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행정개혁:
제도화,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행정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다. 정치
(당), 행정, 군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완전통합모델로서 제도간의 기
능분화가 미흡한 수준의 소비에트 모델이 그 근간을 이룬다(임도빈 2005:
465). 구소련체제의 붕괴라는 충격을 맞아 비통합모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통합모델로 가는지에 대한 행정학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행정개혁은 정치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추진되었다. 1985-1991
년 고르바초프는 정치행정개혁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정보공개 및 투명성
을 기치로 한 글라스노스트를 단행했지만 옐친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에 의해
실패했다. 이어서 옐친정부는 러시아 연방헌법의 개정을 필두로 하여 1995년
‘러시아 연방의 공무원 조직의 기초 원칙’을 제정하고, 1998년 러시아 의회
연두연설에서 행정개혁을 공언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푸틴은 대통령
승인기구인 CSR(Concept of Public Service Reform)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 개혁’ 개념을 2002년에 발표하였다.1)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 2001년부터 행정개혁의 방향은 공표되었지만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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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정비한 법안에는 관료들의 경쟁을 통한 임명과 직무절차,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
한 세부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연방법 79조에서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의 부분은
경쟁과 능력에 기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고 선출해야 함을 명기했다.(Konov 2005)

적인 추진의지를 나타낸 것은 2003년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decree)이었다.
여기에 나타난 아젠다는 첫째, 시장 활동에 정부의 간섭을 줄일 것, 둘째, 행
정조직의 불필요한 기능과 업무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서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 것, 셋째, 연방행정조직을 정책형성과 규제, 서비스 영역으로 재구성할
것, 넷째, 각 조직의 권한과 책임, 자원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 등이다(Tompson 2007 재인용). 나아가서 서구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유행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개혁이 푸틴 후반기에
시도되었다.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1990년대 행정개혁운동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신공공관리론은 그동안 독점적 위치를 향유하였던 공공부분에 경쟁체제와 같
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시장주의화(marketization), 정책의 기획기능과 집
행기능을 분리하여 후자에 시장기능을 부여하자는 분리화(disaggregation), 공
직자에게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유인체계부여(incentive system)를 골자
로 한다(임도빈 2010:4).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진 이 개혁은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한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러시아
에 적용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급진적인 러시아의 행정개혁이 과연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
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기에는 러시아의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기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
기 때문이다. 즉, 다른 나라는 이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비하여, 러시아는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정도일 뿐 실제 현실은 이와 큰 괴리를 보
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
개혁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행정 부문의 개혁과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World Bank의 2010년 보고서는 러시아의 정치개혁 성과에 대해 거의 최하점
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러시아의 정치 행정 수준이 오히려 점차 하
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표 1> 러시아의 행정ㆍ정치 부문에 대한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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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제도 정착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르바초프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얼어난 변화를 제도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정치행정
체제가 정체된 것은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정치행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가 실시한 행정개혁과
제도화 과정에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탈ㆍ재제도화의 경향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 때 왜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의도한 변화
를 가져올 수 없었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행정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은 제도
화의 영역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규범으로 자리 잡는 것은 행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Barley 1997). 행정개혁은 단순히 권력자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뤄
질 수 없다. 체제와 구조, 제도, 행위자들이 각각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여
기에 과거로부터 지속된 경로의존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 자료를 탐색하는 문헌조사법이다. 이에 더하여 러시
아 현지조사 및 면접법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러시아 전문
가 및 러시아 국민이다. 면접은 면담대상자들이 개인적 경험을 회상하고, 의
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것은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경험적 자
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
루는 대통령 등의 주요행위자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밝혀둔다.

2) <표 1>은 각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1~7)으로 낮은 점수가 긍정적 지표이다.

러시아의 정치행정 체제는 서구의 권력분립 모델과는 다른 차원과 시각에
서 연구되어야 한다. 제도화란 개인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현실을
바꾸는 연속적 과정, 혹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한 ‘행위’에 대해
사회구성원에 의해 특정 의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현상을 말한다(Zucker
1977). 사회구성원에 의해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제도는 곧 자체적인 구속력
을 갖는다. 다양한 행위자의 다양한 주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특정 의미
를 가지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분점하는 경우에서와 같
이 특정행위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될수록 행위자들은 행위의 해석에 대한 높
은 동질성을 느끼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
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서,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본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화는
정치행정이 수평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입헌취지에 맞게 실제 운영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복잡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정치행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화 수준은 민주주
의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행위가 제도화되는 수준은 그 나라의 행위자 특성은 물론이고 정치행정체제
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어떤 공식적 직위를 점유한 개인의 행위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 제도화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요약컨대, 제도화란 행위에 대한 의미가 사유화된 상태를 벗어나 객관화되
는 과정, 혹은 객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
다. 이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의 경우, 탈제도화와 재제도화가
반복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안정된 제도화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이것이 불안정하여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제도화된 행
위에 제재나 제약이 발생할 때는 탈제도화가 진행된다(Zucker 1977). 탈제도
화와 재제도화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ing): 집단사고와 조직적 기억이 구성하는 정치제

