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연합’의 정체성과 실현가능성:
향후 설립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 병 호*

러시아는 지난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2010년 발효한 ‘관세동
맹(Customs Union)’을 확대시켜 ‘단일경제공동체(CES)’를 출범시켰다. CES는
국가간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해 자유무역지
대, 관세동맹 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201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은 지난해
10월 총리로 있으면서 CES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유라시아연합(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의 설립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기고를 통
해 “우리는 CES 다음으로 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은 높은
수준의 통합인 유라시아연합”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유라시아연합이 회원국들
간에 경제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는 초국가적 조직체가 될 것이고, 옛소련 국가
들에게는 ‘역사적 진전’이 될 것이라고까지 높이 평가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단계인 ‘경제동맹(economic union)’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푸틴은 유라시아연합이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고있다는 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시아연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푸틴이 재집권
을 실현한 가운데 향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중 하나가 유라시아
연합의 구성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중 하나는 유라시아연합이 순수한 경제협력체로 머무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요지는 최근 러시아가 대(對)시리아 유엔(UN) 제재안에 반
대하는 등 국제 이슈에서 거침없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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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온 푸틴의 재등장과 맞물려 유라시아연합은 경제
동맹을 넘어 결국은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 푸틴이 서방의
비난과 우려를 의식해 “소련의 부활은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유라시아연합에 대한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
현 방안이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까닭에 유라시아연합의
정치적 의미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연합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을 차례로 고찰할 예정이다. 유라시아연
합에 관한 러시아와 서방측 입장을 파악하고, 초국가적 정치연합체로 부상한
EU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라시아연합이 푸틴의 예상대로 CIS 전체의 경제
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푸틴이 2011년 10월,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이하 EAU)의 결성을
거론한 것은 그의 대외정치적 행보나 러시아의 사상적 흐름중 하나인 ‘유라
시아주의(Eurasianism)’를 떠올린다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푸틴은
2000년대(2000~2008) 2번의 집권을 통해 대외정책의 기조(基調)를 ‘서방 진영
에 대한 견제’, ‘다극적 국제질서의 추구’, ‘강대국 지향의 실용주의’라는 세가
지 큰 방향에 두고 전개해왔는데, EAU는 푸틴의 집권 3기를 맞아 기존의 대
외노선을 강화하려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1) 또한 러시아는 대외
정책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목표 대상을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에 두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제분야에서 통합협력을 강
1) 정치학자인 니콜 잭슨(N. J. Jackson)은 푸틴의 외교정향을 ‘실용주의적 국가주의
(Pragmatic nationalism)’로 본다. 이는 ‘자유주의적 서구주의(Liberal westernism)’와
‘근본주의적 국가주의(Fundamentalist nationalism)’의 중간에 위치해있으며, 푸틴은
이러한 극단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적 국가주의는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서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지정학에 기반
해 러시아의 국익을 철저히 고려한다. 또한 강대국화를 지향하지만 세력 확장을
통한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주의적 국가주의와 다르다. 특히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토 확대처럼 러시아가 유라시
아 세력권 유지를 위협받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Jackson 2003:35-37).

조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EAU의 추진 역시 이러한 통합을 진일보시키는 의미
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EAU 구상의 배경에 대해 대외정치의 현실적 측면과 유라시아
주의로 대표되는 이론적인 측면으로 나눠 고찰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
격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 설립을 용인하는 등 잠시 협력에 나섰지만
이후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라크 침공, 이란 핵문제, 나토(NATO) 확대,
최근에는 아랍 독재정권의 퇴진 등을 둘러싼 여러 국제 이슈에서 미국에 반
기를 들었다. 이는 러시아가 대내적인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과거 냉전시절,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데 대한 향수가 묻어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일방
주의가 CIS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고 있는데 대해 특단의 제어
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생존 인식이 담겨있는 것이다.
푸틴 등 러시아측 인사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Uni-polar
system)는 러시아가 대항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2) 이에 러시아는 CIS로
미국의 힘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CIS 내부의 협력기제들을 발전시켜 이를 견
고한 통합체로 키움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다극체제
(Multi-polar system)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대외목표로 삼게 되었다.3)
푸틴의 정치사상적 멘토로 평가받는 알렉산드르 두긴(Александр Дугин)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가 냉전 외교를 부활하거나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
니라, 다극 체제속에서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실질을 유지하는 것
이며, 다극 체제야말로 대외정책의 주요한 ‘사명’이라고까지 말한다.4)
2) 예브게니 프리마코프(Евгений Примаков) 전총리는 큰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
을 강조하면서 대미 관계를 ‘경쟁’이라는 프리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국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 인도, 이란 등 비서방 강국과의 협력과 함께 CIS 통합을
가속화하고,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북한, 리비아, 쿠바 등 국제사회에서 격리
된 국가들과 미국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제시했다(Тренин 2006:236-237).
3)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은 9.11 사건 이후 두드러졌는데, 미국은 전쟁 등 대외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내외 구속력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단극화된
국제사회에서 ‘힘(power)’의 현실을 다시 부각시켰다(Zakaria 2009:223-224).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힘만으로 미국에 단독으로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러시아는 주변국들과의 통합을 위한 ‘지역주의(regionalism)’를 강
화하는 것을 다극 체제 실현을 위한 첩경이라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CIS 국가들과 공고한 정치·경제적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힘이 CIS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CIS 각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해 미국의 독선과
일방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CIS 통합이 러시아 ‘외교정책개념(Foreign Policy Concept, FPC)’에서
가장 강조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EAU 구상은 그 실현방안중 하나가 될 것
이다. 푸틴의 경우 2000년 FPC에서 러시아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라시아의
강대국’으로 규정하고, “나토의 정치·군사적 가이드라인이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고, 가끔은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면서 나토 확대에 대
한 경계와 함께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조했다.5)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CIS 통합은 불가피하다. 1993년 ‘CIS 경제동맹 창
설협정’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는 CIS 전체 및 일부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협
력체를 추진해왔다. 초기의 대표적인 경제통합 시도는 1994년 4월에 채택된
‘자유무역지대(FTZ) 설립협정’으로, 이는 당시 유럽을 제외하면 지역 경제통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적인 구상이었다. 러시아를 비롯
한 각국의 경제적 혼란속에서 비준이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CIS 경제권을 긴밀히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특정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통합의 성과를 거두어왔고, 이는 EAU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EAU 설립이 러시아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4년 CIS 체제
를 보완하고,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EAU 창설을 제의했다. 그는 CIS 체제
에 강력한 실행력이 부족하다면서 EAU를 초국가적 기구로 운영하고, 특
정 국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가중다수결제 등을 내세웠다.6)
그는 또 옛소련 국가들이 EAU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일통화의 도입, 러시아어의 통용, 공통 시민권, 초국가적 집행기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EAU 설립 원칙도 제시했는데 경제적 실용주의, 자발적 통합,
4) Дугин(2002), 564-573.
5) Donaldson and Nocee(2005), 134-135.
6) Sakwa and Webber(1999), 400-401.

