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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운동론의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사
용하여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대
중적 지지를 받으며 부상했다가 빠르게 쇠퇴한 현상을 낳은 조건과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등장은 결정적 분기점
의 시기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운동이 주장한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대중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 소비에트 민족 제도
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 운동의 조직 구성,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에
대한 지지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
를 낳은 요인으로는 달라진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정치현실에서 정치적 기회구
조의 축소, 공고화된 지방 엘리트의 억압, 지방 엘리트의 주권 프레임의 작
용을 들 수 있다. 공화국 엘리트의 대항프레임은 공화국의 역사적ㆍ경제적
조건과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지역 차원에서의 경합의 정치 혹은 프레이밍 경쟁에서 공화국
엘리트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운동의 탈동원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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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르바초프의 개혁ㆍ개방 정책 실시 이후 소비에트연
방(СССР)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연방공화국(ССР)에서 분출된 민족주의ㆍ분
리주의 운동은 소비에트 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결국
15개 연방공화국은 독립국가가 되었다. 비단 연방공화국만이 이러한 움직임
을 주도한 것은 아니어서 러시아공화국(РСФСР)이나 몇몇 다른 연방공화국
내부에서 혹은 이들 사이에서 일부 자치공화국(АССР)도 민족의 권리를 요구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민족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
러한 민족주의의 열기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에도 일정 시간 식지 않았
다. 이 가운데 소비에트 러시아공화국 및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연방(РФ) 내
에서 대두된 여러 민족주의ㆍ분리주의 운동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에 이어
러시아연방의 분열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대체로 이러한 움직임은 우려 혹은
기대되었던 것처럼 격렬하게 표출되지도, 오랜 기간 지속되지도 않았다. 그러
나 소비에트 말기에 시작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당시 러시아공화국 내
자치공화국이 주도했던 민족주의 운동 가운데 대중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운동으로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민족주의적 동원의 최전선
에 있었다.”(Ponarin 2005: 89)1) 본 논문은 이처럼 소비에트 국가의 붕괴에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출범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타
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강렬하게 발흥했다가 또한 급속하게 잦아든 현상에 주
목하여 이를 야기한 조건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타타르인의 선조가 되는 투르크계 불가르인이 오늘날 타타르스탄이
위치해 있는 볼가 강 중류 지역으로 유입된 시기는 7~8세기이고, 9세기 말에
서 10세기 초에는 이들 중 다수가 이슬람을 수용했으며, 16세기 중반에는 이
지역이 러시아에 복속되어 러시아로의 동화 과정이 시작되었다(Frank and
Wixman 1997: 141-142). 이후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역사는 통합과 협력, 억압과 갈등으로 점철되는데, 이런 가운데에도 타타르인
은 고유한 언어와 종교와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타타르인은 현재
러시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민족 집단이기도 하다.2) 이처럼 러시아
1) 타타르스탄은 1987~1992년 민족적 대중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공화국이며, 이
러한 점과 관련하여 체첸, 투바와 함께 1989~1994년 대중적 민족주의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3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Giuliano 2011: 34-36).

역사와 현실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타타르인이 전개한 민족주의 운동의 부
상과 쇠퇴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성격을 지
닐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출현과 진행,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제도
의 작용에 관한 일반론적인 함의를 내포하기도 있다. 왜냐하면 타타르 민족
주의 운동은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오랜 공존과 길항이라는 특유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대두되기도 했지만,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다른 민족주
의 운동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들의 경험과 요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빠른 상승세와 하락세를 거친
과정은 여느 사회운동처럼 이 운동 역시 구조적ㆍ제도적 조건의 기회 혹은
제약 속에서 조직과 프레임을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
한 점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타타르 민족주의의 독특한 발전경로를 부각ㆍ서
술하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좁게는 민족주의 운동, 넓게는 사회운동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지지와 동원의 성패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모색
하려 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에 크고 작은 규모와 강도로 다수의
민족주의ㆍ분리주의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상당
수의 기존연구는 연방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원
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면서 그 일부로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을 다루
고 있다.3) 이러한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민족주의ㆍ분리주의 운동의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일반론적인 인과관계의 규명에 치중한 나머지 타타
르 민족주의 운동 자체의 역동적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타르스탄과 몇몇 다른 공화국의 엘리트, 이슬
람, 민족관계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물들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과 다른 공
화국 민족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기도 한다(신범식 2007; Drobizheva
1999; Robertson 2002; Sharafutdinova 2000; Yemelianov 1999). 이러한 소수
2) 2010년 러시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타타르인은 러시아 인구의 80.9%를 차지하는
루스키(русский, ethnic Russian) 다음으로 인구 비중이 큰(3.87%) 민족 집단이다
(Росстат 2011).
3) 소비에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일어난 많은 민족주의ㆍ분리주의 운동의 동인
에 관한 기존연구를 역사-제도적,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구조적 접근법으로 분류하
여 비판적으로 논의한 광범위한 연구사 개관은 Giuliano(2011: 9-11, 42-59) 참조.

사례 비교연구는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중범위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만, 특정한 목표와 조직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중적 동원에 성공 혹은 실
패한 사회운동으로서의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화 혹은 비교연구를 위해 타타르 민족주의에 접
근하는 연구물 외에도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과 전개, 내용과 특성에
집중하는 연구물들도 찾을 수 있다(김인성 2007; Сергеев и Сергеева 2009;
Kondrashov 2000). 본 논문은 이들처럼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그 특수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의 다
양한 이론적 개념과 틀을 활용하여 운동의 부상과 쇠퇴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Ⅱ.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와 사회운동론(social
movement theory)의 이론적ㆍ개념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타타르 민족주의 운
동의 부상과 쇠퇴를 분석하는 틀을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침이 일어난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를 경
로의존(path dependence) 현상이 나타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개념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간적 맥락 아래에서 일어난 타타르 민족주
의 운동의 부상을 기존 제도의 영향을 받아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가 확대되고 운동이 효과적인 프레임(frame)을 제시한 결
과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는 경합의 정치
(contentious politics)가 전개되면서 운동의 탈동원(demobilization)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를
결정적 분기점의 국면 전환에 따라 정치적 기회구조가 축소되고 프레이밍 경
쟁(framing contest)에서 지방 엘리트의 대항프레임(counterframe)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발흥한 시기는 운동의 주요 이슈였던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정치적 지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앙-지방관계를 규정하고 구조화
하는 제도적 틀로서의 연방제가 소비에트 연방제에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연방제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즉,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대적 배
경은 연방관계에 관한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
때 러시아 연방제는 소비에트 연방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로 출현한 것
이 아니라 그 원칙과 구성을 상당 부분 이어받아 형성되었다.4) 이처럼 새로
운 제도가 이전의 제도의 영향과 제약을 받아 형성된 과정은, 역사적 제도주
의의 논의에 따르면, 경로의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Kahn
2002: 3). 또한 새로운 국가건설 및 정치ㆍ경제 체제전환 과정에서 연방관계
의 경로의존적 제도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주로 거시적ㆍ국내적 구조의 위기
나 충격 같은 외생적 요인 혹은 행위자의 의도적ㆍ우연적 행위에 의해 제도
변화의 계기가 자극되는 시기, 즉 결정적 분기점(김윤권 2005: 306-307)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로의존은 이미 형성된 제도의 지속 혹은 재생산을,
결정적 분기점은 새로운 제도의 형성 혹은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나 제도변화가 기존 제도의 영향과
제약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설명에 따르면(하연섭 2011:
141, 211), 결정적 분기점의 시기에도 경로의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
의의 확장이 가능하다.
결정적 분기점은 다수의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채택되는 선택의 시점이자
행위자의 재량이 커질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점에서(Mahoney 2001: 113)
사회운동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어 운동의 출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시기일 수 있다.5)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
는 정치적 구조의 변동으로는 전쟁, 산업화, 경제위기, 국제정치적 재편 등
다양한 현상들이 거론되는데(McAdam 1999: ⅸ, 41), 이러한 사건과 과정들
은 결정적 분기점을 촉발시키는 구조적 요인들과 매우 유사하다.6) 이처럼 결
4) 소비에트연방에는 15개 연방공화국 외에도 민족적 원칙에 따라 구성된 하부 단위로서
자치공화국, 자치주(АО), 자치관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가 존재했는데, 기존의 국가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그 지위와 명칭이 변경되
었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는 러시아연방에서도 이전의 영토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5)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의 집단행동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불리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정치체제나 제도, 권력관계 같은, 운동이 위치해 있는 그 외부 조건
이나 환경을 의미하며, 특히 집단행동의 발생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
이다(McAdam et al. 1996: 17).
6) 이러한 점이 결정적 분기점의 도래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가 동의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통 구조적 차원의 변동과 이에 따른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수

정적 분기점과 정치적 기회구조를 결합하는, 즉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운동
론을 접목하는 접근법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에 유리해진 환경을 설
명할 때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발생과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해 소비에
트 제도가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도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있
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규칙 및 절차를 모두 포함하
는” “제도는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며, 이렇게 하여 정치적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논의되는데(Thelen and Steinmo 1992: 2, 13),7) 정치적 행위와
과정을 제약하는 제도의 역할은 사회운동의 출현, 활동, 성과를 결정짓는 요
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
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기존의 소비에트 제도는 ‘민족 제도(ethnic
institution)’로8) 그 의미와 작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할 것이다.
소비에트 민족 제도의 영향으로 확대된 정치적 기회구조와 더불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운동이 구성한 효과적인 프
레임이었다.9) 즉,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은 당시 타타르 민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해와
인식의 틀로 기능한 ‘민족적 경제 불평등(ethnic economic inequality)’ 프레임
을 제시한 것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 프레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
해서도 역시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프레이밍 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관
계는 상호적이어서 사회운동의 발생은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객관적인’ 정
반하는 결정적 분기점의 시기에는 사회운동을 포함한 행위자의 선택과 역할이 증대
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회구조는 구조적
변동에 의하지 않고도 확대될 수 있고,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가 반드시 제도변화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결정적 분기
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5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결정적 분기점의 국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
7) 혹은 “정치체의 조직적 구조에 내재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절차, 일상, 규범 및
관행”으로서의 제도는 “역사적 발전이 일련의 ‘경로들’을 따라가도록 하는 중심적
인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정의되기도 한다(Hall and Taylor 1996: 938, 941).
8) “소비에트 민족 제도는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와 선호를 형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민족 동원에 있어서 결정적이었
다.”(Gorenburg 2003: 28)
9) 프레임은 “사건이나 현상을 의미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로써 경험을 조직하고 행
동의 지침을 내리는 기능을 하는” “행동 지향적 신념체계”라고 정의된다(Benford
and Snow 2000: 614).