도가 약화되는 현상으로, 정치적 갈등과 위기를 유발하여 종국적으로 체제의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제도화(re-institutionalizing): 개인적 기억과 연결망에 의존하는 정치구조
가 약화되고 조직적 기억과 집단사고가 강화될 때, 체제 내에서 정치제도가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표 2> 탈제도화와 재제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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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체제전환이란 국가권력의 집단사고에 의한 정치
제도 도입과 지배계급이 형성한 정치구조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하나의 정
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국가 질서의 재편과정
에서 독재적인 행위자가 향유하던 권력을 다수의 행위자에 분산시킴으로써 통
치행위에 객관성과 외부성을 강화하고, 지배계급이 개인적 연결망보다 조직적
사고를 기준으로 자아정체성을 재형성함으로써, 정치제도가 기존의 정치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게 되는 경우 많은 불
확실성과 기존의 정치제도들이 이러한 제도화를 제약한다. 특히, 공식적 절차
와 상존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비공식 규칙 및 관행이 강하게 작동하는 개발도
상국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화, 즉 탈제도화가 강화된다.(Riggs 1964)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치제도의 제도화 과정이 국가기관 및
그 기저를 이루는 지배계급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주적
인 정치제도를 입헌한 후에도 아직까지 법치보다 인치가 주요 정치적 기제가
되어 온 신생민주국가, 혹은 강한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제도
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요소는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
가수반을 구심점으로 한 권력 엘리트들이 공식적인 제도를 우회 혹은 대체하
는 탈제도화 혹은 비공식 제도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배정한 2002)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체제전환과 함께 러시아가 단행한 권력분립의 제

도화 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즉, 정치행위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구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을 바탕으로, 혹은 그것과 새로운 제도와의 상
호작용 속에서 공식적 제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용하는 형태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법규상의 제도와 다소 괴리된 실제 운영상의 제도는, 조직의
논리와 개인의 논리가 정반합을 이루며 자연발생적으로 귀착한 일종의 균형점
으로 이해될 수 있다.3)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하는 권력분립의 제도화 과
정에서 발생하는 탈제도화 및 재제도화의 양상을 조망하고, 이를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구소련 체제의 해체기인 고르
바초프, 옐친, 푸틴, 그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기의 행정개혁과정을 차례로
분석한다. 분석단위는 구조ㆍ체제, 제도, 행위자로 구분되며 각 부분에서 발현
된 양상들을 고찰하고 그것의 행정개혁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구조ㆍ체
제와 제도, 그리고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또한 분석될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
아 행정개혁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지절들을 탈제도화와 재제도화
의 개념에 의거하여 구분할 것이다.

구소련체제에서 벗어난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바는 러시아 연방헌
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식적 제도화란 헌법과 같은 법조문에 명시된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와 같이 법치주의적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공식적

3)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조직되는 공식제도의 변화뿐만 아니
라, 구체제에서 형성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비공식제도의 다양한 형
태와 체제전환에 따른 변용 그리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보편적 법치주의의 확립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한다.(Hans-Joachin Lauth, 배정한(2002)로부터 재인용)

제도화가 갖는 의미는 서구의 다른 나라에서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것은 적어도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제도화를 연
구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의 경우 이런 수준의 정보조차도 때로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법조문이라는 공식적
제도화가 갖는 의미가 서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로 탄생된 러시아 연방헌법에는 국가의 최고
가치가 러시아의 국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러시아 헌법에는 대통령제 채택
과 국민들의 직접선거 원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 관료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4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연방의회는
5장, 러시아 정부는 6장, 사법권은 7장에 나타나 있다. 러시아의 국가권력은
서구와 같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다.4)권력분
립의 원칙은 서구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이는
체제전환을 통하여 서구의 것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헌
법 제 5장의 각 조에는 입법부의 구성과 선출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입
법부는 연방의회로 구성되어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입법부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림 1> 러시아의 정치ㆍ행정ㆍ사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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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99 Timo Aarrevaara
4)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 http://www.constitution.ru/en/10003000-02.htm

헌법 제4장 제 80조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라고 명기
되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시민의 자유와 러시아 연방헌법의 수호 의무가 부
여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지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입안과 승인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아래의 <그림 2>를
살펴보면 최종적인 법안의 형성까지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 러시아의 법률안 통과과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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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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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출처: 1999 Timo Aarrevaara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과반수찬성으로 통과시키면 이것
이 상원인 소비에트연방의회로 넘어간다. 만일 상원에서 거부당하면 다시
하원으로 법안은 돌아간다. 이 경우 만일 하원의 2/3가 다시 찬성을 할 경
우에는 법안은 통과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시 대통령의 의사에 맡겨진
다.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혹은 법안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경
우에도 이 법안은 다시 의회로 내려가며 이 경우 하원과 상원이 함께 법안
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하며 두 의회 모두 2/3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대
통령에게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이 대통령에게 다시 제출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법안에 사인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일어날 확
률은 낮다.

현재 러시아의 정부 조직구조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대통령이 내
무부와 비상사태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등 외교와 국방을 책임진다. 총
리는 재무부, 경제계발부, 산업통상부, 에너지부, 교육과학부 등 내무를 총
괄한다.

<그림 3> 2008년 러시아의 정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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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 러시아 행정조직 현황, 외교통상부 유라시아과(http://www.mofat.go.kr)