평등,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 국경 불침범 등이다. 이는 EAU에 참여시 국
가주권에 해를 입을까 하는 우려를 없애고 통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러시아의 통제를 우려한 우크라이나 등의 반발과 CIS 내부의 계
속된 혼란속에서 나자르바예프의 구상은 무위에 그쳤다.7)
요컨대 푸틴의 EAU 구상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통합협력의 강도를 높여
회원국들간 호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또
한 러시아 ‘근외정책(Near Abroad Policy)’의 연장이자 그 방점을 찍는 것으
로, 보다 공고한 지역통합체로 발전시킨다는 진일보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EAU 추진은 다극적 세계질서의 창출이라는 러시아의 대외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EAU 체제가 공고해진다면 러시
아와 EAU는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있는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러시아는 EAU에 속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나토 확대나
일명 ‘색깔혁명’ 등 서방의 CIS에 대한 침투 기도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
EAU의 강력한 통합력은 러시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균열 책동으로부터 정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8)

‘유라시아주의(Евразийство)’는 러시아의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 불
가분의 개념이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주요한 전통 사조
7) 나자르바예프는 EAU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내 제안은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지만 갓 독립한 CIS 국가들이 오랫동안 갈구해온 주권을 얻었다는데
도취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후 내 제안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유라시아경제
공동체, 상하이협력기구 등 CIS내 여러 제도들이 ‘유라시아’라는 개념에 기반했다”
라고 말했다. http://www.investkz.com/en/articles/1886.html(검색일: 2012.2.12).
8) 푸틴은 2011년 12월, 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미 국무장관)클린턴
이 선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시위대들은 미국의 지
원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막
대한 자금을 투입해 러시아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선거과정에 외국 돈이 유
입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AP, 9 Dec. 2011). 두긴은 “글로벌 미국 제
국은 전세계 국가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를 침략한데 이어 시리아와 이란이 그 대상에 올라있다. 미국은 이제 러시
아를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제국의 악을 막는 마지막 장벽(barrie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Financial Times, 6 Feb. 2012).

로서 기능해왔을 뿐만 아니라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치체제의 이념을 결
정하는 방향타 구실도 해왔다.9)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인들은 국경이 축소된 현실 앞에 자국의 정체성을
찾는 논의를 거듭하면서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국가간 연합을 모색해왔다.
이들은 활동반경이 줄어든 러시아의 영토적 조건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인근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보다 크고 강대해져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가간 연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로 3가지 방식이 논의됐다. 먼저
러시아가 독립한 국가들을 모아 옛소련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군부와 공
산주의자 등 보수민족주의자들이 제기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정치적
측면에서 유라시아주의로 간주했다. 또하나는 공산주의 혁명(1917년) 이전으로
돌아가 슬라브민족만으로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가인 알렉산
드르 솔제니친(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에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카자흐스탄 북부를 합쳐 ‘슬라브연합’을 세우
자고 했다. 끝으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아 연방을 구성하자는
것으로, 러시아내에서 러시아어를 쓰지 않는 국민은 러시아 국경 밖으로 추
방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족으로서 ‘러시아인(Русский)’과 러시아내의 ‘시
민(Российский)’을 구분해서 전자를 기초로 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자는 것
이다10)
이처럼 EAU와 같은 ‘국가간 연합’에 대한 강조는 푸틴 집권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멀게는 유럽과의 차별성과 러시아의 독특함을 강조한
‘슬라브주의(Славянофильство)’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련 말기, 레프 구밀료프(Лев Гумилев)를 필두로 한 유라시아학파가 소련
붕괴에 따른 국가간 연합체의 사상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밀
료프는 러시아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러시아가 서방이 갖지못한
아시아적 전통을 통해 우월한 정신적 유산을 갖고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
9)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센터(2005)가 ‘러시아는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중 어디인가’
를 묻는 질문에 36%가 유라시아라고 말했고, 7%는 아시아, 44%는 다소 유럽일
것, 13%는 모른다고 답했다. 러시아 사람중에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답한 것은
4%에 불과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과 다른 독특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옛소련 국가들과의 통합에는 47%만이 찬성했는데, 21%는 정치적 수단에 의해,
8%는 경제적 방법에 따른 통합을 지지했다(Rose and Munro 2008:53-62).
10) Suny(2000), 148-149.