치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기회’라는 ‘주관적인’ 인
식을 야기할 때 촉진된다(McAdam et al. 1996: 8). 한편 사회운동의 프레임
은 인지ㆍ해석ㆍ동기부여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 운동 외부 행위자들과의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의 동원 혹은 탈동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프
레임 분석은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과정, 사회적 반향을 일
으키도록 프레임을 짜려는 운동 지도부와 특정한 프레임에 호응하는 일반 대
중이 관계 맺는 방식과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Fumagalli 2007: 570). 다시
말하면, 프레이밍 과정에 대한 분석은 운동의 출현 이후 지지의 획득 및 동
원 과정이나 그 수준의 변화ㆍ차이를 추적할 때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운동이 부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쇠퇴할 때에도 프
레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고 간주할 것이다.
경합의 정치 개념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 요인 및 과정을 설명할
때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경합의 정치란 행위자가 다른 이의 이해관
계와 관련되는 주장(경합)을 함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의 노력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에 정부가 관여(정치)하는 상호작용을 의
미한다(Tilly and Tarrow 2007: 4-7). 경합의 정치 개념은 사회운동의 발생ㆍ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운동의 주장과 행위가 운동 외부
행위자들, 특히 정부와 경쟁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도 주목한다는 점에서 운동
의 동원 혹은 탈동원을 설명할 때 유효한 개념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합의 정치가 전개될 때에도 주요 유인과 제약은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Tilly and Tarrow 2007: 22). 따라서 등장 이후 경합의 정치의 궤도에 본격
적으로 진입하게 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기
회구조의 축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
구조 축소는 운동의 시간적 맥락이 소비에트 시기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로 넘어가면서 결정적 분기점의 국면이 전환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새
로운 제도 형성의 경로가 결정되지 않은 결정적 분기점의 초기 국면에서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크게 확대되지만, 결정적 분기점의 후기 국면
에서는 제도 형성 혹은 변화의 가능성이 일정 정도 닫히면서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방정부 혹은 지방 엘리트는10)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제도화 과정의
10) 광의의 엘리트 개념에는 사회적 의제 설정, 여론 주도 및 형성 등을 통해 영향력
을 행사하는 문화ㆍ예술ㆍ학술 영역에서의 엘리트, 즉 인텔리가 포함될 수 있지

진행과 결과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행위자로 러시아 일부 지역
에서 이들의 권력기반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의 행위, 특히 억압의 강화는 사회운동의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합의 정치에 관한 논의에
서도 억압은 운동의 탈동원을 일으키는 주요 기제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Tarrow 2011: 190).
사회운동의 프레이밍 활동 초기에는 정치세력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
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도 운동이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감지되
면 이후에는 이들의 반응도 달라져 프레이밍 경쟁이 펼쳐지게 된다(McAdam
et al. 1996: 16-17).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 역시 이러한 프레이밍 경쟁의 단
계에 접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 엘리트의 프레이밍 활동이 운동의 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가 어떠한 대항프레임을 제시했는지, 즉 어떠한 개념과 언어로 공화국
현실을 의미화하여 공화국 외부의 중앙정부와 공화국 내부의 민족주의 운동
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Ⅲ.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11)
1. 소비에트 시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적인 단체는 타타르공공센터(Татар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ТОЦ)였다.12) 이 단체는 1988년 6월 소련공산당대회에 제
만, 본 논문은 엘리트를 주로 정치ㆍ경제ㆍ행정 영역에서의 엘리트, 즉 지배 혹은
통치 엘리트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고, 인텔리와 엘리트를 구분
하여 논의할 것이다.
11) 이 장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주로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됨. Мухарямов
(2000); Broxup(1996); Giuliano(2011); Gorenburg(2003); Graney(2009); Kondrashov
(2000); “The Tatar Public Centre”(1990).
12) 1994년 이전까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율의 약 3분의 2가 타타르공

출할 민족문제에 관한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서 출발했고, 이 모임의
구성원 대다수는 소련과학아카데미 카잔 지부 산하 타타르언어ㆍ문학ㆍ역사연
구소 및 카잔대학교의 학자와 학생들이었다. 이후 타타르 민족 문화ㆍ언어ㆍ
전통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여러 비공식단체들이 타타르공공센터에
합류했고, 1988년 10월 카잔에서 열린 단체의 회의에는 800-900명의 학자, 작
가, 성직자,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989년 2월 카잔에서 개최된 단체 창
립대회에는 타타르스탄 이외의 32개 도시에서 온 149명을 포함하는 586명의
대표들이 참여할 정도로 단체의 지리적ㆍ조직적 외연은 공화국 외부로까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활동 초기 타타르공공센터는 타타르어의
지위 향상 같은 문화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단체로 여겨졌고, 이와
관련하여 창립대회에 참여한 대표들 중 225명이 공산당원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공화국 당국과의 관계도 원만했다.13)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강령과 결의문에서 타타르공공센터는 타타르어를 공
화국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할 것,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및 독자적
인 경제정책 수립 등 경제적 주권을 공화국에게 귀속시킬 것, 공화국의 지위
를 연방공화국으로 격상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타타르공공센터는
소비에트연방에서 타타르스탄의, 타타르스탄에서 타타르 민족의 지위 향상에
주력하는 정치단체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이는 공화국 당국의 우려와 불안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타타르공공센터 멤버들을 극단주의로 비방하는 언론 캠
페인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연방 및 공화국 차원에서 민족의 권리에 대한 요
구가 거세어지는 분위기에서 공화국 당국은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일정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1989년 7월 타타르공공센터는 공공조직으로 정식 등
록되었다. 이후 단체는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생각을 전파
하는 데 이를 유용하게 활용했고, 거리에서 대중 집회나 시위를 조직하여 민
족주의적 주장과 담론을 개진했다. 이후 이들의 요구 가운데 일부는 공화국
지도부에 의해 보다 온건한 형태로 수용되기도 한다. 이 시기 타타르스탄 야
공센터를 향한 것이었다(Gorenburg 2003: 151). 이 단체는 전( )타타르 공공센터
(Всетатар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ВТОЦ)라고도 불린다.
13) 1989년 9월 단체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었던 하키모프(Рафаэль Хакимов)는 소
련공산당 타타르 지역위원회(обком) 이념국에 부국장으로 참여했고, 단체의 또 다
른 지도자 물류코프(Марат Мулюков)는 1991년 8월까지 공산당원직을 보유했다
(Gorenburg 2003: 55; Kondrashov 2000: 125).

당 진영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한 민주주의 세력이 주로 민주화라는 연
방 차원의 추상적인 의제를 제기한 반면에, 타타르공공센터는 보다 실제적인
공화국 차원의 문제에 집중했고, 따라서 출범 초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민주주의 세력보다 빠르고 폭넓게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타타르공공센터가 출범한 이후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은 제한적인 범위 내
에서 분화 및 정치화의 과정을 겪는다. 1990년 4월 타타르스탄의 완전한 독
립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단체 이티팍(Иттифак, ‘연합’)이 타타르공
공센터와 느슨한 연합은 하지만 이로부터 독립된 개별적인 조직으로 창설된
다.14) 이티팍은 타타르 민족의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고 에스닉(ethnic) 타타르
국가의 건설을 주장했는데, 이는 보다 온건하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타타르
공공센터 및 공화국 러시아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같은 해 5월
에는 역시 타타르공공센터의 일원이기도 했던 급진적 민족주의 청년단체 아
자틀릭(Азатлык, ‘자유’)이 결성되어 매우 적극적인 대중 활동을 벌인다.
한편 1990년 3월 러시아 최고소비에트(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타타르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선거에서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은
전체 250개 선거구 가운데 13개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켜 타타르공공센터
의장 물류코프(Марат Мулюков)와 이후 이티팍 지도자가 되는 바이라모바
(Фаузия Байрамова)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 두
인물은 같은 해 4월 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만, 당시 소련
공산당 타타르 지역위원회(обком) 제1서기였던 샤이미예프(Минтимер Шаймиев)
에게 참패를 당한다.15) 이처럼 의회를 무대로 해서는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성과는 운동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정치적 지지 간의
불일치16) 및 공화국 내 권력관계를 보여준 결과였다고 평가되며, 특히 공화국
14) 이티팍 지도자 바이라모바(Фаузия Байрамова)는 단체의 목적을 정의하면서 다음
과 같이 강경하고 극단적인 자세를 표명했다. “우리는 타타르스탄 민족의 국가성이
아니라 다름 아닌 타타르 민족의 국가성을 지지한다.”(Бондаренко 1999: 68 재인용).
또한 1991년 바이라모바는 “타타르스탄에 있는 우리들은 연방공화국에 있는 이들이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 독립을 원한다”고 말했다(Robertson 2002: 113
재인용).
15) 물류코프는 1989년 7월 소련 인민대의원대회(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보궐선
거에서도 샤이미예프에게 10.8% 대 76.8%로 대패한 바 있었다(Gorenburg 2003:
134; Kondrashov 2000: 128).
16)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거리에서는 비교적 강력했지만, 권력기관에서는 매우