관료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2002년에 중요한 연방법이 채택되었다. 첫째,
연방법 #25(2003. 5. 27) “공공서비스시스템” 이다. 이 법안에 따라서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는 일반 공공서비스, 경찰치안서비스, 국방서비스로 구분되
었다. 둘째, 2004년의 연방법 #79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가 채택되었다.
이 법은 1995년의 연방법인 “러시아연방의 공공서비스의 기초 원칙”을 대체
하는 것으로 경쟁에 기반한 공무원의 임명과 임명/선출과정의 간소화를 위한
인력풀의 운영, 직무절차와 규정(직무에 필요한 자격, 공무원의 임무, 공무원
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이슈, 규정에 대한 공무원과 그의 동료,
다른 정부기관, 시민과 사기업체간의 상호작용 필요성, 준비와 토론, 승인과
결정의 절차와 용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고용관계에 대한 아이디어(직업명
칭, 직무내용, 고용일, 금지영역, 근무시간, 급여, 성과지표), 정부기금조성, 직
무수행기준의 규정, 갈등이나 불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규칙 등이 포함되
어 있다.(Konov 2005)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는 단방국가가 아니라 연방공화국이
라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러시아 연방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 4>
와 같다. 러시아 연방헌법의 제 3장 제 65조는 연방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은 21개 공화국, 49개 지역(region), 2개의 연방중
요지역(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6개의 영역(territory), 6개의 자치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 러시아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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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mo Aarrevaara, 1999

마을

제도적 권력분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재정관계이다. 재정관계는 위의
<그림 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자치정부, 중앙정부-주행정부의 관
계이다.
1997년 연방법률 “러시아연방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기반”에서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이
소득세가 압도적인 비중(60-70%)을 차지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
정자율권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조원호 2010 재인용).
이는 헌법 제 12조에서 명기한 러시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정과 보장
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직적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러시아 연방으로 이행되기 전 소비에트 연방시기 행정개혁은 1985-1991년
에 진행된 고르바초프의 행정정치 부문의 개혁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정
보공개와 투명성을 위한 글라스노스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고르바
초프가 1985년 4월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으로 취임할 당시 경제위기의 상
황에서 만들어낸 경제개혁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자발적 정치행정개혁이
었다.(엄구호 1993 재인용)
이러한 비자발적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첫째, 정치
개혁의 준비단계로서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취임(1985년 4월), 둘째, 주도적
정치개혁기로서 19차 당 협의회(1988년 6월), 셋째, 갈등적 정치변혁기로서
당중앙위원회(1990년 2월), 넷째, 연방해체와 국력와해의 과도기로서 쿠데타
(1991년 8월), 다섯째, 지속적인 이중권력화기로서 독립국가연합의 출범(1991
년 12월)이다.(엄구호 1993) 이 과정에서 대통령제로의 체제변화와 혁명이라
는 급격한 제도화 변혁이 있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고르바초프는 취약한 권력기
반을 강화하고자 기득권층인 엘리트 집단을 견제했다. 그러나 이는 엘리트
집단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고 결국 공산당 내 급진파인 옐친에 의해 고르

바초프의 개혁은 저지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르바초프 시기 행정적
차원의 제도화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옐친은 고르바초프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의 안정을 추구
해야 했다. 문제는 체제 안정을 위한 권한과 재정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개혁을 해야 했다는 점이다.(Tishkov 2008)
옐친의 행정개혁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1995년 연두교서이다. 연두교서에서
는 첫째, 경쟁과 능력에 기초한 관료조직 운영, 둘째, 현대적인 관료조직운영
방식의 도입, 셋째,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시도, 넷째, 보다 유연한 관료조직
의 구성을 위한 조직 설계와 인사시스템 확립, 다섯째, 관료의 승진과 재임용에
있어서 성과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인사체제 확립, 여섯째,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관료 채용시 경쟁에 기반할 것, 유럽
식 행정체제의 도입, 소비에트의 잔재인 강한 위계질서의 극복, 법에 근거한 행
정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5)
이러한 경향은 1999년 옐친의 의회연설과 연두교서에서도 지속된다. 경제
개혁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중앙집권화가 부실한 시장제도를 파괴한다고 강조
하였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부에서 지방에 하달하
는 계획이 파멸의 원인이 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방의 일방적
지시보다는 지방과의 합의를 중요시했다. 1995년에 강조했던 관료채용 방식
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위해 자유로운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특권(다양한 특권과의 전쟁)을 견제했다.6)
이러한 서구식 행정체제를 향한 제도화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Orttung(2010)는 옐친 대통령의 임기인 1991-1999년 동안이
그 다음의 푸틴 정부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자유경쟁의 요소가 더 많이 존재
했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 실시된 자유선거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텔레비전
토론, 태동하는 시민사회, 다소간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등은 바로 그 예가
된다 할 것이다.
5) 이홍섭(1995)의 1995년 옐친대통령의 연두교서 번역본을 참고한 것임.
6) 변현섭(2001)의 2001년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연두교서 번역본을 참고한 것임.

1999년 12월 푸틴대통령은 “밀레니엄 전환기의 러시아”라는 국정연설에
서 행정개혁의 방향을 천명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강한 국가 권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강한 국가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
의에 입각한 연방국가 구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
부기구와 운영을 간소화하고 관료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 둘째, 최고의 관료를 선택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료조직을
재구성하는 것, 셋째, 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고 균형
을 이루게 할 것, 넷째, 사법부의 역할을 키우고 강화할 것을 제시했
다.(Neil Parison 2000)
이러한 푸틴정부의 개혁방향은 일면 다른 개혁과 서로 상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연방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긴급하
며 기초적인 과제는 바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정치군사적 안보를 확
보하는 것, 강력한 국가 권력 및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 국가안보 및
강한 국가의 기반위에서 경제개혁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구, 2001 재인용). 이것은 옐친이 추진한 개혁과는 다른 강한 러시아,
즉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의미한다.
이러한 푸틴정부의 방침은 2001년 연두교서에서 재확인된다.7) 푸틴은 연
두교서에서 “참으로 강한 국가가 바로 견고한 연방”임을 말하면서 공동의 권
한으로 있는 중앙과 연방 주체들의 전권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연방 행
정기관들의 지방관할 체계에 관해서 규율을 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위치의 견고성도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푸틴정부 후반기인 2005년 이후에는 신공공관리(NPM)이론의 도입을
시도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고, 결과 지향적 예산체제, 관료들에 대한 인
센티브제의 도입 등을 시도했다. 푸틴정부 시기 러시아의 경제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는 러시아 행정개혁의 목표로 공공서비스
7) 2001년 4월 3일 하 양원 의원, 각료, 연방지구 전권대리인, 대법원 판사, 공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푸틴은 이날 정오(한국 시간 오후 5시)
크렘린에서 내정, 경제, 체첸문제, 사법제도, 외교 등에 관한 교서를 발표했다.(연합
뉴스, 2001. 4. 3 푸틴 연두교서 발표(1보))