방과 카톨릭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러시아 문화와 숙명이
지닌 독특함에 대해 확신했다. 슬라브주의자들이 몽골의 침입을 수치로 여기
고 몽골 타타르와의 연계를 부인하는 반면, 구밀료프 등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몽골을 포함한 아시아적 전통을 러시아를 구성하는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들은 몽골 침입이 러시아 문화와 인구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과거 입장에서
벗어나 당시 세계 최강국인 몽골의 침입으로 거대 제국에 편입됨으로써 러시
아가 비로소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됐다고 평가한다.11)
이후 유라시아주의는 소련 해체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주요한 조류로 등장했고, 이는 곧 러시아 외교 정향중 하나로 발전
했다.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요 내용은 러시아의 독자성과 국가적 자존감
을 높이고,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되찾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알렉산드르 프로하노프(Александр Проханов), 샤밀 술타노프(Шамил Султанов)가 대표하는 온건파의 경우 서방과의 유연한 파트너십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옛소련으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문화와 언어가 유사한 국가
들과 함께 옛소련 영토안에서 ‘유라시아제국’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러시아만이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미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유라시아제국을 세워 내실을 기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12)
반면 유라시아주의의 강경파는 세계 강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하고
권위주의 노선을 신봉한다는 점에서 자칫 제국주의와 연결되기 쉽다. 이들은
서방이 약화된 러시아를 공격해 지정학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목표는 옛소련 지역을 재통합함으로써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에게 유라시아주의는 미국판 ‘먼로주의’로 러
시아는 CIS에서 특별한 이익을 갖는다. 이를 대표하는 두긴은 세계화와 민족
국가를 대신해 지역 제국의 창설을 주장하면서 ‘유라시아연합(동맹)’을 대안
으로 내놓았다. 특히 CIS 뿐만 아니라 소련의 세력권이었던 동유럽까지 포괄
하는 유라시아제국을 구성해 미국에 맞설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13)
두긴은 특히 “미국의 최우선적인 전략은 유라시아의 영토에서 미국의 이해
를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어떠한 전략적 블록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11) Paradowski(1999), 20-31.
12) 김우승(2009), 336-341.
13) 오원교(2009), 68-72.

모스크바(러시아)-테헤란(이란)의 전략 축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전략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에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이란, 이슬람 국가들과
대응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14)
오랫동안 두긴의 사상을 수용해온 푸틴이 EAU의 추진을 향후 대외 정책
의 주요 과제로 삼으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긴의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라시아’라는 공통의 우산을 빌미로 확대해 미국의 일
방주의를 견제하려는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러시아에서 유라시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EAU 구상은 폐기되지 않
을 것이고, 향후 정교한 실행논리로 보완되어질 전망이다.

EAU가 지향하는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이냐, 아니면 순전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방측은 EAU를 통해 러시아가
옛소련의 부활을 꾀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러시아는 경
제적 목적의 통합임을 강변한다. 푸틴이 “EAU 창설로 소련의 부활은 없다”
고 선을 그은 것도 서방의 의심을 애써 떨쳐내기 위한 것이다.15)
러시아 당국자들은 EAU 설립이 기존의 CIS내 경제협력(관세동맹, CES
등)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겐나디 추프린(Геннадий Чуфрин) 박사는 “EAU
는 순수하게 경제통합체가 될 것이며, 정치적 통합체인 소련식으로 발전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6)
14) Dunlop(2001), 99-100.
15) 푸틴은 ‘새로운 유라시아 통합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이즈베스티야(2011.10.3.) 기고에
서 “유라시아연합의 추진 구상은 소련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것을 복원하고
복사하려고 하는 것은 순진한(naive) 일이다. 새로운 가치와 정치 및 경제적 기반에서
긴밀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다”라고 언급했다. http://www.izvestia.ru/
news/502761(검색일: 2011.12.8).