엘리트에 비하면 제도권 정치에서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의 영향력은 약세였다고
할 수 있다.17)
옐친이 러시아 최고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1990년 6월 12일 러
시아 인민대의원대회(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가 러시아의 주권을 선언하
자 타타르 자치공화국 지도부도 공화국의 주권과 연방공화국으로의 지위 격
상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이해 8월 옐친은 타타르스탄을 포함한 볼가
지역 자치공화국을 순방하면서 자치공화국을 포섭하여 고르바초프와의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주권을 취하시
오(Берите стольк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колько сможете проглотить)”라고 발언하
여 의도치 않게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 분위기를 고취한다. 이처럼 공화국
안팎의 정치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자치공
화국 지위를 식민통치라고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18) 이 과
정에서 공화국 주권 문제는 민족주의 세력, 민주주의 세력, 공화국 당국 간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자 타타르 민족 집단과 러시아 민족 집단 간 상이한
이해의 대상이 되었다.19) 결국 1990년 8월 30일 타타르 자치공화국 최고소비
에트는 타타르스탄의 지위를 영토 내의 자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보유하
는 연방공화국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공화국 내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는 내
용의 타타르스탄 주권선언을 채택했다.20) 이 선언은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취약했다.”(Kondrashov 2000: 170)
17) 공화국 엘리트는 엄격한 선거법을 제정하거나 충분한 캠페인 기간을 주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화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타타르스탄의 정치는 [...] 샤이
미예프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Gorenburg 2003: 69-70)
18) 1990년 8월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동원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여서 민족주
의 진영이 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건물 앞에서 주권선언의 채택을 요구하며 벌인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5일 연속 7,000명 이상이었다(Gorenburg 2003: 124).
19) 예를 들어 1990년 12월 타타르스탄 내 타타르인 중에서는 74%가, 러시아인 중에
서는 51%가 공화국 주권을 지지했다. 1년 뒤 두 민족 집단 간의 공화국 주권에
대한 지지율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타타르인의 지지율은 84%로 증가한 반면
에, 러시아인의 지지율은 23%로 하락했다. 또한 주권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두
민족 집단은 차이를 나타내어 이 시기 타타르인의 약 20%는 타타르스탄의 독립을
지지했지만, 러시아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Gorenburg
2003: 150; Robertson 2002: 112).
20) 주권선언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Мухарямов
(2000: 27-30) 참조. 주권선언 전문은 “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타협의 산물이어서 민족주의 세력의 주장을 온전하게 담아내지도 않았고, 주
권의 실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문제에 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
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모호함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한 문서였다.
1991년 5월 타타르스탄 최고소비에트는 공화국에서 러시아 대선을 실시하
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바이라모바가 2주 동안 단식투쟁을 단행하는 등 타타
르 민족주의 운동은 이에 대해 “공화국 주권선언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거
세게 항의하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벌이면서 강력하게 반발한다.21) 이
러한 국면에 직면하여 공화국 당국은 한발 물러나는 조치를 취하여 타타르스
탄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대선에 참여하지 않되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권
리를 존중하여 이들에게는 투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입장을 수정한다. 이에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러시아 대선 투표율을 떨어뜨려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결국 1991년 6월 12일 러시아 대선과 타타르스탄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의 의도대로 러시아 대선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화국에서 러시아 대선은 열리지 않은 것
으로 공표되었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전략과 활동이 성공을 거둔 것이
다. 공화국 대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샤이미예프가 70.6%의 찬성률로 타타르
스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샤이미예프가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91년 8월 모스크바
에서는 보수 쿠데타가 발발했지만 이내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긴박한 정세 변화는 타타르스탄 정치과정의 변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쿠데타 초기 샤이미예프는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22) 이는 공화국 내 여
러 사회정치세력이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23) 그러나
이때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은 곧 입장을 바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Татарской Совет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참조.
21) 이미 1991년 4월부터 6월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공화
국에서 러시아 대선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25차례나 열었는데,
이때 많게는 수만 명이, 평균적으로는 5,000명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전해에 이어 민족주의 운동의 활동력은 절정기를 구가했다(Gorenburg 2003: 124).
22) 타타르스탄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호소하는 연설문에서 샤이미예프는 쿠데타를 주
도한 국가비상사태위원회(ГКЧП)가 “발포한 법령은 국가의 붕괴를 방지하고 상황
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Мухарямов 2000: 34 재인용).
23) 1991년 가을에는 샤이미예프의 쿠데타 지지에 경악ㆍ실망한 옐친마저 샤이미예
프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Bahry 2005: 136, 145).

서는 샤이미예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샤이미예프
의 정치적 생존에 기여한 민족주의 운동은 공화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급진적
인 주장을 펴기 시작했고, 10월에는 의회 건물 습격을 시도하여 경찰과 충돌
하는 등 민족주의 진영의 행동은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1990년 8월 공화국 주권선언 이후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자신의 세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강경한 노선을 표방함에 따라 공화국 내 정치상황이나 민족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민족주의 세력과 공화국 당국 간에
표면적인 연합이 유지되긴 했어도 그 관계의 불편함 혹은 균열의 조짐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다.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소비에트연방의 해체가 소비에트 말기에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해
결책이 되지 못했듯이, 소비에트연방 붕괴 과정에서 노정되기 시작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과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 간의 일종의 동맹관계의 동요 역
시 소비에트 체제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진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포스트소비
에트 시기의 새로운 조건과 현실에서 공화국 엘리트의 정국 주도 및 영향력
이 강화되면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1992년 2월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은 밀리 메질리스(Милли Меджлис, ‘민
족회의’)라는 일종의 대안적인 비공식 대의기구를 구성했고, 이 기구의 부의
장 자이눌린(Заки Зайнуллин)은 단체의 목적이 “체첸 공화국이 사용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Robertson 2002: 111 재인용). 이처럼 일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급진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운동 내부에서 문화적 자치를 옹호하는 온건파와 독립
을 위한 정치적 활동에 주력하자는 급진파 간에 분열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일부 타타르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급진적 주장은 당시 공화국 주
민들이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대중적 매력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24)
24) 예를 들어 1991년 11월에서 1992년 12월까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주도한 32차
례의 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수는 평균 200명에 불과했고, 이후로 참여율은 더욱
저조했다(Gorenburg 2003: 125-126).

이런 가운데 중앙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 3월 공화국 엘리트의
주도로 실시된 공화국 주권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61.4%의 찬성률이라는 결과
가 나오자 이를 공화국 지위 및 정권의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 여론으로 해석
한 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공화국 안팎의 정
국을 주도해 나간다. 6월에는 전(全)세계타타르인대회(Всемирный конгресс
татар)의 조직과 개최를 통해 민족주의 운동이 독점하고 있던 민족문제의 일부
의제를 장악했고, 11월에는 “러시아연방과 연계된(ассоциированное) 주권국가이
자 국제법적 주체”라는 표현으로 공화국의 지위를 규정한 공화국 헌법을25) 제
정함으로써 민족주의 세력 및 연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
박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공화국 주권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및 공화국 헌법 제정, 민족 행
사의 주최 등을 통해 공화국 당국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도 민족주의적 기획이나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타타르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다. 이때 공화국 엘리트는 공화국 내 민족관계나 공화국과 연방정
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
을 견지함에 따라 공화국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아졌고,26) 이는 상대
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
년부터 타타르스탄의 정치적 과정은 공화국 정부가 공화국 내 사회정치세력
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 두 정부 간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이
미 1991년 8월 쿠데타 이전부터 단속적으로 진행된 논의와 협상의 대상이었
던 양자 간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였는데, 1994년 2월 마침내 러시아연방과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이후 여타 중앙-지방관계가 수립ㆍ조정되는 과정에서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쌍무조약을 조인한다.27)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러
25) 타타르스탄 공화국 헌법 전문은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참조.
26) 1991년 10월에는 공화국 주민의 3분의 2가 공화국의 정치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여겼다면, 1992년 여름에서 가을에는 주민의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를 만족
할 만하다고 간주했다는 점은 1992년 이후로 대중이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Kondrashov 2000: 189).
27) 이 쌍무조약의 공식 명칭은 “‘러시아연방 국가권력기구와 타타르스탄 공화국
국가권력기구 간 관할대상의 분할과 권한의 상호이양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 과정과 내용, 그 반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Мухарямов(2000: 58-64); Malik(1994) 참조. 조약 전문은 “Договор

시아연방과 연합되어 있다(объединена)”는 전문(前文)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 이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공화국의 주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정치적 지
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이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관계의 기본 틀에 관해 합의
를 보았고, 이를 통해 이후 상호관계가 정상화ㆍ안정화될 발판이 마련되었다
는 점은 이 조약이 갖는 큰 의의이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이 조약에 신랄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공화국 지도
부에 빼앗긴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예를 들어 당시 밀리
메질리스 의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라모바는 이 조약이 타타르스탄의 주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타타르공공센터는 조
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조기 총선의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치적 의제 설정 및 실행의 능력을 회복한 공화국 엘리트가 쌍무조약 체결은
중앙정부로부터 공화국의 이해관계를 지켜낸 만족할 만한 성과이자 평화적 협
상을 통한 중앙-지방 갈등 해결 방식 – 소위 ‘타타르스탄 모델’ – 이라고 공화
국 대내외에 강조ㆍ선전하자(Drobizheva 1999: 402; Gorenburg 1999: 252) 이
에 반대하던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약화는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공화국 정치무대에서 운동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29) 예를 들어
1995년 3월 타타르스탄 의회 선거에서 이티팍은 전체 130개 선거구 가운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О разграничении предметов
ведения и взаимном делегировании полномочий между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참조.
28)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의 통일성을 보장받은 거
래와 타협의 산물이자 연방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위를 인정한 혹은 이후 지
역주의 움직임의 전개에 토대를 제공한 문서라는 것이 이 조약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옐친 시기의 연방관계는 유사한 일련의 쌍무조약 체결을 통해, 즉 ‘조
약 연방주의’를 통해 운영된다(김인성 2007: 176-178). 공산당을 제외한 당시 러시
아의 엘리트와 대중은 대체로 이 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Broxup 1996: 86;
Malik 1994: 26-29).
29)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 시점은 빠르면 1992년, 늦게는 1996년으로 논의된
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운동에 대한 지지의 부침이 나타나는 등 운동의 정치
적 퇴각이 운동의 부상과 단절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 지지의 하락이 점진
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27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웠으나, 그중 1명만이 선출되었다(Мухарямов 2000:
69-70). 또한 밀리 메질리스와 이티팍은 1994년 12월에 시작된 체첸에서의
군사행동을 “독립 체첸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 식민부대의 약탈적인 공격과
침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조직했지만, 이 역시
타타르스탄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Музаев 1999: 180-181).

Ⅳ.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상 요인
1.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와 소비에트 민족 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시기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로 전환되
던 시점은 국가 및 체제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비단 연방제뿐만이 아
닌 여러)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이는 사회운동
에게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는 시기를 의미했고,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야기한 국가와 체제의 급변 혹은 위기는 고르바초프의 일련의 자유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노선은 첫째, 사회운동의 반체제ㆍ반정
부 활동에 대한 탄압의 부재 혹은 완화를 낳았다는 점에서, 둘째, 지방 엘리
트도 이러한 활동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셋째, 중앙
정부의 뒤를 이어 연쇄적으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 엘리트의 정치적 권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대시
켰다(Gorenburg 2003: 7-8).
이러한 상황은 정치과정모델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네 가지 차원의 정
치적 기회구조30) 중에서 소비에트 국가의 억압 능력과 성향이 약화된 상황
이자 소비에트 체제의 작동과 유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엘리트 연
합에서 균열이 발생한 조건이었다. 소비에트연방은 국가 공식 노선에 저항ㆍ
반대한 개인 및 집단의 생각과 행동의 공적인 표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국가였다. 따라서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약화된 국
30) 네 가지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이란 첫째, 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 개방성 혹
은 폐쇄성, 둘째, 정치체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 혹은 불안
정성, 셋째, 엘리트 동맹의 존재 혹은 부재, 넷째, 국가의 억압 능력과 성향을 말
한다(McAdam 1996: 27; McAdam et al. 1996: 10).