의 질적 향상, 사기업체에 대한 관료들의 간섭 규제, 효율성 향상 등을 상정
하였다. 푸틴정부의 권력의 중앙 집중화 경향은 부처의 신설과 같은 조직구
조와 제도의 변화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과 부서 신설의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푸틴 집권초기의 제도변화(2001-2005)8)
분야

중앙집권
적
권력구조
로의 개편

정당체제
와
정치시스
템의 재편

관료
행정조직
개편

주요내용
연방 7개 관구제도 도입(2000.5)
상원구성법 제적(2000.8)
지방입법 및 행정기관 구성법 제정(2000.7)
국가평의회 절차(2000.9)
지방입법 및 행정기관 구성법 개정(2001.2,
2002.7)
지방경찰청장 임명권의 연방이관(2001.8)
연방정부 기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03.1)
정당법 개정(2001.7)
조국-전러시아당과 단합당이 합당해 통합러시
아당 창당(2001.12)
국가두마 선거법 개정(2002.11)
대통령 선거법 개정(2003.1)
국가공무기본법(2000.11)
국가공무개혁위원회 설치 및 국가공무체계개혁
개념(2001.8)
2003-2005년간 국가공무개혁 프로그램(대통령
령 1336호)
정보기관 개편(2003.3)
국가공무체계법(2003.5 연방법 58조 3항)
정부행정조직개편(2004.3 대통령령 314호)

효과 및
파급

중앙으로
권력집중
지방권력의
약화

의회의
행정부종속
화

관료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

푸틴정부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제도정비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관
료 채용에 있어서도 권력집중화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 현상을 가져왔다.9) 이
8) 푸틴정부 집권 1기의 정치개혁을 평가하고 있는 서동주(2004:151-173)의 글에서 인용.
9) 푸틴의 친정조직인 실로비키가 정치엘리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옐친 초기 1993년

러한 푸틴의 행정개혁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의 개편, 고위공무원 사정, 올
리가르히 척결, 부정부패 타파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집중화를 꾀하고, 정적을 견제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서동주 2004). 현 메드베
데프 대통령 시기 또한 이러한 푸틴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와의 권력분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화의 시도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서는 여전히 새로운 제도가 그대로 제도화되어 고착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형식주의적 특성도 강하게 나타난다.
즉,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하는 동형화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
렇게 되지 않았다. 제도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탈제도화로 나아가게 되
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화 현상 때문에 정치구조는 강화되지만, 정치체제는 약
화된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강한 카리스마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모든 정치체제는 권력 집중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권력이 상층부로 집중
되면 될수록 정치ㆍ행정구조는 단순화되며 양적으로 감소한다. 그 역 또한 마
찬가지이다. 즉,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대통령과 총리로 집중될수록 정치ㆍ행
정구조는 단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삼권 분립의 차원과 행정부 내부 차원에서 각각 나타난다.
첫 번째는 행정부의 환경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이다. 기존의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법률안거부권, 대통령명령의 중요성)과 함께 푸틴정
부 시기에는 정당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장악되었다.
에 11.2%, 후반기 1999년에 17.4%, 푸틴정부 2003년에 25.1%로 증가한 것이다.
(서동주 2004).

결과적으로 정치ㆍ행정구조 자체의 상대적 분권화(지방권한 확대, 예산집행권
한의 지방이양추구,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통한 다양한 정당출현 유도)를
시도했던 옐친 정부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둘째, 최종결정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Lempert(1993)도 아래의 <그림 5>처럼 러시아
의 결정권한이 상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결정권한이 두 가지
방향 즉, 관료체제와 입법체제에서 모두 상위엘리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
다.
<그림 5> 탈제도화 기제로서 권력집중의 원리

출처: Lempert(1993)