지난 1994년 EAU 결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나자르바예프 역시 EAU의 주
된 역할이 경제적 성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즈베스티야
와의 인터뷰에서 “EAU는 전세계에서 경쟁력있는 경제 동맹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15년내에 유라시아 공동의 혁신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또 EAU는 유럽·대서양과 아시아간에 강력한
연계를 형성함으로써 역동적인 두 경제 블록간에 교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17)
실제 러시아는 최근 부쩍 CIS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푸
틴이 EAU 설립의사를 밝힌 직후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
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개국은 자유무역지대(FTZ)
창설협정에 서명했다. 개별 국가간이 아니라 8개국 전체가 일단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인 FTZ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같은해 11월에는 CES 3개국
정상이 모여 ‘유라시아경제통합에 관한 선언서’를 채택했다. 이는 EAU가 경
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3개국이 2013년
까지 공동화폐 등을 준비하는 일명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18) 이후 EEU에 회원국들을 추가해
2015년이후 EAU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EAU를 경제협력체로만 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이미 CIS 내부에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반(反)테러
센터(ATC) 등 여러 정치·군사적 통합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통합을 추진하는 EAU는 이들 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스스로 정치적
통합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례적인 CIS 정상회의나 각료회의
는 회원국들에게 기속력이 없지만 각종 현안들에 대해 CIS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등 CIS 회원국들간 협력의 수준은 이미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EAU가 답습하려는 대상인 EU의 성격을 봐도 향후 EAU의 지향점이
경제 영역에 한정되기는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푸틴은 “EU의 경험이
16) 연합뉴스(2011.11.2). 안드레이 슬레프뇨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도 “EAU는 어
떠한 정치 및 군사적 성격을 갖지 않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izvestia.ru/news/507241(검색일: 2012.2.14).
17) http://kazworld.info/?p=17419(검색일: 2011.12.10).
18) http://www.ft.com/intl/cms/s/0/a7db2310-b769-11e0-b95d-00144feabdc0.html#axzz1p5S
Oc9(검색일: 2012.1.20).

EAU 설립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EU는 경제통합을 넘어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
는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변모했다. 지난 1952년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를 거쳐 경제협력을 강화한뒤 지금의 EU에 와서는
대외정책과 국내 재정·내무·사법 등의 현안까지 조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EU의 발전과정과, CIS가 이미 상당 수준의 통합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EAU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전망이
다. 당장 느슨한 협력체인 CIS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푸틴의 목표대로 장차 EU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현하려면 EAU를 EU에 걸
맞는 수준으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EAU의 경제적 성격을 강조한 나자르바예프도 EAU가 정치적 통합체로 변
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EAU가 지경학적이지만 추
후에는 지정학적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는 엄격히 말해서 진화되고
(evolutionary), 자발적인(voluntary) 것이어야 한다. 특정국가를 상대로 (EAU
가입을) 강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19) 이는 EAU가 정치적 통합체로 변신
할 가능성을 열어놓되 참가 희망국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성과 동
등성 등 가입에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대외관계 전문가들도 EAU의 정치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의 니키타 로마긴(Никита Ломагин) 교수는 “EAU는 경
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른 CIS 국가들도 정치적 통
합에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
카자흐스탄의 정치평론가인 도심 사트파예프(Досым Сатпаев)는 “푸틴이
향후 EAU를 세우려는 진정한 동기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EAU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힘있는 실체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다. 반면 “카자흐스탄이 EAU에 동의하는 이유는 러시아 시장에 접근해서 보
다 많은 (경제적)옵션을 얻어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한다.21)
문제는 EAU가 걷게 될 ‘정치적’ 통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19) http://www.izvestia.ru/news/507241(검색일: 2012.2.14).
20) Lomagin, 필자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외대 HK 국제컨퍼런스, 2011.12.15).
21)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kazakhstan/8808500/Kazakhstan-welco
mes-Putins-Eurasian-Union-concept.html(검색일: 2012.1.25).

것이다. 이에 대해 서방 매스컴과 정치계는 ‘CIS 정치통합=소련 부활’이라는
단편적인 프리즘으로 바라본다. 러시아가 EAU로 공고한 정치 통합을 이룬뒤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고서 CIS 각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서방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즈
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러시아가 근외국가들과 협력
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러시아의 통합 기도는 제국주의적 색채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여긴다. 러시아가 지배력을 갖고서 통합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소련 시절의 제국주의적 통제를 회복해 미국과 유럽을 견제하려는 힘을 창출
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다.22)
푸틴 집권후 노골화된 서방과의 대결의식이나 EAU 참여에 대한 일부 CIS
국가들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서방측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푸틴은 2005년 4월, 국가두마 연설에서 “소련 해체는
금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geopolitical catastrophe)’이며, 러시아인에게
는 진정한 비극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23) 그 해결책중 하나가 EAU가 될
수 있다. 즉 러시아는 EAU를 통해 공고한 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소련 해체
이후의 지정학적 재앙상태를 벗어나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푸틴은 이즈베스티야 기고에서도 “우리가
논의중인 강력한 초국가적 연합모델(EAU)은 현대 세계의 극단(極端)중 하나
가 될 것”이라면서 EAU를 통한 다극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곧 푸틴 스스
로 EAU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현실정치에서도 서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유라시아주의가 여전히 러시
아 대외정책의 큰 줄기가 될 것이다. 푸틴의 정치적 이데올로그인 두긴은 여
전히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결을 강조하고 있다. 푸틴이 소련 해체를 지정학
적 재앙으로 여긴 것처럼, 두긴 역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최우
선적인 목표이며, 미국과의 대치는 러시아 외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간주한다.24) 두긴은 “유라시아주의는 서방, 특히 미국을 적대하기 보다는 러
시아가 강대국으로서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미국
이 러시아나 터키 같은 유라시아 강국을 미국에 대한 종속체가 아닌 국제사
22) 브레진스키(2000), 134-144.
23) AP, 26 Apr. 2005.
24) Shlapentokh(2007), 221-222.

