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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권력의 본질적 이해

기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ꞏ한러교류협회 회장

지난 3월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7%에

권력의 절대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번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러

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새삼스럽게 19세기 말

한 “푸틴은 서구 사회에서 언제나 악만 행하는 존재로 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시대의 데자뷔(deja vu) 속에 빠져들

심받고 있다. [...] 하지만 푸틴이 러시아인 대다수의 지지

고 말 것이다.

를 업고 여러 차례 당선됐다는 것. 그런데 [서방] 매체들은
흔히 러시아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다른 모습을 제시한다. 러
시아 내에서 푸틴은 현재 80%가 넘는 지지율로 역대 최고
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푸틴 권력의 논리, 후베르트
자이펠 지음, 김세나 옮김, 서울: 지식겔러리, 2018, p. 8)
주지하다시피 지난 5월 7일 제4기 집권 취임식을 가
진 푸틴 대통령은 3월 대선 투표에서 77%에 달하는 득표
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새로이 6년 임기의 제7대 대
통령직 수행에 들어갔다. 이는 푸틴 자신이 70% 선을 목
표로 한 것이나 69~73%일 것이라는 프씨옴(ВЦИОМ, 전
러시아여론연구센터)의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훨씬 뛰어
넘는 지지율이다. 그리고 벌써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대
대통령 추대설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5월 7일 크렘린궁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 (사진 출처: wwww.ria.ru)

러시아는 영토가 1,700만㎢에 달하는 참으로 광대무
변의 광막한 나라이다. 이 가운데 세계 자연자원의 보고

이처럼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열렬한 지지는 서

라고 일컫는 시베리아가 무려 1,400만㎢나 되는 인문지리

방 세계의 평가나 시각과는 달리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적 환경이 매우 가혹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대무

왜 그럴까!? 오늘날 국제정치 무대, 특히 우리가 속해 있

변의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애초부터 운명적으로 살아

는 동북아시아 무대에서 미ꞏ중ꞏ일과 더불어 결정적 행위

갈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인들은 역사의 시작부터 생존

자인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그 자체를 위해 유별나게 서로 끈끈하게 뭉쳐진 ‘미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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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촌락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필자 주: мир,

는 신념과 함께 통치자를 향해 ‘굶으라면 굶을 테니 제발

mir, ‘농촌공동체’라는 뜻과 더불어 ‘우주, 세계’ 및 ‘평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그

외적에게 당하는 고통만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통치

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곧 전체 우주이고 전 세계이

자를 향한 간절한 국민적 소망이었다. 이는 민족의 생존

며, 이 공동체의 안락함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을 위한 공동운명체적 집단주의 의식의 자연스러운 발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자 강화이며, 지도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는 국민

거대한 절대자, 자연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연에 대한 외경

들의 묵시적이고 심리적인 동의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집

심과 더불어 촌장을 중심으로 ‘베체’를 통해 일치단결하

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민족의 생

여 자연에 적응해가는 인종과 순응의 자세를 갖게 되었

존을 위한 애국심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1인

다.(필자 주: вече, veche, ‘민회(民會)’로 번역될 수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권력이 필요하게 됐다. 그

일종의 ‘사랑방 모임’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만장일치제

것이 바로 ‘미르’의 ‘베체’를 통한 만장일치제적 중앙집권

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서구 의회민주주의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훗날 정치적으로 정식

기원인 고대 아테네 사회의 ‘민회’ 즉 에클레시아

화한 것이 바로 이른바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중제(Демо-

(ecclesia)의 다수결제와 출발부터 다르다.) 환언하면 러시

кратический централизм)’, 즉 소비에트 민주주의이다.

아 민족은 처음부터 생존 자체를 위해 자연이라는 거대
한 절대자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미르’의 ‘베체’를 통해 집
단의 일인자에게 일종의 종교적 신앙심과도 같은 순종과
인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20세
기 초 러시아가 자랑하는 종교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댜예
프는 이미 “러시아 민족은 그 영토의 무한함과 불가피한
자연환경의 힘에 의한 희생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Н.А.
Бердяев, Философия свободы: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Москва: ЗАО «Сварог и К», 1997, p. 237)
우리는 우선 여기로부터 바로 러시아인들이 공동운명체
적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에 묵시
적으로 동의하는 정서와 성향을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갖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러시아 ‘베체’의 모습 (사진 출처: zen.yandex.ru/media/ruslegalhistory)

전술한 바와 같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수난의 경험에
따른 공동운명체적 집단주의와 만장일치제적 중앙집권주

한편, 역사적 경험으로도 시작부터 수 세기에 걸친 아

의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의 절대권력을 이데올로기적으

시아 쪽 유목민들의 침략, 특히 몽골제국 킵차크한국

로 더 확실하게 담보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00여 년

(Golden Horde)의 2세기 반에 걸친 장구한 세월의 압제

동안 러시아 역사 속에 녹아 면면히 흐르며 작용하고 있

(1240~1480), 폴란드의 크렘린 침탈(1610~1613), 나폴레옹

는 이른바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 Цезарепапизм)라

의 모스크바 유린(1812), 히틀러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심

는 것이다.