이러한 권력집중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제도적 불안정성
때문이다. 제도화가 안정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러시아에서는 특정인의 영향
력 행사에 따라 과거로의 회귀마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히 과거로 회
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분산의 원리에 더욱 역행하는 방향의 변화가 가
능하다. 즉, 제도가 개인 행위자의 극단적 변화시도를 억제하는 제약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의 출범 이후 국가재건설의 중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
정엘리트 계층이었다. Neil Parison(2000)은 공산주의 레짐 하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강한 중앙통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화가 관료사
회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최종 결정권한과 지시에 관한 권한이 최상층
부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관료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의 경우에는 상층부의 권한이 매우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자
의적인 결정 또한 매우 많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행정운영이 많아서 법에
근거한 결정보다는 개인의 특성, 즉 부정적 재량권이 많이 행사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서 부패를 만들어 낸다.
러시아의 관료들은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비공식적인 제도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가 엘리트 집단과의 네트워크이
다. Solomon(2008)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에트의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1930년대 강력한 계획경제 또한 ‘tolkach(중간관리자)’와 ‘pripiski(회계담당)’
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제도로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통이 유지되어 1960년대에는 대부분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고
더욱이 비공식적 규칙들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소비에트
가 붕괴한 이후 경제적 전환이 있었지만 이전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존재하
면서 전환된 경제와 충돌하고 있으며 부패가 행정에 강하게 침투되어서 비공
식적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Solomon 2008)
김창진(2003)은 현대러시아 관료제의 역사적 유산을 검토하면서 ‘봉공국가’
원칙을 들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개인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신분
과 정체성을 얻는다”고 표현했다. 봉공국가 원칙에 의거하여 중세러시아에서
관료는 귀족계급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을 형성했고 일반 사람들은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공산당의 고
위간부는 내부의 강한 국가주의 체제와 상명하달식 군사국가체제에서 관료들
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고위간부들을 조정하는 것
이 엘리트 집단이다. 법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러시아의 관료조직이 법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엘리트 집단과의 연계성인 것이다. 또한 소비에
트 연방에서 관료들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었다.(김창진 2003)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서구식 제도로의 개혁을 무산시
키는 탈제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러시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은 탈제도화를 초래하였다. 그 양
상은 옐친정부와 푸틴정부시기에 다르게 나타났다. 옐친정부 시기에 추구한
분권화와 시장경제에 대한 자유보장을 위한 정책들은 체제변화 과정에서 국

민들과 관료, 엘리트 층 모두에게 낯선 것이었다. 특히 관료들은 판단을 할
법률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즉, 행정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 조직
은 만들어졌지만 근거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집행했다. 또한 입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개혁과 관련한 근거법률이 즉각적
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즉, 대통령이 행정개혁을 추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관련 법률이 없어서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되더라도
법에 기반한 행정보다는 관료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
다.10)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
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패로 인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탈제도화의 양상을 볼 수 있다. 과
거 공산당 일당독재시기 소비에트 연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는 상ㆍ하원 의원들에게는 경쟁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이는 정당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강한 리더십이 부족했던 옐친 정부는 이러
한 변화를 제어하고 통제할 힘을 갖지 못했다.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
히 제도의 역할은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다. 사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옐친정부와 푸틴정부가 유사하다. 하지만 법률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푸틴정부 시기에 법적 제도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옐친정부 시기 사법부는 근거법률의 부족으로 공고화된 법적 민
주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물론 푸틴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
서 강한 권력과 리더십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권력 분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탈제도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푸틴
정부는 옐친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정당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양산한
다고 판단, 군소 정당의 의회진입 장벽을 기존의 의석점유율 5%에서 7%로
높이고 상하원에 대한 관련 법안을 수정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연방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지방입법 및 행정기관 구
성법을 제정하고 국가평의회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지방입법 및 행정기관
10) Solomon(2008)은 러시아연방의 형성 이후 첫 10년 동안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
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유는 한 가지 법안이 있지만 다른 수준의 법률에서 상
충되는 법안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명령과 정부 지침에도 차이가 존
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 자체가 현대국가의 맥락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성법 개정, 지방경찰청장 임명권의 연방 이관을 통해 통제를 강화했다. 선
출직 지방정치인 자리를 연방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른 민
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제도발전의 방향성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다. 행정부 자체
에도 국가공무기본법과 국가공무체제법을 도입해서 관료들에 대한 법적통제
를 강화했다. 이처럼 옐친정부에 비해 푸틴정부에서는 제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
탈제도화와 재제도화는 결국 법적 제도의 차원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라
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제도개혁의 결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 관료체제에 잔존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체
제의 유산 때문이다.11) 노멘클라투라 체제는 소비에트 연방시기의 관료조직
내부 통제를 위한 지침과 규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안전과 보안을 핵심으로
하였다.
즉, 과거 소비에트 사회의 레짐이 권력의 위계성과 역사적 지속성을 통해
현 러시아 정부의 구조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러시아 관료체제에
서는 정치 관료가 위계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이 국가를 대표하고 큰
국가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Viktor Mart’ianov 2007)
이러한 노멘클라투라 체제의 유산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어
느 정도 폐쇄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짜르 정치와
공산당 독재와 같은 강압적 정치를 오랫동안 경험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
최상층부의 노멘클라투라와 관료조직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합하여 국민에 대
한 관료적 책임성은 확보될 수 없었다(Neil Parison 2000). 이러한 상황에서 투
명성과 부패척결을 위한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도 의도한 결
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진 허스키(Eugene Huskey 2006)도 하나의 당의 하나
의 원칙이라는 소비에트 시기의 규칙이 현재의 정당 조직과 제도를 구성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에서 정당에 기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당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려 하기 때문
11) 소비에트 연방 당시 공산당은 행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제하
였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당의 승인을 필요로 하였다. 여기서 엘리
트를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모든 권한을 노멘클라투라 체제라고 명명하며, 이러한
노멘클라투라 명부에 등재된 개인들을 노멘클라투라 계층이라 일컫는다.(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1984; 김종명 2007 재인용)

이라고 지적한다.