회의 주요 행위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련의 부활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하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해 EU와 협력하고, 일본, 인
도, 이스라엘, 터키, 이란 등을 유라시아적 동맹(alliance)의 주요 구성원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그는 유라시아 제국(empire)이 없다면 미국에 맞설 수
없고, 러시아는 해체되어 또다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본다.25) 이처럼 인근
국가들과 유라시아적 연대를 강조하는 두긴의 주장은 경제보다는 다분히 정
치적인 것으로 EAU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푸틴은 EAU의 정치적 목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통합의 효과
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인근 국가들과 결속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러시아의 대
CIS 정책 근간이 CIS 통합을 심화시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주체로 만들고자 주력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편으로는 EAU의 성격이 정치적이냐, 경제적이냐 하는 논란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늘날 정치와 경제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있고, CIS 각
국간 밀접한 관계로 볼 때, EAU는 순수한 경제통합체로만 존속하기는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가 EAU를 이끌어가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
해가 많은데, EU도 정치·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큰 독일과 프랑스가 역내외
사안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차 EAU내에서 러시아가 주
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26) 더욱이 EU처럼 회원국의 전
체의 발전을 위한 ‘선한(good)’ 목적을 가진 통합체로 나아갈 것을 전제한다
면 EAU가 정치적 통합체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부터 부정할 필요는 없
다. EAU에 대한 참여와 운영이 자발성과 동등성,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이
뤄지고, 그 역할이 각국의 정치안정과 CIS 전체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면 러
시아가 주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EAU의 정치적 성격을 경계하거나 폄하할 필
요는 없다. 현실에서도 CIS는 이미 주요한 ‘국가그룹(Country group)’의 하나
25) Shlapentokh(2007), 220-231.
26) 나자르바예프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
정)’를 결성했는데, 누구도 여기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다. EAU로 소련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동맹(союз)’이나 ‘제국주의
의 발현’과 같은 단어가 주는 공포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위협
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SCO 등을 통해 중국과 정치적 대화는 물론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EAU가 중국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
니다”라고 일축했다. http://aef.kz/en/news/87848(검색일: 2012.1.16).

로 분류되는 등 단일한 정치적 실체(entity)로 인식되고 있다.27)

서방이 러시아의 EAU 구상을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작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0년 전세계 교역액(수
출+수입)은 30조6390억달러로 이중 CIS(11개국, 그루지야 제외)의 교역 규모
는 30분의 1(9952억달러)에 불과하다. 러시아만 따지면 6488억달러로 이보다
크게 줄어든다. 같은해 EU(10조5092억달러)와 미국(3조2474억달러)보다 훨씬
작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마찬가지다. IMF 통계상 2011년 러시아 GDP
는 1조8944억달러로 EU(17조4524억달러), 미국(15조2270억달러), 중국(6조
5158억달러), 일본(5조8219억달러)에 뒤진다. CIS 전체로 해도 2조4805억달러
로, 이는 전세계 GDP(68조6524억달러)의 3.6%에 그친다.
이로 인해 서방은 EAU가 결성되어도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다고 본다. 러시아가 CIS 국가들과 이미 선별적인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러시아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EAU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EAU를 통해
노리는 통합 효과도 경제 보다는 대외정치적 상징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EAU가 러시아와 CIS 역내 경제에 주는 함의는 쉽게 단정할 수 없
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EAU를 통해 실질적인 내수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권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러시아가 올해 WTO 가입으로 대외
교역시장(수출) 범위를 넓히면서 수출과 내수를 모두 진작할 수 있는 투(two)
트랙의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로 내수
감소 위기가 지적되어 왔는데,28)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편에서는 WTO 가
27) IMF, World Bank, 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국가그룹’을 나누면서 선진
국, 개도국, 유로존, 신흥지역 등과 함께 CIS를 별도의 분류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IMF의 경우 몽골을 CIS에 넣고 있는데, 이는 몽골이 CIS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
만 지리적 위치와 경제구조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8) IMF는 2011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CIS 지역은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중에 경제적 붕괴를 경험한 것에서 보듯이 외부 세계에

입을 통해 대외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또하나는 EAU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인 내수로 잡을 수 있는 역내시장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주요 국가 및 통합체의 GDP 규모(조(兆)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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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세계 주요 경제권역의 규모
*괄호안은 전세계 대비 비중(%)
CIS

EU

미국

중국

일본

교역액
(억달러)

9,952
(3.2)

10조5,092
(34.3)

3조2474
(10.6)

2조9729
(9.7)

1조4639
(4.8)

GDP
(억달러)

2조4,805
(3.6)

17조4,524
(25.4)

15조2,270
(22.2)

6조5,158
(9.5)

5조8,219
(8.5)

인구
(만명)

2억7,477
(4.0)

5억208
(7.3)

3억971
(4.5)

13억3,830
(19.5)

1억2,738
(1.9)

* 교역액은 WTO 2010년, GDP는 IMF 2011년, 인구는 World Bank 2010년
기준. CIS에서 탈퇴한 그루지야는 제외

서 초래되는 여파에 극도로 취약하며, 외국 자본이 이 지역 투자와 소비에 결정
적인 것이 되고 있다. 높아진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본
이동 정체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IMF 2011:82-83).