가의 억압 능력과 성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의 등장에 매우 유리해진
환경을 의미하게 되었다.31)
소비에트 연방제가 큰 목각 인형 속에 차례로 작은 인형들이 들어 있는
마트료슈카(матрёшка)를 연상시키는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던 것처럼,
일견 단일해 보이던 소비에트 엘리트도 연방 구성단위의 층위에 상응하는 수
준과 범위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에 따라 단계적 혹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엘리트 구조에서 개혁ㆍ개방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
에트 사회와 국가의 변화는 중앙 엘리트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이견을 노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상과 현실에 따라 자신의 지역에서 강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일부 지방 엘리트와 중앙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함으로써 엘리트 연합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1992년 3월 타타르스탄 공화국 주권에 관한 국민투표는 연방 엘리트의 극심
한 반대와 방해, 만류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엘리트가 강행한 행사였
으며,32) 이러한 점에서 엘리트 연합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에트 말기 지방 엘리트가 중앙 엘리트와 다른 견해를 갖게 되
었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러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특히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중앙 엘리트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실현하려는 지방 엘리트는 지역 차원의 목표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단
체에 일정 정도 공명하여 이에 유리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에 견해차가 생겨나는 상황에
서 중앙권력이 주도하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회운동과 지방권력은 중앙
권력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31)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사회운동의 결성에 관대해진 정치적 분위기에서 1986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비공식 집단의 수가 1989년에는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강윤희 2012: 190). 이 시기 가장 먼저 출현한 사회운동은 민주주의(pro-democracy)
운동이었고, 민족주의 운동은 주도운동(initiator movement)으로 기능한 민주주의
운동에 의해 크게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를 이용한 파생운동(spin-off movement)이
었다(Gorenburg 2003: 50-51).
32) 러시아 대통령, 의회, 헌법재판소, 군부, 군산복합체 경영진이 이 국민투표에 반대
하는 발언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 엘리트의 정치적 압박은 “전례 없이
결집된 것이었다.”(Broxup 1996: 83-84; Мухарямов 2000: 45-50)

지방 엘리트와 중앙 엘리트 간 이견의 발생은 이처럼 연방 차원에서의 엘
리트 연합의 약화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중앙 엘리트뿐만 아니라 지방 엘리트도 사회의 변화 및 사회적 규범의 정립
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Drobizheva 1999: 388)33) 지방 엘리트
연합 자체의 공고함 혹은 허약함도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에게 유
의미한 기회구조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중앙-지방 엘리트 관계
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지방 엘리트 연합의 존재는 사회운동에 대해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고한 지방 엘리트 연합이 중앙 엘리트와 다른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정적인 지방 엘리트 연합의 존재는 중앙에 대해 지역 차
원에서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회운동에게 유리한 기회구조로 작용하지
만, 지방 엘리트와 중앙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조정ㆍ수렴되는 상황에서는 강
력한 지방 엘리트 연합이 사회운동의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에트 체제 해체를 전후한 시기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의 경우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거의
공개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 엘
리트는 높은 수준의 연대감 혹은 단일성을 지닌 집단이었다고 평가된다
(Drobizheva 1999: 398; Kondrashov 2000: 92; Matsuzato 2001: 191). 이에 따
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주장이 온건하다고
혹은 중앙정부에 대해 민족주의 진영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될 때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공화국 엘리트 연합이 민족주의 운동에게 유리
한 기회구조로 작용했지만, 운동의 주장이 급진적이라고 혹은 운동이 공화국
엘리트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여겨질 때에는 반대로 공고한 지방 엘리트 연합
이 불리한 기회구조로 작용했다.
한편 정치적 권위의 하락과 민족주의 운동의 등장 간의 상관성과 관련하
여 “타타르 민족 운동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에트 체제의 정당성 붕괴
였다”는 주장을 찾을 수 있다(Kondrashov 2000: 191).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권위 혹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언제나 소수민족 민족주의
운동의 활성화를 허용ㆍ방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34) 체제나 국가의 권위
33) 또한 지방 지배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은 민족주의의 발전경로를 결정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논의된다(신범식 2007: 164, 177, 191).
34) 예를 들어 1990년 5월 소련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20% 이하로 하락할 정도로 국
가 및 체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1991년 1월 연방정부는 연방공화국 가

약화 혹은 정당성 위기는 민족주의 운동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
다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 혹은
외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체제ㆍ제도의 변화나 엘리트
관계의 재편 같은 현실정치과정에서의 변동을 통해 비교적 가시적으로 확인
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체제나 국가의 권위 혹은 정당성의 강화/약화 같은
비물질적ㆍ도덕적 요인 또한 정치적 기회구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아시아ㆍ아프리카 피식민 주민들의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
의 형성에서 대중매체, 교육제도, 행정적 규정, 센서스, 지도, 박물관 같은 식
민주의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듯이(앤더슨 2002: 149-181, 211-237), 20세기
말 소비에트연방 및 러시아연방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부상할 전망을 열어준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해서도 소비에트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의 출현과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서 정치적 기회구조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과 프레이밍 과정에도 개입하는
소비에트 제도란 다름 아닌 ‘민족 제도’로, 이는 민족(ethnicity)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영토적 단위,35) 민족 언어로 수행된 교육제도, 인구조사 및 국
내여권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민족 범주 등 국가와 민족 집단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적 장치들을 의미한다
(Gorenburg 2003: 3, 29-33, 82-83). 민족 제도는 그 형성 공간, 표현 형태, 실
현 수준에서 대단히 다양한 만큼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해서
도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인 측면의 민족 제도, 즉 연방
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른 타타르스탄 및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면, 실질적인 권한이나 민족의 제도
화 수준에 따른 그 기회구조는 상당 수준 열린 것이었다.
소비에트 말기 들어 국가의 억압 능력과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 같은 비공
식적 기회구조의 구속력이 약화되자, 이전까지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
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의 분리주의ㆍ민족주의 움직임을 저지하
기 위해 수도 빌뉴스에 군대를 투입하여 유혈사태를 빚었다(Sakwa 2008: 20-21).
35) 이처럼 소비에트 국가가 몇몇 민족과 영토가 결부되어 형성된 단위들로 – 이러한
단위들로만은 아니지만 –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연방제는 흔히 민족연방
제(ethno-federalism)였다고 일컬어지며,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들이 민족과
연계되어 설립된 과정ㆍ현상은 민족의 영토화 혹은 민족의 영토적 제도화라고 불
린다(Gorenburg 2003: 82).

과했던 공식적 기회구조, 즉 국가구조에 관한 헌정질서로서의 연방제도가 연
방 구성단위나 사회운동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Williams 2010: 452-453). 소비에트 연방제는 주(область), 변강(край) 같은
행정적 단위들과 함께 자치권의 정도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АО), 자치관구(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같은 민족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일한 지위를 갖는 단위라도 보유한 자원, 자본, 노동력
등에 따라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불균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에서
논의한 소비에트 엘리트의 중층적 구조도 소비에트 연방제의 이러한 위계적
이면서도 비대칭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제의 틀 내에
서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자 이는 연방 전체 차원에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
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모든 연방
구성단위에서 동등하게 확대된 것은 아니어서 소비에트 공간에서 “비대칭적
연방제는 비대칭적 기회구조로 옮겨진다.” 소비에트연방 내 구성단위의 지위
에 따른 기회구조의 차별성은 소비에트 말기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53개의
민족적 단위들 가운데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15개 연방공화국만이 연방 해체 이후 실제로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Williams 2010: 453). 소비에트연방 내에서 타타르스탄의
지위는 연방 탈퇴권을 지닌 연방공화국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지 않았
고,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연방은 타타르스탄을 포함한 어떠한 연방 구성주
체에게도 연방 이탈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에트연방에서도
러시아연방에서도 타타르스탄에게 주어진 법적ㆍ공식적 차원에서의 민족적
제도화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는 제한적인 것이었고(Williams 2010: 447,
457), 이에 따라 (자치)공화국 차원에서의 운동이었던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
역시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 타타르 자치공화국은 공화국 내부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물론 러시아 차원에서 일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자치공
화국들보다 더 큰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다른 자치공화국들에
비해 학술ㆍ교육ㆍ언론ㆍ행정 영역에서의 민족적 제도화도 매우 높은 수준
에 있었다(Gorenburg 2003: 33, 41, 44, 47). 이처럼 타타르 자치공화국의 실
질적인 자치권 범위나 민족적 제도화 수준이 연방공화국에 준할 정도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타타르 자치공화국에서 민족주의 정치는 가장 공격적인 연방
공화국의 그것과 유사한 궤도를 따라 전개”되었다(Giuliano 2000: 295). 왜냐

하면 일단 민족적 제도화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이는 민족적 단위의 명목
민족(titular nationality)36)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정치ㆍ경제ㆍ문화
적으로 지배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념과 이러한 권리가 지속ㆍ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Gorenburg 2003: 48), 민족적 단위의 실
질적 권한이 강하거나 민족적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민족 성원들의 믿음과
희망도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37) 국가 권위 혹은 정당성의 강화/약화처럼
연방 구성단위의 실질적 권한이나 민족적 제도화 수준에 상응하는 민족적 확
신이나 열망의 고조/저하 역시 정치적 기회구조로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았
고 계량화되기도 힘들지만, 이러한 경향의 사회적 발현과 구조적 요인으로서
의 사회운동에 대한 영향이 확연하다면 이를 정치적 기회구조로 간주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소비에트 민족 제도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확대에 미친 영향이 다의적이라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조직 구성에 미
친 민족 제도, 그중에서도 연구ㆍ교육제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3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타타르공공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이들은 타타르
문화, 언어, 역사 등을 연구ㆍ교육하는 기관에 재직 중이던 연구자들이었다.
이것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조직 구성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이들 인텔
리들이 서로 교류하고 자금과 시설과 공간을 지원받아 운동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 국가 산하의 타타르 학술ㆍ교육기관이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제도적 통로 역할을 한 것에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다. 즉, 타타르 연구ㆍ교육기관이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타타르 인텔리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통의 정체성과 조
직적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기관이 소비에트 국가 제도의
일부였다는 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타타르 민족주
의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소비에트 국가로부터 좋은 직업과 지위를 제공받고
36) 명목민족이란 그 이름을 따서 연방 구성단위의 명칭이 붙여진 민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타르스탄의 명목민족은 타타르 민족이다. 명목민족이 자신의 영토에
서 언제나 다수민족인 것은 아니다. 1989년 약 360만 명의 타타르스탄 인구 가운
데 명목민족인 타타르인은 48.5%, 루스키는 43.3%였다.
37)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에서 유래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및 경로의존 개념으
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일단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선택ㆍ도입되면 이를 사
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활용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수확체증 개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하연섭(2011: 184-191) 참조.