러시아인들이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것은 새로운 체제로의 제도화에 대한 반대
요인으로서 탈제도화로 이끈다. 대통령과 같은 개인에 대한 신뢰가 의회와
군대, 기타 국가기관에 비해서 높은 반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
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모
스크바의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신뢰가 54%, 군대에 대한 신뢰가 63%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준이다. 특히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만 살펴보면 대통령이 54%, 의회는 10%,
군대는 29%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덕
준, 신동혁 2008)
푸틴 집권 시기에 나타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푸틴이 추진한 권
력의 집중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한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의 국력강화와 강한 국가 건설이다. 강봉구(2010)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소비에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
고 생활을 영위했던 중장년 세대의 심리적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과거 표트르 대제 시기 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
던 상황을 극복하여 소비에트 연방 시기 강한 국력을 통해 대외적 힘을 발
휘했던 기억으로부터 기인한다. 집단기억이 작동하여 서구 민주체제로의 제
도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하는 국가들을 제어할 힘조차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었던 소비에트 붕괴 시점에 들어선 옐친정부는 러
시아 국민들이 바라는 강한 러시아를 실현시킬 수 없었다. 국민들은 이에 대
해 큰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는 오직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손에 달려 있
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전직 모스크바 시장을 감
옥에 보내고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그 형에 대하여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 메
드베데프는 “법관들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재판할 것이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승복할 것이다”라고 말한 반면, 푸틴은 “러시아의 대중가요 가사처럼 ‘도둑은
감옥에 가야한다’”라고 하였다. 러시아 사람들은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일을
추진하는 푸틴을 좋아한다는 것이다.(러시아 국민과의 인터뷰)

사실 사법부가 중립을 지키고 법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메드베데프의 말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부패와 특히 그 부인의 사치로 악명이 높은 전 모스크바 시장에 대
한 사건에 대해서는 푸틴의 직선적 화법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다 더 부응하
는 것이다. 푸틴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약간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
도 서구화 제도를 추구하기보다, 강한 국가를 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경
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강한 힘을 발
휘하기를 바라는 러시아 국민들의 염원이 녹아 있었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과거 표트르대제 시기 뒤쳐진 문화와 과학기술을 유럽에서 받아들일 때 생겼
던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후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군사 국가를 형
성하여 미국과의 양극체제를 이루었던 냉전 시기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 것
이다.12)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푸틴이 총리직을 맡고, 그의 측근 메드베데프가 대
통령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도 푸틴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지방정치의 수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어도 러시아 국민들
은 커다란 저항을 하지 않는다. 정치참여에 무력감을 느끼고, 오히려 강한
카리스마를 원하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로 제도화하기 보다 수단이야 어
떻든 결과 면에서 더 좋아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국민들이야말
로 바로 이러한 탈제도화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주권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가 푸틴 한 사람에 달려 있다고 믿는 러시아 국
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퇴행을 쉽게 용인하고 만다.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고 대통령의 임기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국민들은 강력한 권력자의 등장
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러시아 국민들의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은 경로의존성
12) 2006년과 2007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푸틴과 정체성을 동일시한 통합러시아당
은 의회에서 2/3을 차지하면서 장악력을 높였으며, 푸틴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70-80%에 달했다(강봉구 2007).

을 가지고 지속되어 이러한 탈제도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행정체제가 서구모델로의 제도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탈제도화되는
것은 제도보다는 강력한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일종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재제도화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재제도화 과정의 핵심은 바로 독
특한 러시아식 행정 관료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관료체제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연방 국가조직 차원(헌법과 연
방 법률에 규정)에서 임명되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고위층인 영역 A, 영역
A와 각 기관에 의해서 임명되는 영역 B이다. 영역 C는 공공기관이 임명하는
부류로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독립되어 있다.(Timo Aarrevaara 1999)
<표 4> 러시아 관료조직의 구분
관료

임명방식

A 영역

러시아연방의 고위관료

임명, 선출

B 영역

고위관료의 실무진, 비서

A 영역 관료의 임명

C 영역

일반관료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임명

출처: Timo Aarrevaara(1999)

영역 A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다. 영역
B는 영역 A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조직으로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하부에 위치하는 보좌진과 비서진이 포진된다. 즉, 영역 A와 영역
B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역 C가 일반관료로
서 직업 관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푸틴의 권력기반 강화전략은 지지세력 강화와 핵심 권력엘리트 집단의 형
성이다. 강봉구(2010)는 푸틴주의의 핵심 지지기반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무력기관출신(KGB: 푸틴도 여기 출신)의 자유주의자 그룹, 옐친정부 시기부

터 권력과 유착되어 있던 패밀리 올리가르히 그룹, 법과 제도개혁을 중시하
는 테크노크라트 그룹으로 구분한다. 푸틴은 이러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권력을 상층부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대통
령의 정책추진에 있어 그 기반이 된다.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없다’는 정치적
의지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반대로 법치행정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드러낸다.
제도화 수준이 미흡한 가운데, 이들이 직접 제도화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에게 맞는 제도만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종의
필터(filter)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이들 자체가 일종의 재제도화의 핵심역할
을 한다.
“러시아의 전통은 크레믈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계속성입니다. 푸틴
대통령일 때에는 옐친 대통령시기의 엘리트 관료들이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인 지금은 푸틴 대통령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권력자에게 잘못 보인 사람은 어느새 없어지기는 하지만, 대체
로 대부분의 인적 자원이 그대로 있습니다.”(러시아 *대, 정치학 교수)

이렇게 권력중심부에 있는 인적 자원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서구 민주주의 체제에서
는 엽관제(spoils system)에 의해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부분이 이
들 고위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교수도 왜 이처럼 권력자의 지지 인력이 계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
도 러시아와 같이 제도화 수준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제도의 지
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대체물이 인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반 관료 세력에 대한 미흡
한 제도화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고위 관료들 자신에 있다. 영역 A와 B를 중
심으로 한 연방차원의 상층관료에 대해서 개혁이 추진되다보니, 직업 관료로
볼 수 있는 영역 C에 대해서는 전반적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들
에게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엘리트 계층의 행정개혁 시도
가 행정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패문제 등에 책
임을 지고 해결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매우 저

조하고 권한이 약하여 결국 행정부의 들러리 정도의 역할에 머문다는 점 또
한 문제가 된다. 결국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제도화와 개혁을 저지
하는 셈이다.
법률과 규칙의 부재로 인해 관료들은 부정적 의미의 ‘재량’을 행사하고 법
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인물의 권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회귀한다(Tompson 2007). 러시아의 관료들이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집행을 하
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들 관료 자신과 관련된 기관과 상층엘리트의 이
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게 된다. 관료들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서 바뀔 수 있는 영역 A와 영역 B의 경우에는 정치엘리트 집단과의 상호작용
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어렵게 하는 재제도화의 메커니즘
인 것이다.

