에 틀림없다. 그리냐 최근 우스
티노프 겪찰총장의 해임으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조짐도 있다 (Saradzhyan

2006).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 련-되고 내각의

다수가 여전히 설로비키로 이루어져 있어， 급격한 영향력의 상섣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 메드베데프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크라트 그룹은

셀로비키에 가

려져 잘 인지되지 않았으나， 본론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따 최근에는 실
로비키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푸틴 정권 내에서 네 개
의

엘리닫분파는 연합과 대립을 통해 경쟁적으로 공존해왔고 최근에는 테크

노크라트의 위상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2007년 9월 15 일엔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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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총리직을 수행해왔던 실 ~~i~ 비키

출신의

프라드코프가 정통관료 출신의 주코프로 교체되어， 차기 대권을 앞두고 테크
노크라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푸틴은 .::l간 주목받지

못했던 주코프 역시 잠재적인 대선주자임을 밝혀

로써

엘려트그룹

(Chivers 2007).

내

권력경쟁의

향방을

경쟁구도를 퍼호하게 함으

예측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주코프가 메드베데프와 경쟁자가 된다면 푸틴씨

있다

테크노크라

트로의 권력 승계를 결정했다고 단언하기 어렵게 된다. 그간 세 J갚게이 이바노
프와 메드베데프의 양자대결로 압축돼 왔던 대선 구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

코프와 메드베데프 중 한 명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떼크노크라트

그룹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모를 리 없는 푸틴이
주코프를 총리에 기용한 것은， 임기

이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끼 위해 엘리

트그룹 간 경쟁 구도를 격화시키고자 부리는 정치적 술수일 수 잉‘다.
한편 크리 스타노프스카야와 화이 트(Kryshtanovskaya & Wh ite 2003) 는 정 권

최상층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실로비키의 수가 증가해왔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권위주의적 경찰국가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히끼만 푸틴 집

권 2기에 들어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기업가의 전 사회적 부앙이다. 두마의
1/3을 장악하고 지방에서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이들 끼 업가들의 부
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기업가 중에는 과두재벌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부상이 반드시 질서 있는 시장경제를 지지할 것이라 단정하긴 。‘ 1겹다. 하지만

RUSI

등 제도화된 기업연합체가 과두재벌의 이해를 포괄하여 정 1!. 정책에 영향

력을 미치는 등 정부와의 관계에서 제도화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푸틴 정권의 경제정책 노선은 국가 우위의 국가-기업 관계 설깎을 통해 국

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385

가가 기업의 경제행위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관료기구의 개혁을 통한 국가 영

역의 강화는 그 첫걸음이다. 관료에 대한 친화성이 기대되는 테크노크라트 그
룹이 정권 최상층부에서 실로비키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며 점차 지위를 굳히는
정황 역시

이러한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테크노크라트 그룹과 사회적

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가 계층이 새로운 엘리트연합을 형성하면， 효율적인
관료기구는 기업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푸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미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그가 엘
리트그룹 간 경쟁을 극대화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임기 이후에도 자신의
일인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또한 테크노크라
트의 관료기구 장악은 실로비키와 마찬가지로 행정 권력의 비대화를 야기하

고， 연방관계의 중앙집권화나 사법개혁의 지체는 강한 국가 확립의 이면에서
억압적인 통치를 낳을 수 있다. 결국 푸턴의 친시장·친기업 노선과 국가-기업
관계의 제도화 경향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 해도， 기업을 포함해 사회
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한 국가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8)

8)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이후 논문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치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7년 12월 10 일 푸틴은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메드베데프 부총리를 차

기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엘리트그룹 간 권력경쟁에서 테크노크라
트가 부상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실로비키가 메드베데프의 권력승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는 향후의 관심사
항이다 푸틴이 다루기 쉬운 메드베데프를 표면적으로 후견하면서도 실로비키와의 경

쟁을 종용하여 자신의 임기 때와 다를 바 없이 막후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아울러 테크노크라트 그룹 내의 경쟁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 임기 막바지에 주코프를

총리로 기용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12월 4일에 있었던 국가두마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당선자 중 기업가 출신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Chursina

2007).