있던 ‘포섭된(co-opted)’ 혹은 ‘고도로 소비에트화된(highly Sovietized)’ 인텔리
들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심지어 타타르어로 말을 할 줄도 몰랐다. 또한 타타
르 민족주의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직업의 이동성, 민족 집단의 동등한 대표성
같은 이슈는 소비에트 말기의 전형적인 근대성의 이상을 재생산한 것이었다.
이처럼 소비에트 민족 제도가 특히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조직이 구성되어
그 활동이 시작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소비에트 국가 그 자체의 혹은 소비에트 국가가 창출한 제도적 공간의
산물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Giuliano 2011: 19, 97, 102, 148-149; Gorenburg
2003: 41, 54-55, 57).

2.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주장이 전적으로 경제적 불만에 관한 것만은 아
니어서 여기에는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요구가 포함되기도 했고, 이러한
요구들은 서로 연계ㆍ중첩되기도 했으며(Giuliano 2011: 105-108), 정치적ㆍ
문화적 의제에 비하면 운동의 경제 프로그램은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
도였다. 그러나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내세운 “경제적 요구는 주권화
(sovereignization)를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Gorenburg
2003: 94), 운동이 제시한 타타르 민족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불만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에 입각한 불만의
구성은 운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란, 직업적 불안정성처럼 소비에트 말기에 명
목민족이 처하게 된 사회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리함의 이유가 다수민족인 러
시아인의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을 조성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으며, 따라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주권 혹은 독립이 필
요하다는 현실 인식 및 진단이다(Giuliano 2011: 4-5, 20-22). 다시 말하면, 노
동시장, 직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민족 집단이 차지하고 있던 인구 구성 비
율 문제를 정치화(politicize)하여 – 사회경제적 이슈의 민족화(ethnicize) – 소
비에트 말기 국가 전체적으로 악화된 사회경제상황에서 명목민족이 겪게 된
어려움 혹은 불리함을 민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틀인 것이
다.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역사학자이자 타타르 공
공센터의 공동 설립자였던 이스하코프(Дамир Исхаков) 등이 “러시아인은 사

회적 위계구조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교육수준은 타타
르인의 그것보다 더 높다. 그리고 집단 작업의 관리자 가운데 러시아인은 두
배나 많다”고 설명한 보고서를 들 수 있다(Giuliano 2011: 103 재인용). 여기
서 드러나는 이 프레임의 주요 논지는, 소비에트 국가의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38) 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제도는 결국 러시아인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
해주는 기구였고, 따라서 타타르인은 심지어 타타르스탄 내에서조차 사회경제
적 종속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억압의 ‘희생자’였으며, 이처럼 타타르인들이
러시아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것은 바로 이들이 타타르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자틀릭 의장이었던 율다셰프(Рамай Юлдашев)가
“타타르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제한된 것이었다. 타
타르인은 방해를 받았다. 타타르인은 인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비에트 교
육제도는 [...] 러시아화의 제도였다”라고 발언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Giuliano 2011: 104 재인용),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소비에트 시기에 이
루어진 타타르인의 교육적ㆍ직업적 성취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 혹은
불충분함을 지적함으로써 소비에트 국가가 타타르 민족에게 행한 차별이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이처럼 타타르 민족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비에트
국가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주요 목적은 불만의 구성이었다. 그렇지만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불평등에
기반한 불만을 구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러한 조치들을 주권의 실현이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창립 헌장과 결
의문에서 타타르공공센터는 타타르인에게 예비 일자리와 무상 직업 소개를
38) 토착화 정책이란 민족적 원칙에 따라 설립된 연방 구성단위, 특히 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에서 고등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나 당 기구,
행정직, 경영직의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명목민족에게 특혜 혹은 쿼터를 부여
한 일종의 소수민족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일컫는다. 토착화 개념은 공식
적으로는 1930년대에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서 사라졌지만, 특혜의 관행과 쿼터
제도는 전후 시기에도 지속되어 소비에트 말기에 이르면 여러 자치공화국에서 명
목민족의 정치ㆍ행정 엘리트 비율이 그 인구 비율을 능가하게 되었고, 명목민족
중간층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토착화 정책은 러시아인과
비명목민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간간이 제기되기도 하였다(Giuliano 2011:
43, 71, 74; Gorenburg 2003: 46-47).

제공하거나 고등교육 및 중등기술교육 준비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
로써 직업적ㆍ교육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단을 제시했고, 공화국이 그 천연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적 주권을
누려야 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Giuliano 2011: 109; Gorenburg 2003: 94;
“The Tatar Public Centre”(1990), 159, 162). 한편 타타르공공센터가 타타르인
의 특권을 일관되게 요구하기보다는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사회경제적 평등
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다면, 급진적 민족주의 단체 이티팍은 러시아인과 타
타르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해관계를 상호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면서
‘타타르인을 위한 타타르스탄’ 같은 배타적인 내용의 구호로 대변되는 차별
화된 정책노선을 추구했다(Giuliano 2011: 110).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전적으로 허구 위
에 지어진 것은 아니어서 특히 소비에트 말기의 단기적 시점에 초점을 맞추
어 타타르스탄 내 민족 집단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 프레임에
부합하는 현실이 포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당시 타타르스탄 내
타타르인의 도시화율은 63.4%였는데, 러시아인의 도시화율은 이를 능가하는
85.7%였다. 반면에 타타르스탄 내 농촌 인구의 65.5%는 타타르인이었던 데
반해, 농촌 인구에서 러시아인은 2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그해 공화국 내 타타르인 노동인구의 70.3%, 러시아인 노동인구의 63.7%가
블루칼라 노동에 종사했고, 타타르인 노동인구의 29.7%, 러시아인 노동인구
의 36.3%가 화이트칼라 노동에 종사했다. 또한 1987년 타타르스탄에서 학문
직에 종사하는 인구 가운데 러시아인은 56%를 차지했던 데 반해, 타타르인
은 약 35%였던 데다가 그나마 이들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Drobizheva 1994: 48; Giuliano 2011: 94-95, 97-98; Kondrashov 2000: 18).
소비에트 말기 시점의 사회경제상황에서 특징적인 점은, 현격하거나 압도적
인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임금을 인정ㆍ
제공받았고 근대적 가치와 규범을 표상한다고 여겨졌던 도시 인구, 화이트칼
라 직업 종사자, 학문직 종사자에서 타타르인보다 러시아인의 비율이 더 높
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민족 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정도는
실재했음을 입증해주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시기 동안 타타르스탄 내 민족 집단들의 사회경제상황
이 변화한 흐름을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족 집단들
간의 격차를 단순히 불평등으로 프레임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도 발견된

다. 예를 들어 1926년 타타르스탄에서 타타르인의 도시화율은 5.2%였으나,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타타르인이 농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거나
행정ㆍ관리직으로 진출하여 1989년 타타르스탄 내 타타르인의 도시화율은
63.4%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타타르스탄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민족 집단
들 간의 차이가 1923년에는 타타르인 17.5%, 러시아인 77.3%에서 1989년에
는 타타르인 42.2%, 러시아인 50.9%로 크게 줄어들었다. 도시화율의 상승은
소비에트 러시아 전역에서, 특히 대다수 자치공화국 명목민족에게서 일어난
현상이었지만, 1989년 타타르스탄 내 타타르인의 도시화율은 러시아 16개 자
치공화국 명목민족 도시화율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일부 자치공화국 명목민족
도시화율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Giuliano 2000: 304; Giuliano 2011:
66, 69, 94-95; Kondrashov 2000: 6-7). 즉, 1989년 타타르스탄 내 민족 집단
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도시 인구에서 민족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러시아인이 타타르인을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소비에트 초기
에 이미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
며, 소비에트 시기 동안 타타르인의 도시화율은 공화국 내 러시아인의 그것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소비에트 말기에 이르면 자치공화국 명목민족 도
시화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타타르스탄 내 타타르인의 도시화가 발달한 것은 명목민족에게 교육
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 소비에트 정권의 토착화 정책의 혜택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학업과 노동의 공간에서 러시아어의 사용을 전제
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화를 수반한 변화였다고 할 수도 있다. 러
시아화 정책의 결과는 공화국 언어상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소비에트 말
기 카잔의 타타르인 학생 가운데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데 반해, 타타르어에 능통한 학생은 52.3%에 불과했다. 반면에 비도시 지역
에서는 타타르인 학생의 97.4%가 타타르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타타
르어가 주된 언어였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비과학적인’ 혹은 ‘유행에 뒤떨
어진(не модный)’ 언어라고 여기는 등 타타르어는 대체로 이등 언어로 인식
되었다. 심지어는 타타르공공센터 멤버의 다수가 타타르어를 쓰지 않는 러시
아화된 타타르 인텔리였고, 이들은 타타르어의 부흥을 주장하면서도 암묵적
으로는 러시아어의 우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Giuliano 2000: 304-306;
Giuliano 2011: 96). 이는, 소비에트 산업화ㆍ근대화ㆍ도시화의 결과로 타타
르인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민족적 경제 불