러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GDP는 8% 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29) 자원 수출국
의 속성상 외부 변화에 민감한데다 각국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러시아는 수출에 타격을 받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30) 여기
에다 러시아의 내수 부족을 다른 CIS 국가들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러시아로서는 자원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바꿔 건전한 제
조업을 육성하는 것 외에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WTO 가입
과 EAU 추진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EAU 결성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CIS에서 추진해온 경제통합의
연장이자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축으로 해서 통합의 핵을 만들고, 지정학적 위상과 경제력이 큰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유도하며, 중간급 경제규모의 국가(아제르바이잔, 우즈
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를 포섭하는 것이 경제통합의 큰 줄기이다.
2001년 출범한 ‘EURASEC’의 경우 근외정책의 경제적 측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중 하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
스탄 등 5개국이 참여한 EURASEC은 1999년에 체결된 ‘관세동맹 및 단일경
제권 창설조약’을 계승한 것으로 경제·통상·사회·인도·사법분야에서 공동 대
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원국들간 자유무역지대(FTA)를 목표로 하고 있다.31)
러시아는 이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2010년 7월, 관세동맹을 출범
시켜 이들 국가와 상품(재화)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식료품과 자동차, 의류 등을 포함한 1850
29) Travin(2010), 193.
30)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러시아의 실질 GDP 증가율은 –7.8%로 CIS 전체(-6.4%)
는 물론 전세계 평균(-0.7%) 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는 같은해 미국(-3.7%),
EU(-4.2%), 일본(-6.3%) 캐나다(-2.8%)보다 낮은 것이다. 러시아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나라는 아르메니아(-14.1%), 우크라이나(-14.5%), 에스토니아(-13.9%), 라트
비아(-18.0%), 리투아니아(-14.7%) 등 주로 옛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었다. CIS의
대외교역 규모도 전년(2008년)에 비해 19.2%나 하락해 대외 경제변동에 취약하다
는 점을 입증했다(IMF 2011:178-182).
31) EURASEC은 구체적으로 유라시아에서 공통의 경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단일
한 상품 및 자본시장 형성, 경제개혁 추진의 동시화, 통합된 에너지 및 운송체계
설립, 사회적 노동분업의 비교우위 원칙에 입각한 생산의 구조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유세희·이재영 1997:167-168).

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됐으며, 9500여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러시아가 적
용하는 평균 10~11% 수준의 관세율이 유지됐다.32)
올 1월부터는 이를 CES로 발전시켜 단일 경제시장으로서 통합의 정도를
높였다. CES는 관세 장벽을 철폐해 상품은 물론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력
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들 3개국간에는 사실상 서로를 내
수시장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한 것이다. 푸틴은 CES를 기
반으로 해서 경제정책까지 상호 조율할 수 있는 EAU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회원국들을 추가해 경제통합의 외연과 실질을 높여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EAU 설립 구상은 경제통합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르고 있다. 정치
경제학적으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그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free-trade are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순서로 4단계를 거치는데,33) 러시아의 경우
EURASEC → 관세동맹 → CES → EAU로 순차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다. EU의 경우 회원국들간에 경제정책을 조정하고(경제동맹), 상당부분 정책적
통일을 이룬(완전경제동맹) 수준에 도달해있다. 푸틴이 “EAU는 EU 및 다른
지역협력체 경험의 기반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완전한 경제동맹까
지를 염두해둔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 단계로 볼 때도 EAU는 진전을 위한 발
전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EAU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얼마나 경제통합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전자는 소련 해체 직후부터 CIS 국가들간 경제동맹
의 목표가 추진됐지만 거의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1993년 5월, CIS 정상들이
모이는 국가수반이사회(Council of Heads of State, CHS)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통합을 심화하고 경제동맹 설립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1994년, CIS 국가간 경제위원회를 세워 단계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32) 러시아는 관세동맹 발효로 3국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전체 관세대상 품목중
14%는 인하된 반면, 4%의 품목은 인상됐고, 82%는 그대로 유지됐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의 관세율은 인하됐지만, 육류, 의류 등은 인상됐다. 수입관세율이 인하된
품목이 더많아 러시아는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0:1-2).
33) 각국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화시키는 ‘경제동맹’(4단계)에서 더 나아가 5단계로
‘완전경제동맹(total economic union)’이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화폐·금융·사
회·경기조정 등의 정책이 통일되고, 회원국들에 대해 제반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갖는 초국가적 기구가 수립된다(이규영 2010:48-49).