이 결과는 러시아 엘리

트그룹의 시장지향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러시아
자본주의가 국가 우위의 시장경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러시아연구 제 17권 재 2 호

잃6

참고문헌
서동주 (2005) r 러시아 옐친과 푸틴기 내각개편: 결정요인， 동향， 합의」，

『국제

정치논총.1 .45 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유진숙 (2006) r 푸틴 2 기

러시아 정당정치의

발전과 2007년 의폐선거

전망 J ，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이웅현 (2005) r 푸틴

271 러시아 에너지 산엽의 정치경제학 J ， w21 세기정치학회

보.1. 15권 3호， 21 세기정치학회.
이인성 (2003) r 러시아의 세계화 논쟁과 대응 패턴」， 『한국정치학펙보.1， 37집 5
호， 한국정치학회.
정여천·김석환 (2004) w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1. 서울: 대획 경제연구원.

홍성원 (2005) r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와 푸틴 정부의 석유정책」， 『슬라

브학보.1. 20권 2호， 한국슬라브학회.

Ahrend , Rucliger & Williarn Tompson(2005) "Unnatural Monopoly: The
Endless Wait for Gas Sector Reform 1:n Russia ," Europe- Asia Studies,
Vol. Ei7 , No. 6.
Babich,

Dmiσy(February

22,

2α)5)

"The Vague Science of Neo- f;:remlinology,"

Russia Profile.
Baev, Pavel K.(July 18, 2005) "The Silence of the Siloviki: Hai'e They Lost
Putin ’ s Trust?" Eurasia Daily Monitor. Vol. 2, No. 138.
(2애4)

"The Evolution of Putin ’ s Regime," Probiems of Post-

Communism Vol .51, No. 6.

Balzer, Harley(2005) "The Putin Thesis and Russian En:‘ rgy Policy ,"

Post-Soviet Affairs, Vol. 21 , No. 3.
Barnes, Andrew(21α)6) Owning Russia. Ithaca and 1ρndon: Comel] Univ. Press.
Bremmer" lan & Sarnual Charap(2006/2007) "The Siloviki in P~ltin' s Russia:
Who They Are and Wh at They Want,"

'πle Washin따on Quarter.ψ.

Vol. 30,

No. l.
Brym, Robert J. & Vlaclimir Gimpelson(2004) "The Size, Composition , and
Dynarnics of the Russian State Bureaucracy in the 1990s ," Slavic

Review. Vol. 63 , No. 1.

푸틴 집권기 웰리트그룹의 권력경쟁

387

Chivers , C. j. (September 14, 2007) "Putin Sees ’ Real Choice' in Election ,"

International H erald Tribune.
Chursina, Veronika {D ecember 11 , 2007) "Seats and MPs ,"
Evans , Peter(l995) Emhedded Autonomy: State

Princeton: Pri nceton

U띠v.

Novayagaze따

αld Industr따1

Transformation.

Press.

Goldman , Mashall 1.( 2003) The Piratiza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때4)

"Putin and Oligarchs," Foreign ι願rs. Vol. 83, No. 6

Hanson, Philip(2003) "The Russian Economic Recovery: Do Four Years of
Growth Tell Us That the Fundamentals Have Changed?" Europe-Asia

Studies. Vol. 55. No. 3.
(1997) "What Sort of Capitalism is Developing in Russi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 n. Vol. 9, No. 1.
& Elizabeth Teague(2005) "Big Business and the State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5.
Hashim, S. Mohsin(2005) "Putin ’ s Etatization 안'Oject and Limits to Democratic
Reform in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8.
Jensen , Donald N. (J uly 17, 1997) "Patrimonialism in Post-Soviet Russia ,"

RFE/RL Newsline.
Kag arlitsky, Boris(April 15, 2α)4) "Crisis of Khodorkovskyisrn," Moso대1) Tímes.