평등 프레임이 강조하듯이 타타르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러시아인의 그것에
비해 불평등한 것이었다는 점보다도, 러시아인의 혹은 러시아적인 가치나 규
범, 문화가 타타르인에게서 근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내면화되었다는 점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말기 타타르스탄 내 화이트칼라 직업에서 타타르인이 러시아인보
다 과소대표되고 있었던 것도 다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바라보면 전적으로
민족적 불평등의 결과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89년 공화국 화
이트칼라 직업에서의 민족 비율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공학ㆍ기술 전문직을
제외하면 러시아인이 타타르인을 앞선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농학ㆍ의
료ㆍ문화ㆍ교육직 등에서는 오히려 타타르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보다 중요
한 점은, 1988년 소련공산당 타타르 지역위원회 노멘클라투라에서 타타르인
의 비율이 거의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1990년 공화국
최고소비에트에서도 타타르인이 57.6%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즉, 소비에트
말기 타타르스탄 내 화이트칼라 직업 중에서도 정치ㆍ행정직에서는 타타르인
이 인구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교의 시각
에서 보아도 1989년 화이트칼라 직업에서의 명목민족/러시아인 비율이 타타
르스탄의 경우 0.82였는데, 이는 당시 16개 자치공화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Drobizheva 1994: 48; Giuliano 2011: 77-78, 98-99; Kondrashov
2000: 18). 화이트칼라 직업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족 집단 구성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지만, 소비에트 말기 타타르스탄 정치 엘리트 직위에서
타타르인이 다수였고, 화이트칼라 직업에서 타타르인이 러시아인에 비해 보
인 열세가 다른 자치공화국 명목민족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니었다는 점
에서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만으로는 타타르인의 고용과 직업의 현실이
온전하게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타타르인의 사회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이 프레임에
입각하여 불만을 구성했고, 장기적ㆍ지속적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타타
르인이 민족주의 운동과 이 프레임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소비에트
민족 제도의 작용과 관련된다. 기존의 제도적 틀과 구조를 크게 벗어나는 프
레임은 그 틀과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인식과 정서를 형성한 대중에게서 공감
을 얻기 힘들다(Gorenburg 2003: 82). 소비에트 민족 제도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확대 및 조직 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은 운동의 프레이밍 과
정 및 대중적 지지의 획득 과정에서도 유효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국가가 민족의 영토적 제도화를 시행한 결과
중의 하나는, 영토적 단위를 부여받은 명목민족이 그 영토는 자신의 당연한
소유물이라는, 민족 영토에서 명목민족은 특별한 권리나 특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규범적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Gorenburg 2003: 83-84). 특
히 연방에서 실질적 권한이나 민족적 제도화의 수준이 높았던 타타르스탄에
서 이러한 의식은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 및 일반 타타르인 사이에서 매우
견고하게 뿌리 내려 운동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나 대중적 지지가 동
원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소비에트
토착화 정책의 결과로 타타르 민족이 혜택을 입은 측면은 논의하지 않고 불
평등의 측면만을 주로 부각시킨 것은, 타타르스탄은 타타르 민족의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목민족인 타타르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의 수준이 러시아인
의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 제도화가 낳은 당위적 사고가 바탕
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 차원에서도 대체로 타타르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을
지녔던 토착화 정책 및 민족 쿼터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알더라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다. 1990년대 초 타타
르인들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제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종속에 대한
불만에 큰 호응을 보낸 것은 이러한 태도의 산물이다(Giuliano 2011: 113-114).
이는 민족적 제도화에 수반된 명목민족의 민족 영토에 대한 소유의식이 타타
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타타르 대중의 지지가 결집되는 과정에서 그 심리
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에트 말기의 경제현실과 관련해서는, 소비에트 국가의 민족적 제도화
로 인해 타타르 인텔리 및 대중 사이에서 타타르인의 권리와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증하게 된 반면에,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 등이 야기되던 당시의 상황이 타타르인의 사회경제적 불만
을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과 이로 인해 생겨난 불만이 민족주의 운동 및 운동이 내세운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 요인
1. 정치적 기회구조의 축소와 공화국 정부의 억압
결정적 분기점에서 일단 특정한 안이 선택되면 다양한 대안의 선택이 가능
했던 이전 시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지며,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 따른 제도의
지속성이 작용하게 되는 결정적 분기점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
아지게 된다(Mahoney 2001: 112-113).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는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15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탈(脫)소비에트 국가건설
및 체제전환 과정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
에 결정적 분기점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국가ㆍ체제ㆍ제도
로의 이행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은 내려졌다.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연방이 소비에트 시기의 유산을 계승한 형태의 연방제 국가
를 건설할 것을, 소비에트 시기와 상반된 유형의 정치ㆍ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 여부나 방식, 그 결과가 확정적이진
않았지만, 변화의 기본 노선은 설정된, 달라진 시대적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소비에트 말기에 비하면
일정 정도 닫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체제 및 제도의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결정적 분기점의 초기 국면이었던 소비에트 말
기에는 사회운동의 전략적 선택과 동원 활동을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체제전환과 제도변화의 기본 틀과 방향이 결정되어 그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의 후기 국면이었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운동의 기회구조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놓이게 된 정치적 기회구
조의 축소의 구체적인 여러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견 고르바초프
시기 및 그 이후 옐친 시기에도 러시아 국가의 억압 능력과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약화된 상태에 있었고, 연방제도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원
칙과 구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소비에트 말기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초기에도
정치적 기회구조가 유사하게 열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억압
능력과 엘리트 연합의 안정성이 약화되자 구성단위의 연방 이탈권을 인정했
던 소비에트연방 헌법상의 공식적인 규정이 중요해지면서 연방공화국이 독립

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면,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연방은 애초부터 그 구성단
위의 연방 탈퇴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식적인 기회구조로서 연방을
이탈할 헌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는 두 시기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성격을 구
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Williams 2010: 454-455). 소비에트연방이 존속하
는 상황에서라면 타타르스탄이 연방공화국으로 지위 상승을 도모한 이후 다
른 연방공화국들과 보조를 맞춰 독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치권의 단계적
확대를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의 일원으
로서 타타르스탄은 독립된 국가를 구성할 법적ㆍ제도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들어 타타르스탄 공화국
이 별개의 민족국가로 분리될 정치적 기회구조가 닫혔다는 것은 타타르 민족
의 사회정치적 권리 신장 혹은 정치적 단위와의 일치를 주장하는 타타르 민
족주의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또한 축소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공화국
정부가 민족주의적 요구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민족주의 이념과
원칙의 실현을 위해 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
둘 가능성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연방이 그 구성단위
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틀을 결정한 국면에서 연방 내 민족적 구
성단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시도는 연방국가의 와해라는 운
동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연방제 내에서의 지위 변화 시도에 대한 거부감과는 수준과 강도가
다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달라진 경제적 현실도 민족주의
운동이 표방한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호소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비에트 말기 이후로 직업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
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을 거쳐 탈중앙집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 영역보다는 사적 영
역에 종사하게 되었고, 직업의 할당은 더 이상 국가의 지시를 받는 민족화된
(ethnicized) 정책과 과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되었다(Giuliano 2011: 22-23).
타타르스탄은 러시아처럼 충격요법이라는 급진 경제개혁을 시행하는 대신 식
료품 가격을 보조하거나 사유화를 지연하는 ‘완충’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체
제전환의 속도를 다소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1994년 무렵에는 타타르
스탄에서도 사유화가 완료되어가는 등(Broxup 1996: 86; Robertson 2002:
113)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이처럼 시

장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국가를 점유ㆍ포획함으로써 사회경제
적 영역에서의 민족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은 설득력과 지지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소비에트 민족 제도의 틀 내에서 명목민족에게 인정ㆍ부여된 특권
의 회복 혹은 확대를 요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민족 제도가 작동
하지 않게 된 새로운 현실에서는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유효성 상실
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 혹은 민족 엘리트가 표방하는 프레임
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민족 구성원들의 지지와 동원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어
서 민족 집단을 둘러싼 사회경제현실이나 그 속에서 민족 구성원들이 경험하
는 불만이나 불안 등을 일정 정도라도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4장에서 논의했듯이,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 혹은 그 연합의 안정성/불
안정성은 중앙 엘리트와의 대립적/협력적 관계라는 면에서나 그 자체의 공고
함/허약함이라는 면에서 소비에트 말기 지방 차원의 사회운동이었던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출현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이었
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서의 지방 엘리트의 영향력은 포스트소비에트 시
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포
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샤이미예프를 수반으로 하는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
리트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나 공화국 내에서 보인 태도나 갖게 된 위상은 타
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에 불리해진 기회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합과 집단행동과 정치의 교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합의 정치
개념(Tilly and Tarrow 2007: 7)으로 표현하자면, 정치, 즉 정부라는 행위자,
그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운동의 탈동원이 야기되
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 말기부터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가 중앙 엘리트와는 다른 나
름의 이해관계를 추구ㆍ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
지만, 공화국 엘리트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 및 중앙 엘리트와
일관되게 대립각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 공고화라는 목적에 따
라 공화국 엘리트는 민족주의 운동의 수사와 용어를 차용ㆍ구사함으로써 중
앙정부 및 중앙 엘리트에게서 공화국 내부 문제를 관할할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확보하려 했고, 이러한 과정은 민족주의 운동의 도구화ㆍ주변화를 촉
진하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공화국 엘리트는 중앙정부 및 중앙 엘리

트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민족주의 운동을 이용했을 뿐
만 아니라, 공화국 내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에 대해 우위
를 점하기 위해 중앙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39) 이는 중앙에 대해 이
견을 보이는 지방 엘리트라도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거나 자신
의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에는 중앙보다도 지역 내의 사
회운동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운동에게 불리한
기회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91년 5월 공화국 엘리트는 러시아 대선과 타타르스탄 대선을
같은 날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당시 공화국 주권의 확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
다 중요하게는 자신의 노선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ㆍ과시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였다. 이 공화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샤이미예프는 공화국
안팎에서 자신이 민족주의나 민족차별을 조장한다고 여겨질 것을 우려하여
이티팍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과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운동과 분명한 선
을 그었다(Kondrashov 2000: 157-158, 169-170). 또한 1991년 8월 쿠데타 이
후의 정치적 위기를 넘긴 샤이미예프는 1992년 3월 중앙 엘리트와의 갈등을
야기한 공화국 주권 국민투표의 실시를 앞두고 우리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
에서 그 무엇도,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로부터의 “탈퇴 문
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Мухарямов 2000: 45-46 재인용)
중앙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무릅쓰면서까지 민족주의 의제의 실현을 추구하지
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1994년 2월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러시
아연방 사이에 체결된 쌍무조약은 공화국 주권을 언급하지 않았고,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격렬한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모호하고 모순된 조항을 포함한
것이었는데도, 공화국 정부는 12개 부속 협약을 통해 특히 조세 분야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혜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공화국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논리로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인성 2007: 176177; Graney 2009: 39-40, 50; Malik 1994: 29-30; Yemelianova 2000: 39).40)
39) 여러 조건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공화국 엘리트의 행보는 중앙정부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라고 논의될 수도 있다(정재원
2010: 117).
40) 1991년 12월부터 1994년 3월까지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간에 체결된 12개
협약 전문은 “Twelve Agreements Between Tatarst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참조.