1997년에는 ‘CIS 경제통합개념(Concept of Economic Integration of CIS)’을
채택해 경제동맹 추진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주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각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던 바, 향후 EAU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여
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34)
특히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간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실현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루슬란 그린베르그(Руслан Гринберг) 경제연구소장
은 “가장 큰 문제는 CIS 전체의 경제 협력을 위한 잠재력의 65~70%를 러시
아가 갖고 있다는 불평등성이다. EU는 회원국들간 주고받기를 통한 평등한
파트너십이 가능하지만, CIS 경제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작은 국
가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통합이 쉽지 않
다”고 밝혔다.35)
즉 EAU를 통해 통합수준을 높여 외연상 내수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인 구매력을 갖춘 시장을 넓히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GDP의 경우 러
시아는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IMF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 GDP(1조8944억달러)는 그 다음인 카자흐스
탄(1688억달러), 우크라이나(1576억달러), 아제르바이잔(722억달러), 벨라루스
(665억달러) 보다 10배 이상 높고, 하위국인 키르기즈스탄(51억달러), 몰도바
(66억달러), 타지키스탄(68억달러)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현격하다.
1인당 GDP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각각 1만3542달러, 1만820달러에 달
하지만 일부 국가(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는 1000달러도 되지 않는다.36)
물론 EU의 GDP 규모도 국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3조5185억
달러), 프랑스(2조7507억달러), 영국(2조4718억달러), 이탈리아(2조1813억달러)
등과 소국인 몰타(89억달러), 키프러스(250억달러), 에스토니아(203억달러)를
34) Sakwa and Webber(1999), 386-387.
35) http://www.izvestia.ru/news/507566(검색일: 2011.12.8).
3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러시아 등 CIS 국가들을 선진국(developed)이나
개발도상국(developing)이 아닌 ‘이행기 경제국가군(Transition Economies)’으로 분
류한다. 이와 동시에 키르기즈스탄은 중( )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하지만 교역을 위한 구매력을 결정하는 1인당 GDP는
이들 소국도 1만5200~3만달러에 이른다. 즉 EU는 회원국들간에 전체적인 경
제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1인당 GDP 격차는 작아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
교역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WTO에 따르면 2011년 EU 국가들간 역내
교역액은 7조7943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63.5%에 달한다.
<표 3> 2011년 CIS 각국 GDP 현황
국가

1인당GDP(달러)

총GDP(억달러)

아르메니아

2958

98.6

아제르바이잔

7914

721.9

벨라루스

7091

665.6

카자흐스탄

1만820

1687.9

키르기즈스탄

942

50.8

몰도바

1860

66.2

러시아

1만3542

1조8944.7

타지키스탄

879

68.3

투르크메니스탄

4992

-

우크라이나

3483

1576.1

우즈베키스탄

1513

432.6
자료 = IMF

반면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CIS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대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의 전체 교역액(8213억5310만달러)
가운데 CIS의 비중은 14.9%로 2009~2010년에 각각 14.6%에서 소폭 상승했
다. 러시아와의 교역비중은 EU가 48.0%로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 중국, 한
국 등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이 23.9%다.37)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교역에서 CIS의 비중은 20%를 넘었지만 러시
아인들의 소득이 늘면서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져 EU나 미국 등 원
외국가(Far Abroad)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7) http://www.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858&Itemid
=2095(검색일: 2012.2.26).

따라서 러시아가 CIS 국가들과 교역을 늘리려면 원외국가들과 교역해온
품목을 CIS로 전환(diversion)해야 하는데 이들간 기술격차로 인해 EAU가 결
성되어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품목인 연료 및
에너지는 2011년 원외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의 72.6%를 차지했다. 나머지
품목 역시 금속, 섬유, 목재, 가죽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다. 근외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도 연료와 에너지가 56.6%로 가장 많지만 원외국가 보다는 낮다.
나머지 수출품목은 금속 등 원자재 외에 기계류와 경승용차, 화학제품 등으
로 서방에 대해서보다는 다양하다.
그렇다면 EAU가 되면 러시아의 교역구조는 어떻게 바뀔까. 에너지자원의
경우 러시아는 수출대상국이 CIS 회원국 여부에 따라 차별된 가격으로 공급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는 성격
상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유럽에 상대
적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천연가스를 낮은 가격에 CIS로 판매지를 전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류 등 다른 제품은 EAU를 통해 관세 철
폐는 물론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원가를 낮출 수 있어 CIS에 대한 수
출은 늘어날 수 있다. 로마긴은 “가스와 원유 등 자원을 제외하면 러시아 제
품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CIS에서 판
매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8)
그러나 서방 제품들이 높은 품질로 장악해놓은 CIS 시장에 러시아가 추가
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는 러시아가 해당 분야에 얼마나
서방에 근접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췄는가에 달려있다.
수입의 경우 러시아는 CIS로부터 기계류, 전기장치 및 철도, 지하철 등 운
송수단이 전체 수입액의 34%로 가장 많은데, 이는 원외국가로부터 수입
(51%)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고가의
제품은 원외국가에서 주로 수입되는 등 시장은 차별화되어 있다. EAU로 인
해 교역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외국
가로부터 다른 CIS 국가로 수입선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로서는 올해 출범한 CES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가
향후 EAU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EAU 외연을 넓혀 생산요소 이동과 교역을 증대하려면 회원국간에 경제적
38) Lomagin, 필자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외대 HK 국제컨퍼런스, 2011.12.15).