Kry shtanovskaya , Orga & Stephen White(2005) "Inside the Putin Court: A

Research Note ," Europe-Asia Studies. Vol. 57 , No. 7.
(2003) "Putin ’ s Militocracy ," Post-

Soviet AjJairs. Vo l. 19, No. 4.
Medetsky , Anatoly (January

20 , 2004)

"Siloviki' s

pyramid

of

Power

Revealed," The S t. Petersburg Times.
Rivera, Sharon W. & David W. Rivera(September 30/0ctober 1, 2005) "The
Russian Elite under Putin: Militocratic or Bourgeois?" Prepared for the
Postcommunist State and Society: Transnational and National Politics
Conference, Maxwell School, Syracus University.
Renz, Bettina(2α)6) "Putin ’ s Militocracy?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iloviki

in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Europe-Asaia Studies. Vol. 58, No. 6.

러시아연구 채 17권 재 2 호

388

S따cwa，

Hichard( 2ffi4)

P따in: Russ따성

choíce. London and New

Yc 대: Rou디어ge.

Saradzhyan, Simon (June 6, 2006) "Firing Deals a Powerful Blow to the 'Siloviki ’
Clan,'"

πle

St Peterburgs Times.

Shevtsova, Lilia. (2α)5) "V1adirrúr pu디n' s Political Choice: Towarc:s Bureaucratic
Authori떠rianism，"

Oxford:

Alex Pravda(eds.) L∞!ding Russia: Putin in Perspective.

0었'ord U띠v.

Press.

Shleifer, Andrei and Daniel Treisman(2004) "A Normal Country ," Foreign

Affairs. Vol. 83, No. 2
Smith, Keith C. (January 2006) "Security Implication of Russian Energy
Policies ," CEPS Policy

Bri강

NO.90.

Staar, Richard(2004) "Siloviki Inside," Perspective. Vol. 14, NCI. 3.
Tompson, William(2α)5) "Putin and ’ Oligarchs ’
단oblem，" Alex.

A Two-sidecì Comrrútment

Pravda(eds.) , L∞ding Russia: Putin in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 Press.
_ _ _ _ _ _ (2002) "Putin' s Challenge: The Politics of Stm::tural Refonn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54 , No. 6.
Tsygankov , Andrei P.(2006) Russia's Foreign Policy.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Inc.
World Bank (D ecember 2006) Russian Economic Report.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International H erald Tribune
lzuestia
M oscow Times
M osnews, com
N ovayagczzeta
RFE/RL Newsline
Ria Novosti
The St. Petersburg Times

푸틴 집권기 엘리트그룹의 권력경쟁

389

Abstract

Power Competition among Elite Groups under Putin
Lee , Sun-Woo
Focusing on the dynamics of elite groups and of social powers during
Putin ’ s term , this paper explores whether Putin would lead Russia into an
authoritarian and anti-market state or no t. Critics who regard the policies
of Putin as authoritarian and anti -market ones , have suspected Siloviki of
being responsible for Putin' s policy line. They also come to the conc1usion
that the Siloviki group is a dominant elite group within the Putin regime.
However, because Putin has made efforts to consolidate his power by
arbitrating among various elite groups , it is difficult for a specific group to
come to predominance. Also Siloviki has consistently to compete with the
technocrat group , the liberal group , and the ’ Family-Oligarch' group. For
instance , the conflict between Gazprom and Rosneft for merging a major
asset after the liquidation of Yukos showed the intense competition among
elite groups in the Putin regime. This case reveals that even until much
later in Putin ’ s second term, none of the significant groups can obtain
predominance. Simply technocrat ’ s political status is toning up only
gradually. Then, this technocrat group is expected to strengthen Putin ’ s
reform line for bureaucracy.
Nowadays the social power of entrepreneurs is nsmg in Russia. Then
this trend may combine with the efficient bureaucracy reformed by the
technocrat group , and will lead to economic growth. But despite Putin' s
support for market economy , the state bureaucracy reform led by the
technocrat group brings about excess of administration ’ s power. At the
same time , Putin has complicated the condition of power competition
among elite groups , only to prolong his political power even into
post-Putin era. As a result , this excess of administration ’ s pow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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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e power competition among groups led by Putin for himself cannot
develop

democracy

but

brings

aboutι

political

authoritarianism.

In

conclusion, the policy line of the Putin regime has become a cohabitation
between a market supporting tendency and political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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