그러나 공화국 정부는 타타르공공센터 지도자 출신으로 1991~1994년 러시아
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공화국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약안
을 주장했던 공화국 대통령 고문 하키모프(Рафаэль Хакимов)를 조약 체결을
마무리 짓는 순간에는 돌연 배제했고, 이후 그가 조약에 대해 온건한 비판을
제기하자 대통령 고문직을 폐지하기까지 하였다(Broxup 1996: 86; Malik
1994: 30-31).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공화국 엘리트의 행태는, 이들이 중앙과 마찰을 빚거나 독자적인 노
선을 추구할 때에도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 및
강화였고, 만일 민족주의 운동 혹은 운동과의 연합관계가 이에 걸림돌이 된
다면 이를 압박 혹은 부인함으로써 운동의 기회구조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가 실제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에게 불리한 정치
적 기회구조로 작용했음은 공화국 내에서 그 권력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민족
주의 운동에 대해 취한 억압적 태도와 행동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선 공
화국 내에서 엘리트의 권력이 공고화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94년 2월 체결된 쌍무조약은 공화국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치ㆍ경제적 자치권을 이양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대통령을 중심
으로 하는 공화국 엘리트가 공화국의 이익을 대변ㆍ수호할 수 있다고 여겨지
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Giuliano and Gorenburg
2012: 186). 그리고 1995년 3월 실시된 공화국 의회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국영기관장이 130개 의석 가운데 112석을 차지한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예상을 뛰어넘은 공화국 엘리트의 “아연실색할 승리(ошеломляющая
победа)”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에는 20% 정도였던 샤이미예프의 지지율이 1996년에는 80%로 급상승하는데,
이에 힘입어 샤이미예프는 1991년 6월에 이어 1996년 3월 공화국 대선에서도
또다시 단독 출마하여 97.1%라는 엄청난 찬성률로 재선에 성공했다(Мухарямов
2000: 70, 77).41)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화국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
하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내각을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면할
수 있게 되는 등 타타르스탄에서 민주주의는 허울(façade)뿐이라거나 다원주의
41) 샤이미예프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졌음은 그가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인식되면서 1991~1994년 러시아 정치무대에서 가장 명성 높은 정치인 중 한 명
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harafutdinova 2000: 20).

는 위장(charade)에 불과하다고 논의될 정도로(Yemelianova 2000: 43) 공화국
엘리트 연합은 대통령 샤이미예프를 정점으로 하여 권위주의화의 방향으로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 연합이 공화국 내에서 권력의 안정화를
이루게 되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가졌던 도구적
유용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화국 정부가 운동을 주변화하
려는 시도나 억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화
국 정부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취한 무력화 노선은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표출되었다. 예를 들어 하키모프 같은 몇몇 유력한 민족주의 인사를 공화국
권력기구로 포섭하여 활용했고, 언어ㆍ교육ㆍ종교 등의 영역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의제를 차용ㆍ흡수했으며, 민족주의 기구 밀리 메질리스의 대항마로
전세계타타르인대회를 조직ㆍ개최했다. 공화국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급진적
인 성향을 보인 민족주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자 체포, 기관지 폐쇄, 부지
이전, 소송 진행, 등록 거부와 같은 강경 대응을 기조로 하는 직접적이고 강
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공화국 정부의 억압 정책은 확실히 효과를
거둬서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공화국 당국에 대한 대응 문제를 놓고
강경 노선과 온건ㆍ중도 노선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Сергеев
и Сергеева 2009; Yemelianova 2000: 45-47). 그 결과 1994~1995년 무렵에는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 명백해졌고, 1996~1997
년에 이르면 일단의 운동 지도자 및 활동가들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종교적
입장으로 선회했다(Сергеев и Сергеева 2009). 지방정부의 억압은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의 성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매우 불리한 기회구조
요인이자 탈동원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프레임
사회운동의 발전을 제약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될 수 있는 지방정부는
프레이밍 과정에서 대항프레임의 구성을 통해 프레이밍 경쟁에 참여하여 운
동의 탈동원을 유발할 수도 있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추구한 타타르스
탄 공화국 주권의 의미가 연방공화국 지위에서 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으로 폭
넓은 범위에서 변화ㆍ확대되었듯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제시되기 시작한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개념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자치

권 같이 다양한 내용과 수준으로 달라졌다(Giuliano 2011: 116; Gorenburg
1999: 250-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에 대한 요구는 소
비에트연방 및 러시아연방의 법적ㆍ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공화
국 내 정치ㆍ경제상황이나 민족관계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기조를 일관적으
로 유지했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공화국 엘리트가 민족주의 운동의 용
어 혹은 수사를 차용하여 그것에 다른 내용과 지향을 담아 현실을 의미화했
음을, 즉 대항프레임을 제시했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프레임을 민족주의 운동이 내세운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유효성과 동
원력을 약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논의할 수 있다.
소비에트 말기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가 공화국 내에서 보다 많은 권
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알력을 빚은 것이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유리한 기회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공화국 주권을 추구한 동
기가 타타르 에스닉 민족주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민
족주의적인 혹은 분리 지향적인 주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
고, 당시 고조되어가고 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중을 동원하려
하기보다는 민족주의적 흐름의 상승세를 억제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려 하였다(Gorenburg 1999: 252; Kondrashov 2000: 93).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를 무마하고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프레임을 만
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 타타르스탄 주권선언이
채택된 날 샤이미예프는 이를 “타타르스탄 다민족 인민(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народ Татарстана)의 삶에서 중요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은” 사건이라고 축
하함으로써 선언의 일부 내용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음에도 그 시민적
(civic) 혹은 다민족적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слово Председател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ТССР М. Шаймиева”).42) 이듬해 공화국 대통
령으로 선출된 후에도 샤이미예프는 “다민족 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주권은 민
족적 색채를 띠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어떠한 극단주의도 용납하지 않
을 것”이라는 강경한 어조로 공화국 지도부가 지향하는 주권과 타타르 민족주
42) 주권선언 그 자체에는 “공화국 다민족 인민의 운명”과 민족에 관계없는 모든 공
화국 주민의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타타르 민족의 빼앗을 수 없는
(неотъемлемое) 자결권”이 언급되는 등 주권의 시민적ㆍ에스닉(ethnic) 주체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었다(“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Татарской Совет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117).

의 운동의 그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다(“М. Шаймиев”,
1991). 이러한 발언들은,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공화국 및 그 주권을 에스
닉 타타르 민족의 소유로 간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면, 공화국 엘리트는 공화
국 주권을 민족에 관계없이 공화국 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일종의 공공
재(public good)로 (재)프레임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Giuliano 2000: 308-309;
Kondrashov 2000: 111). 이처럼 공화국 엘리트가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다
민족 시민이 그 주체가 되는 공화국 주권을 표방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들
의 주장은 에스닉 민족주의와 대비되는 혹은 이에 대해 대안적인 ‘공화국 민
족주의’ 혹은 일종의 정치적 민족주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인성 2007:
181-185; Kondrashov 2000: 110).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민족적 불평등 프레임을
구성했듯이,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프레임에서도 경제 문제는 중
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공화국 엘리트의 경제적 주권 개념은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는 것이었다. 경제 영역
에서 공화국 엘리트가 일관되게 견지한 목표는 경제적 주권의 실현을 통해
공화국 경제상황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화국의 모든 시민과 민족에게 동등한
경제적ㆍ사회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Giuliano 2000: 310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이 원한 것은 경제적 자
급자족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동등
한 파트너로서 공화국 자산과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Kondrashov 2000: 99-100, 111). 또한 이들이 경제적 불만을 가졌다면, 그것
은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에서 설명되듯이 타타르 민족이 경제적 불평등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화국 경제 문제를 관할할 충분한 권력과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43) 이처럼 공화국 엘리트와 민족주의 운동
이 구성한 프레임의 경제적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경제적 주권의 실현과
43)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이전 타타르스탄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산업생산능력의 2%
만을 통제할 수 있었고, 공화국 산업이윤의 90% 혹은 전액이 중앙정부에 의해 세
금으로 징수되어 공화국 지출의 약 70%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금으로 충당되
었다(Kondrashov 2000: 96-97).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샤이미예프는 다음과 같은
불만조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우리가 기부자라서 돈을 세금으로 내어주고는 아무
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납세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아니죠!”(Robertson 2002: 108 재인용)

관련된 이들의 지향점과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공화국 엘리트의 경
제적 주권 개념에서 그 범위는 공화국 정부 차원의 경제적 결정권에 한정되
었고, 그 주체와 수혜 대상은 공화국의 다민족 시민으로 전제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나 독립은 애초부터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법적ㆍ정치적 주권 문제에 관해서도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는 중앙정
부의 불신과 비판을 무릅쓰긴 했어도 연방으로부터 분리된 혹은 독립된 정치
체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표시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1992년 3월
타타르스탄 공화국 주권에 관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앞두고 공화국 의회는 이
국민투표가 타타르스탄의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탈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
니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뒤 샤이미예프는 타타
르스탄이 러시아의 영토적 통일성을 훼손하고 있지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공표했다. 또한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타타르스탄 정부가 연방 헌법에 타타르스탄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삽
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12월 국민투표에 상정된 최종 헌법안에 그러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공화국 지도부가 이 국민투표에 비공식 보이콧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이때에도 연방 헌법의 불법성을 주장하거나 연방으로부터
의 탈퇴를 선언하지는 않았다(Graney 2009: 34, 36-38). 1994년 2월 쌍무조약
체결에 대한 타타르 민족주의 진영의 격렬한 반발이 시사하듯이, 공화국 엘
리트의 주권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주권에 대한 이러한 온건한 혹은
타협적인 태도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이해관계를 제
로섬 구도로 이해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과 상충ㆍ경쟁할 수밖에 없다.
한편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그러했듯이,
그 대항프레임이었던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프레임 역시 소비에
트 민족 제도의 영향과 틀을 탈피하지 못한 혹은 탈피하려 하지 않은 것이
었다. 소비에트 국가가 시행한 민족적 제도화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명목민족의 권리와 발전이 보장되는 민족 영토에 대한 소유의식을 갖게 되었
다는 점은 전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데, 이외에도 민족주의 운동이 소비에
트 연방제의 위계구조나 이미 획정된 민족 영토의 경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비에트 민족 제도의 유산으로 논의될 수 있다
(Gorenburg 2003: 83-86). 이처럼 기존의 제도적 틀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했다는 점은 민족주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타

