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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을 삼킨 ‘푸틴주의’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난 3월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은 ‘기정사실’의 공

채’ 러시아의 방어를 위해 전국민적 단합을 호소했고 조

식적 확인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제외 7명의 출마자는

국 수호의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상징 조작을 통해 정치

중과부적의 ‘들러리’였고 오합지졸의 ‘잔잔바리’에 지나지

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않았다. 적수 없는 푸틴 대세론에 대선 흥행이 심히 걱정
되었다. 위장 후보를 세우고 경품까지 내걸 정도였다. 아
무튼, 다양한 선거 독려 기법을 동원해 67,54%의 투표율
에 76,69%의 높은 득표율로 21세기 차르는 2024년까지 6
년 임기의 네 번째 크렘린 권좌를 예약했다.
글로벌 강대국 러시아 대선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시
나리오와 오버랩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구가 내심 기대했던 반푸틴 정서의 확산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푸틴 피로현상은커녕 오히려 열광적 지지가 러
시아 전역을 뒤덮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 폭락과 서구
의 제재로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푸틴이 압
도적 승리를 거둔 동인은 무엇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
에서 76.69%의 높은 득표율로 네 번째 크렘린 권좌를 예약했다. (사진 출
처: news-front.info)

푸틴이 펼친 애국 마케팅이 루스키들의 ‘불안’과 ‘열

손상된 러시아의 대국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점도

망’에 정확히 적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방이 항상 자

중요한 대선 승리 요인이다. 집권 3기 푸틴은 정치 안정

국을 포위ꞏ봉쇄하여 고사시키려 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과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토대로 힘과 영향력의 외부 투

잡혀 있다. 지속적인 나토의 동진팽창, 탈소비에트 공간

사를 확대했고 강한 근육질의 군사력을 과시해 전통적ꞏ역

에서 색깔혁명의 확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친러정권

사적 세력권을 일부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MD의

의 제거와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고립 기도 등을 그 명

폴란드 및 체코 배치 무력화, 크림반도 접수, 키르기스스

백한 증거로 확신한다. 푸틴은 서구의 위협에 대한 민초

탄에서 미군 축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시리아 아사

들의 집단적 히스테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포위당한 성

드 정권 지원을 통한 역외 군사기지의 획득과 중동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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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적 재편 등이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이는 ‘제국

※ 이 칼럼은 2018년 3월 20일 동아일보 칼럼 [기고]에 게재된

증후군’에서 헤어나지 못한 루스키들이 가지는 과거 초강

글을 수정 가필한 것입니다.

대국 영광에 대한 향수를 해소해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푸틴의 네 번째 대권 쟁취가 갖는 핵심 의미는
이른바 ‘푸틴주의’가 국가ꞏ사회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제가 지속해서 작동될 것이라는 점이다. 푸틴주의는
한마디로 시장민주주의의 러시아적 수용으로 유라시아적
정체성과 독자적인 국가 발전 모델을 통해 글로벌 초강
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다. ‘주권민주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이 푸틴주의의 작동원리는 이렇다.
푸틴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내의 질서, 안정 및 경
제 성장을 구현하고, 대외적으로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의 위상을 확보할 테니 그 과정에서 정치적ꞏ시민적 권리
와 자유, 시장 원리는 당분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안정’과 ‘국가 권력의 자의성’ 교환인데, 이
‘푸틴과의 계약(Putin Contract)’은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
주의를 통해 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얻었다.
“썩은 독재라도, 혼돈에 대한 공포보다는 낫다”라는
여론에서 확인되듯, 2000년 푸틴 시대 개막 때 맺은 일종
의 묵시적 계약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했다. 이는 러시
아가 여전히 2000년 체제에 갇혀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푸틴 4.0 시대에도 과도하게 집권화ꞏ사인화된 권력 구조
하에서 통치 체제와 사회ꞏ경제적 제도의 큰 변화 없이 서
구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예고한다. 시대적 개혁과 변화의 물결을 거
부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허상을 붙잡은 채 서구와의
무리한 패권투쟁과 군비경쟁에 몰입했던, 그럼으로써 깊
은 정체의 나락으로 빠져 소련 해체의 단초를 제공했던
브레즈네프 시대가 데자뷔된다. 21세기 푸틴의 러시아,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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