장부 도시들의 초토화(1941~1945) 등 러시아인들이 외침

러시아는 862년 국가가 시작되어 988년 동로마제국에

으로 당한 수난과 고통은 극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그래

서 정교회(православие)를 받아드릴 때, 동로마제국의 통

서 러시아인들은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치 이데올로기인 황제교황주의를 동시에 수용했다.(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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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황제가 세속권과 교회권을 동시에 장악한다는 황제교

에 내몰리면서도 서구 열강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는

황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권과 세속권이 일치하므로 세속

강력한 조국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절대

의 왕권과 로마의 교황권이 대립하는 서유럽에서처럼 시

통치자를 적극 지지하고 추종했다. 그래서 훗날 근대 러

민계급이 생장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여

시아 사학의 아버지인 바실리 클류쳅스키(Василий Клю-

전히 황제교황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는

чевский, 1841~1911)는 자신의 조국 러시아 역사의 특징

러시아에서는 시민계급의 형성과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을 “국가는 살쪄 가는데, 인민들은 여위어 갔다”라고 설

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절대적 통

파한 바 있다.(Бердяев, p. 248)

치권의 역사적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레닌을 비롯한

말수가 적고 우정과 신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소련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들, 표트르 대제(1682~1725)를

“항상 무(無)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뭐든지 해내고야 마

비롯한 제정 러시아의 황제들, 그리고 모스크바 대공국의

는 성격”(푸틴 자서전(First Person), 표윤경 옮김. 서울:

통치자들, 바로 그 정점에 러시아 최초의 짜리인 모스크

문학사상사, 2001, p. 239)을 가진 푸틴은 1952년 상트페

바의 통치자 이반 4세(일명 이반 ‘뇌제(雷帝, Грозный)’,

테르부르크의 한 가난한 소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

1533~1584)가 자리 잡고 있다.(짜리(Царь, Tsar)라는 칭호

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강했지만, 승부욕 또한 대

는 로마의 황제 케사르(Caesar)의 러시아식 발음인 쩨자

단했다. 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

리(Цезарь)에서 유래했으며, 이반 4세는 크렘린에서 1547

으면서도 초등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해서는 곧바로 회

년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었던 마카리(Макарий)

장을 맡기도 했다. 평소 누구든지 배신하거나 비겁하게

대주교의 황권신수설 선포와 더불어 최초의 공식 짜리로

굴면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항상 최고가

즉위식을 가졌다.) 이반 4세는 이제 “짜리는 현세에서는

되기 위해 공부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했다.

물론 사후의 세계에서도 백성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천명하면서(Бердяев, p. 249) 교회의 실질적 장악과 함께
상비군을 창설하고 관료제를 정비하여 황제교황주의자로서
무소불위의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그 후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멘토로 불리는 표트르
대제는 정부의 한 행정기관으로 신성종무원(神聖宗務院)
을 창설하여 교회를 관장함으로써 러시아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황제교황주의를 구현한 통치자이다. 그는
재빨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일단 결심한 문제에 대
해서는 굽힘 없는 의지로 단호하게 헤쳐 나갔다. 이러한
표트르 대제의 성격은 그가 절대권에 의한 위로부터의
국가 개혁을 단행할 때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는 절대군

젊은 시절 푸틴이 유도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사진 출처: diletant.media)

주제의 옹호자로서 자신이 전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이라

1975년 레닌그라드국립대학교(현 상트페테르부르크국

고 생각했으며, 국가주의자로서 강력한 국가 건설은 강제

립대학교) 법대 졸업과 함께 동경하던 비밀경찰조직인 국

적인 국민 동원으로 중앙집권적 절대권에 의해서만 가능

가보안위원회(KGB)에 들어갔다. ‘전 군대가 할 수 없는

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트르 대제의 국가 운영

일을 첩보원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으며, 첩보원 한 명이

에 대해 러시아의 신민(臣民)들은 고통 속에서 국가 건설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 그는 KGB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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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자 주저 없이 첩보아카데미에 들어가 저돌적으로

함으로써 소련 시절은 물론 제정 러시아 시절과 같은 강

열심히 훈련에 임함으로써 ‘위험불감증’이라는 평가를 받

력하고 영광스러운 조국 재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선포

기도 했다. 첩보교육 과정을 마친 후 본부 정보국에서 10

였다. 푸틴의 이런 작심과 단호한 모습은 과연 그의 선대

년 동안 근무한 끝에 1985년 푸틴은 동독의 드레스덴 지

통치자들인 이반 4세는 물론 표트르 대제, 심지어는 스탈

부로 파견됐다. 1990년 귀국해서는 당시 모교 은사로서

린까지 떠올리게 하는, 특히 표트르 대제를 떠올리게 하는

레닌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이 되어 있던 아나톨리 솝차크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통치 꿈을 어느 정도

의 보좌관이 되었다가 1991년 솝차크가 레닌그라드 첫

실현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운데 푸틴은 러시아 내에

민선 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1994년

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21세기의 짜리’ 또는 ‘제2의

에는 제1부시장에 올랐다. 그러나 1996년 솝차크가 재선

표트르 대제’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에 실패하자 새 시장의 유임 간청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의 의리를 지켜 푸틴은 실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8월 동향 출신인 제1부총리 알렉세이 볼샤코프
의 추천으로 대통령행정실 총무부실장으로 크렘린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이렇게 크렘린에 입성한 푸틴은 1997년 대통령행정
실 총감독부장, 1998년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국장, 1999년 3월 국가보안회의 의장, 동년 8월 총리에
취임하고 이어서 12월 31일에는 옐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 3월 제
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 5월 3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10년 동안 과도기적 체제 이
행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ꞏ문화
적으로 극심하게 표류하던 때였다.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
한 푸틴은 취임 두 달 만인 7월 의회에 보낸 연례교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수직적 집행체제’ 확립을 바탕으로 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
고 천명했다. 푸틴이 말하는 수직적 집행체제 확립을 통한
강력한 국가 건설의 천명은 곧 소련 붕괴 후 10년에 걸친
옐친 정권의 과도기적 표류의 시기를 청산하고 강력한 중
앙정부를 복원하여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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