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 공화국
엘리트가 주도하여 채택한 공화국 주권선언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타타
르스탄의 지위를 자치공화국에서 연방공화국으로 격상하는 것이었다. 이후
공화국 엘리트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공화국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주하여 주력한 것은 타타르스탄의 ‘특별한’ 권리를 규정할 쌍무
조약의 체결이었다. 공화국 주권을 표방ㆍ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화국
엘리트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이들이 소비에트연방 및 러시아연방의 위계
적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위계구조 내에서의
위치 변동 혹은 특권 부여를 통해 공화국 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인식
했음을 말해준다.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공화국 엘리트가 연방관계ㆍ제도의
변화를 최대화하려는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고 여겼을 수 있지만, 이들의 프
레임이 연방관계를 규정ㆍ조정하는 기존의 제도적 공간 자체를 이탈하겠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공화국 엘리트의 주권 프
레임은 이미 형성된 연방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타타르스탄 내
민족(들) 혹은 시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온건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공화국 엘리트가 시민적 정체성의 형성을 지향할 것과 러시아로부
터 정치ㆍ경제적으로 분리된 국가의 건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권 프레임을 구성한 이유는 타타르스탄의 역사적ㆍ경제적 경험과 조
건, 현실과 필요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타타르스탄을 포함한 볼가 강 중
류 지역이 러시아에 정복된 것은 러시아제국이 성립되기도 이전인 1552년이
고,44) 이후 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한 러시아인은 타타르인과 함께 이 지역
을 생활공간으로 하여 오랜 공존과 갈등, 상호작용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를 방증해주는 예로서 타타르스탄 인구에서 민족 집단이 점유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26년에 이미 타타르인이 44.9%, 러시아인이
43.1%였고, 이러한 인구 구성비가 1989년에는 타타르인이 다소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타타르인 48.5%, 러시아인 43.3%). 이러
한 변화는 소비에트 시기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대부분의 자치공화국에서
44) 당시 이 지역은 킵차크한국(
)을 계승한 나라들 중 하나인 카잔한국이 통치하고
있었다. 카잔한국은 약 120년간 존재하면서 모스크바공국과 19번의 전쟁을 치렀는
데, 이 가운데 17번이 모스크바 측으로부터의 침략전쟁이었다고 논의된다(Zverev
2003: 139).

는 러시아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흐름이
다.45)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타타르스탄에서 러
시아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이미 400년 이상 러시아인이 이 지역 인구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며 타타르인과 함께 살아온 오랜 역사의 결과라는 점이다. 공
화국 엘리트가 공화국 주권의 주체로 러시아인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단
순히 소비에트 말기 공화국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공존의 경험과 그 무게
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타르스탄의 경제적 조건과 입지도 공화국 엘리트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주권 프레임을 구상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타타르스탄의 경
제적 역량 혹은 규모만 놓고 보면 독립국가로서 공화국의 존립이 충분히 가
능해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은 소비에트연
방에서 제2의 석유생산 지역이었고, 공화국에 소재한 카마즈(КамАЗ) 자동차
공장은 소비에트연방 전체 차량의 25%를 생산하여 그 생산량이 에스토니아
연방공화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했다. 또한 1991년 타타르스탄은 러시아공화국
구성단위들 가운데 산업생산에서 8위, 농업생산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러시아 다른 지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타르스탄은 석유 수송 및 판매를 위해서는 러시아 송유관과 정유시설을,
차량 및 항공기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러시아 구매자를 필요로 했고, 공화국
1인당 소비재 생산량이 러시아 평균보다 17% 낮아 지역 간 교역의 단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의 결합도
혹은 공화국 경제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Kondrashov 2000: 94-96; Robertson 2002: 107-109). “타타르스탄 경제가
러시아 경제로 통합된 정도가 높다는 것”을 결코 부정한 적이 없다는 샤이미
예프의 발언(“М. Ш. Шаймиев”, 1994)에서 알 수 있듯이, 공화국의 이러한
경제적 여건과 필요를 잘 알고 있던 공화국 엘리트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
계와 전적으로 단절된 별개의 국가로서 공화국의 주권을 프레임화할 수는 없
45) 1926~1989년 동안에 러시아의 16개 자치공화국 가운데 13개 자치공화국에서 러
시아인 인구 비율이 높게는 51.1%, 낮게는 1.6% 증가했다. 이러한 러시아인 인구
비율의 증가 경향은 자치공화국뿐만이 아니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연방공화국에서도 나타났다(Giuliano 2011: 65-67, 94).

었다.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이 소비에트 말기라는 단기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 타타르인이 러시아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
었음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구성했다면, 공화국 엘리트는 공화국의 장기적인
현실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인)에 대한 배타성을 완화시킨 혹
은 제거한 프레임을 구성한 것이다.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타타르스탄 공화국 엘리트와 타타
르 민족주의 운동 모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광범위한 경제적 자치 혹은
주권에 대한 지향을 공유했지만, 공화국 엘리트는 민족주의 진영이 제기한
이슈와 용어를 재정의(redefine) 혹은 재포장(repackage)하여 주권 프레임을
구성했다(Giuliano 2000: 312-313; Kondrashov 2000: 193-194).46) 일종의 민족
포괄 정책에 입각하여 공화국 주권을 공화국 내 모든 민족이 향유할 수 있
는 공공재로 제시하고, 공화국 주권의 실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이나 민족 간
충돌의 부재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프레임을 주장함으로써
공화국 내 타타르인 및 다른 민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Giuliano 2000: 310-311; Sharafutdinova 2000: 16). 이처럼 공화국 엘리트가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에 맞서 타타르스탄의 역사적ㆍ경제적 조건과 필요를
고려한 주권 프레임이라는 온건한 대항프레임을 내세워 프레이밍 경쟁에 참
여하여 공화국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함에 따라 민족주의 운동과 그
프레임의 대중적 지지와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Ⅵ. 결론
소비에트 말기 및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은 체첸의
분리주의 운동처럼 무력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로 거세
게 전개되었다. 운동은 급속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일어났다가 또한 단기간
에 빠르게 가라앉았다. 본 논문은 운동의 부상을 소비에트 말기 결정적 분기
점의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와 소비에트 민족 제도, 운동
이 구성한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의 작용에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46) 대표적으로 주권 개념은 민족주의 운동에 의해 고안ㆍ동원된 것이었다(정재원
2010: 120).

소비에트 말기 정권의 자유화 조치는 국가의 억압 능력 약화와 엘리트 연합
의 불안정성이라는 운동의 전개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낳았고, 타타르
스탄의 높은 민족적 제도화 수준은 기회구조의 확대와 운동 조직의 구성을
촉진했다. 또한 운동의 민족적 경제 불평등 프레임이 당시의 사회경제상황을
온전하게 그려낸 것은 아니었지만, 타타르인이 느끼고 있던 불만의 경험과
현실을 단순명료하게 포착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운동의 쇠퇴는 포스트소비에트 초기 변화된 현실에서 축소된
정치적 기회구조와 공화국 정부의 억압, 공화국 엘리트가 주장한 대항프레임
의 대중적 흡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들어 달라진 연
방제와 경제적 현실은 민족주의 운동이 표방한 프레임의 설득력을 약화시킨
불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고, 권력 기반을 강화한 공화국 정부의 억
압적 행태는 운동의 활동력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공화국 엘리트가 구성한
주권 프레임은 민족주의 운동이 내세운 프레임보다 온건하고 안정 지향적인
민족주의 기획으로 인식되면서 민족주의 운동의 프레임에 대한 지지를 자신
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보다 많은 후속 사례ㆍ비교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타타르
민족주의 운동의 부침에 영향을 미친 조건과 요인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민족주의 운동 혹은 사회운동 일반에 관한 이론적인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의 변동에 의해 제도변화가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결
정적 분기점은 대안의 선택과 결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성공적인 활동과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치적 기회구
조의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변화가 완료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
서 국가ㆍ체제ㆍ제도 변동의 방향과 경로가 정해지는 결정적 분기점의 후기
국면에서는 초기 국면에 비해 행위자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고, 따
라서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결정
적 분기점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결정적 분기점의 시기에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전체적으로는 확대된다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 분기점의 국면에
따라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는 상대적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급격한
구조적 변동의 시기에는 결정적 분기점의 초기 국면이 후기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도 큰 폭
으로 확대되었다가 그렇게 확대된 범위가 일정 정도 축소되는 변화도 단기간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결정적 분기점의 국면 전환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축소는 운동의 전개와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존 제도 혹은 제도화의 산물은 사회운동의 발생을 촉진하고 그 성
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 일종의 바탕 혹은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써 운동의 부상은 물론 그 쇠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제도적 틀
과 유산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나 운동 조직의 구성, 운동의 프레임에 대
한 대중적 지지의 확산도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운동이 제시한 프레임에
맞서 운동 외부에서 구성된 대항프레임에 대한 지지와 동원의 결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도는 운동이 출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운동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 혹은 지방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시기
에 지방정부 혹은 지방 엘리트가 중앙정부나 사회운동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특정 지역을 활동 무대로 하여 그 지역적 혹은 민족적 이해를 대변ㆍ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이 주도한 국가 차원
의 질서ㆍ관행ㆍ제도에 반해 특정 지역 혹은 민족의 권리나 이익을 증진하려
는 사회운동에게 지방 엘리트와 중앙 엘리트가 갈등을 빚는 상황은 엘리트 연
합의 불안정성이라는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에
지방 엘리트와 중앙 엘리트의 대립 관계가 완화되고 지방 엘리트 연합 자체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이들이 사회운동의 활동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억압의 태도와 정책을 취하면 이는 운동의 전개를 위축시
키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가로막는 불리한 기회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지
방 엘리트는 중앙 엘리트와의 연합이나 자신의 억압적 행위를 통해 사회운동
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합의 정치 혹은 프레이밍
경쟁에 참여하는 행위자로서 대항프레임을 구성하여 운동에 대한 지지 약화,
즉 운동의 탈동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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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e and Fall of the Tatar Nationalist Movement
in the Late Soviet and the Early Post-Soviet Periods
Kim, Tae Yon*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conditions and factors that caused
the rise of the Tatar nationalist movement and its rapid decline in the late
Soviet and the early post-Soviet periods, using the conceptual tools and
analytical framewor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theory.
What made possible the successful emergence of the Tatar nationalist
movement was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during the
critical juncture period and the people’s support for the ethnic economic
inequality frame constructed by the nationalist movement. At this time Soviet
ethnic institu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creating

movement

organizations,

and

generating

popular support for the nationalist frame. The factors in the decline of the
Tatar nationalist movement include the contraction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in the changed post-Soviet sociopolitical realities, the consolidated
local elites’ repression, and the effect of the local elites’ sovereignty frame.
The republican elites’ counterframe could garner the people’s support because
it reflected the histor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needs in the republic.
In other words, the republican elites gained the upper hand in the contentious
politics or the framing contest at the regional level, which led to the
demobilization of the movement.
Tatarstan, Tatar Nationalist Movement, Ethnic Institutionalization,
Кey words: Constructed Grievanc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Framing
Processes, Contentiou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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