Weber의 관료제 모델에 입각한 일반관료제의 제도화도 추진되었다. 예컨
대 옐친정부 시기에 경쟁과 능력에 기반한 관료채용 방식의 도입과 인력풀의
도입은 관련 제도가 완비된 상황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해서 추진
되었다. 그러나 옐친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행정 개혁은 행정 각 부를 망
라하기보다는 연방정부의 상층단위에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행정명령이 즉각
적으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48%만이 즉각적으로 실행
되었다. 행정명령 중 대통령 명령은 77%였으며 그중 20%의 경우는 그 시행
에 있어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이른바 “red tape”, 즉, “이해의 결핍현상”이
발생한 것이다.(Tompson, 2007)
그 후 전술한 대로 2002년 채택된 연방법 #25(2003. 5. 27) “공공서비스시
스템”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는 일반 공공서비스, 경찰치안서비스,
국방서비스로 구분되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되었다. 나아가 2004년 채택된 연
방법 #79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는 상술한 1995년의 연방법인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의 기초 원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경쟁에 기반한 직업 공
무원제를 추진하는 제도화였다.
이러한 개혁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
히 도입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러시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2011년 현재 군대로부터 분리

된 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조차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13) 치안
불안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관료제의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것으로 재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의 충원방식이 관료제의 성격을 결정한다. 김창진(2003)은 전국적인
수준의 일률적인 국가 공직 시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관리층
의 충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
시아 공무원들의 경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인 충성 및
후원관계’라면서 체제전환기에 소비에트 행정체계와 연관된 공식적 연결망
이 붕괴하자 개인적 신뢰성과 충성도가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관료조직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층관료의 높은 유동성과 중
간층 간부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러시아 관료층의 충원에서 유능한 청년층의
공직 기피와 무능력한 장년층 간부들의 존속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지속시키
고 있다(김창진 2003).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들의 낮은 임금과 그로 인한 부
패현상 및 상층부 관료와의 유착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능력에 의해 관료 계층이 충원되고 승진하게 되는 근대적 관료제가 도입
되지 않은 것도 과거 제도로의 회귀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 언
급하였듯 관료들의 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충성 및 비호관계’이다. 박윤형(2008)의 연구에 의하면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개인적인 충성 및 비호관계 등 관료내부의 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이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이러한 특성을 지닌 러시아의 관료제는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베버주의식 모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관료제를 보여준다.
즉, 소비에트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고, 소비에트의 행정조직은 인적네트워

13) 인터뷰에 응한 러시아 시민들은 군 조직으로부터 경찰조직의 분리에 대해서 모르
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14) 국가기관에 있어서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원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70%, 85%, 8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
인적인 충성 및 비호관계는 95%로 압도적이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이 각각 15%, 25%, 25%인 것에 반해 개인적인 충성 및 비호관
계에서는 60%로 나타나 분명한 차이를 나타냈다.(박윤형 2008 재인용)

크와 관련된 비공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공서나 기관보다 사람에 더
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다.(Tompson 2007)
따라서 행정부와 관료체제의 운영은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증가시켰다.15) 초법적인 규제와 지침,
절차가 만연해 있다. 러시아 관료들은 규칙의 적용과 형성시 특정한 이익,
즉, 관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외부집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존
의 연구는 보여준다.(Solomon 2008)
또한 러시아의 관료들은 여전히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행정을 집행하는
행정 관료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관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러시아의 행정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신공공관리론(NPM)의
내용처럼 성과중심의 관료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인사와 평가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또
한 관료들이 여전히 보수적일 뿐더러 성과 지향 행정에 대한 회의주의 또한 존
재한다.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러시아에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유연성과
목적에 적합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신공공관리론적 제도의 무조건적 도입은 혼란
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아직 미성숙한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과 관
련 법률체계 때문이다.

15) 장덕준, 신동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연방대통령이 시민의 복지와 관료들의 급여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60% 안팎을 유지했지만 연방정부와 기
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20%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ISRAN(2005)의 보고서
에서도 러시아인들의 관료에 대한 불신은 드러난다. 71%의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관료를 선택했다. 27%만이 국가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응답
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은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63.7%)과 부패
(58.5%)였다. 러시아 관료의 부패문제는 매우 크다. Nations in Transit 2010보고서에
서도 부패가 6.50(7점이 가장 심각)으로 매우 심각하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s 2005)에서도 CPI(Corrupttiom Perception Index)가 159개 국가 중에서
126위였다.(ISRAN 2005)

러시아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이후, 서구민주주의 모델에 근사한 새로운
제도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탈제도화되고 더 나아가 다시 과거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재제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대안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
은 러시아의 행정 개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권적 양상을 나타내
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
히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현재 러시아의 행정체제는 이러한 제도적 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양상을 탈제도
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재제도화(Re-institutionalization)로 구분하여 고찰
하였다.
정치제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집단생각 혹은 집단기억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구분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
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구조, 제도, 행위” 중 행위(행위자)를 세분화하며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러시아로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엘리트집단)이 체제
내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집단사고의 메커니즘
이 생겨났다. 행정개혁 과정에서 집단의 이익과 이익의 제도화, 그리고 엘리
트집단과 관료집단의 상호작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 때 이러한 집단사고
의 메커니즘은 국민들과 엘리트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기본적으
로 엘리트 집단과 관료집단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정치구조의 재
편, 즉 탈제도화 과정을 위협한다.
탈제도화 과정과 재제도화 과정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체제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 두 과정이 모두 나타난다. 이 때 탈제도
화 혹은 재제도화 과정의 진행 상황 및 그 정도의 증감은 각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체제, 제도,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제도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탈제도화의 경향이 강화 혹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4가지 각 항목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탈제도
화와 재제도화의 개념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탈제도화와 재제도화
정치/행정
구조의
양적 측면
(Political
structure)

제도의 역할
(discrimination
of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경로의존성
의 존재
(Pathdependency)

체제의
지속가능성
(political
sustainability)

탈제도화
(De-institutionalization)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재제도화
(Re-institutionalization)

감소

증가

증가

증가

개념

제도화측면

제도화의 과정은 옐친정부와 푸틴정부 시기에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옐친
정부 시기에 추구한 분권화 및 시장경제를 위한 자유보장 정책들은 체제변화
과정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이행되기
이전의 행태는 지속되었으며 일부 고위 관료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제도적으
로 행정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층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판단의
권한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행정개혁 시도가 제대로
관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닌
관료 자신의 재량에 의한 행정이 되고 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16)
옐친정부와 푸틴정부 모두 동일하게 경로의존성이 존재했다.17) 엘리트 중심
의 중앙집권체제와 노멘클라투라 체제의 유산, 관료들의 행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은 각각 약화되거나 강화되었다. 가
령 옐친정부는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엘리트집단, 관료
집단)의 집단 문화 단절을 추구했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체제로 변화시키고,
노멘클라투라 체제를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한 체제로 변화시키려 노력한 것이
다. 물론 이와 같은 개혁은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났지
16) Solomon(2008)은 러시아연방의 형성 이후 첫 10년 동안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유는 한 가지 법안이 있지만 다른 수준의 법률에서 상충되는
법안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명령과 정부지침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이
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17) 김성진(2009)도 유사한 구분을 하고 있다. 옐친정부를 과정이 중시되는 ‘레짐의존
형’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탈제도적 성격과 유사하다. 반면 푸틴정부는 제도와 강
제적 이행으로 구분되는 ‘제도의존형’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재제도화와 유사하다.

만 경로의존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
러시아에서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지
속가능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항
목(정치ㆍ행정구조의 양적측면, 제도의 역할, 경로의존성의 존재)의 영향을 받
게 된다. 재제도화를 통한 권한의 중앙 집중이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지속가
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추진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내부 엘리트집단의 갈등과 강한 리더
십의 부재 때문이었다.
체제의 붕괴는 단절적 균형점을 만들어냈고 현재의 러시아 연방으로 체제가
변화하였다. 옐친정부가 푸틴정부로 변화된 것도 옐친이 시도한 개혁에 대한
반발과 지방의 분권화 경향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국민들이 바라
는 강한 국가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푸틴정부를 지속시킨 것이다.
현재의 푸틴과 메드베데프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
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에너지 외교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영향력
회복 과정은 이들에 대한 지지를 공고하게 한다.(정은숙, 2011). 그러나 이러
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나 언론의 자유,
다양한 가치의 입법부 진입 등은 제한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가 다른 형태
의 개혁과 제도화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의 제도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가능한 행정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Tompson, 2007 참조)
첫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구속
하는 기제로 작동할 때에 비로소 작동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의 시행과 지
속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마련과 함께 입법ㆍ사법부의 강화가 필요하다. 행
정작용에 있어 법치주의가 엄격히 지켜질 때야 비로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도 준법의식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둘째, 관료제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러시아가 근대국가로서의 제
도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료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관료
들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층부 고위 관료를 국민
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고
위직 관료들도 교체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윤리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관료들을 양성

해야 한다. 일선 관료들의 낮은 급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문제는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구조이다. 따라서 급격한 급여수준의 증가
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푸틴정부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
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 축소되었다. 정책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측면
에서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 비리 정치인들
이 교체되도록 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적 처벌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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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sidering Administrative Reforms in Russia:
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m, Do-Bin, Jeong, Ji-Su, Shin, Hye-Young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efforts in Russia over last decades. Administrative reforms in Russia are
implement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divers social groups such as elite,
bureaucrats, and peopl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se groups results in the
dismantling of Soviet institutions and the formation of substitutes. These
unstable dynamic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in human networks linked
with the political system. Due to a lack of the rule of law,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s swallow, so that the actual game of reform and its results
depend on to a significant degree on human factors, especially political leaders
like Gorbachev, Yeltsin, Putin and Medvedev.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institutionaliz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Russia has been introducing a western style democracy such
as the separation of power and the weberian bureaucracy. However, the strong
inertia towar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ends to de-institutionalize this kind
of reform efforts. The legacy of nomenklatura and the people's collective
memory of 'escape from freedom' result in supporting the charismatic leader
like V. Putin. It is by the elite bureaucrats that Russia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ality is re-institutionalized toward the principle of the old soviet
system, especially concentration of power to a small group of elite. This study
recommends the rule of law and the bureaucracy reform as the target for
future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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