동등성(economic equality)이 중요한데 현재 CIS는 그 격차가 심해 EU 수준
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당장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제통
합이 가속될수록 재정·금융상황이 열악한 CIS 국가로부터 파급되는 불안정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EAU가 출현하면 CIS는 사라질 운명인가? 또한 EU처럼 각국의 이익 외에
EU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등장할 것인가?
나자르바예프는 CIS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는 EAU가 CIS를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CIS는 강제적 권한을 가진 집행부
가 없어 국가들간 통합의 효과를 내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39) 이를
극복하려면 EU처럼 집행위원회(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등 각국의 주권을 초월하는 기구들을
둔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연합체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40)
나자르바예프는 푸틴의 EAU 구상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초국가적 기구
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에 초국가적 권위를
가진 유라시아의회(Eurasian Assembly)를 둘 것과, 지금의 EURASEC내의 사업
이사회(Business Council)를 유라시아상공인회의(Eurasian Congress of Industrials
and entrepreneurs)로 확대 개편하고, CES에 속한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간에 화폐통합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이들 3개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CES 출범으로 기존의 관세동맹위원회(Customs Union Commission)가 유
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ion)로 바뀌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유라시아판 유럽집행위원회’로 간주한다. 이 기구가 향후 회원국들에
대한 강력한 집행 및 사법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41)
하지만 푸틴 등 러시아측 인사들은 초국가적 기구로서 EAU의 위상에 대
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는 CIS 국가들이 자국의 권한 일부를 제
39) CIS내 1991~1998년 체결된 1030개 다자협정은 대부분 사문화됐다. 2000년 2월까
지 채택한 164개 문건 중 7개만 CIS 전체에 발효됐다(Ivanov 2002:83).
40) Tsepkalo(1998), 116-117.
41) Voloshin(2011), http://www.cacianalyst.org/?q=node/5660(검색일: 2012.1.20).

3기관에 위임해 스스로 제약을 받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러시
아로서는 EAU의 정치적 성격을 애써 부인하고 경제통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국가적 기구 설치 등 정치성을 내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EAU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되는 EU처럼 각국의 이익과
주권이 개입되는 분야는 존속하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가 생겨 서로 혼재되
는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단위로 자국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통합방식으로는 차원높은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초국가적인
권위를 갖는 기구를 설립해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조율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상위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교역, 재정 등 경제분야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각국간 협력
이 연쇄효과(spillover effect)를 일으켜 정치분야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개
별 국가들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진 초국가적 정치조직을 만들어냈다.42) 즉
EU에는 초국가적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요소와 각국의 이익
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각료회의, 유럽평의회)들이 혼합돼있다.
예컨대 집행위원회는 EU의 모든 정책을 발의하고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초국
가적 기구로서 여기에 속한 직원들은 각자 국적국이 아닌 EU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이들의 신분은 이른바 ‘유럽관료(Eurocrat)’로 불리는 국제공무
원이다. 유럽의회는 직접적인 입법 활동이 제약돼있지만 각료회의가 정책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통제를 가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지향에 따라 다른 국적의 의원들과 연대활동을 펼친다.43)
EAU가 초국가적 기구를 두는 것은 지금처럼 조약을 근거로 한 국가간 대
등한 협력체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에서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국
가(Federation)’로 가는 중간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EU나
CIS 국가들이 각자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아 연방국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초국가적 기구를 두더라도 각국이 여전히 국제법상 활
동주체로 남아있는 만큼 소련의 부활은 현실에서나 국제법상으로 불가능한
42) EU는 ‘공동체 예산’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자체 재원
을 갖고 있다. 이는 EU 수입원으로 결정되면 EU가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결정없
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 재원의 확대 여부는 EU의 초국가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김세원 2004:133-134).
43) 안병영(1994), 547-553.

것이다. 따라서 EAU의 향후 모습은 초국가적 기구의 권능 크기에 따라 국가
연합과 연방국가 형태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CIS와 EAU를
병존시켜 CIS는 국가간에 대등한 느슨한 차원의 협력을, EAU는 주로 초국
가적 업무 역할을 분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간 회의체적 성격이 강한 CIS
에 초국가적인 권능을 추가하기 보다는 이를 새로운 조직인 EAU에 맡기고,
이에 따른 각국의 부담과 우려를 기존 CIS를 통해 완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제3기관에 얼마나
내놓을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EAU가 초국가적 기
구를 두는 데에는 불필요하다는 것부터 EU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입
장차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초국가적 기구라고 해도 객관적인 힘의 편차로
인해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게될 것을 부인하기 어
렵다. 예컨대 EAU의 집행기구가 될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직원이 150여명
(관세동맹위원회)에서 1200여명으로 늘어나 초국가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이 기구의 설립과정과 운
영을 장악해 회원국들간 동등한 권한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
제로 위원장에는 러시아 통상산업부장관을 지낸 빅토르 흐리스텐코(Виктор
Христенко)가 임명됐다.44)
따라서 EAU 추진과정에서 초국가성 문제는 첨예한 논란이 될 것이고, 주권
이양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러시아는 초국가적 기
구 운영을 주도하는데 따른 각국의 의구심을 줄이고, EAU 전체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동등한 접근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AU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논의만 계
속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대통령이 기존의 경
제통합이 예정대로 이행하게 되면 오는 2015년경 EAU가 출범할 수 있을 것
44) Voloshin(2011).

이라고 대략적인 시한을 밝혔지만, 어떠한 선행조건들의 이행을 거쳐 모습을
드러낼지 전혀 나와있지 않다. EAU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부
족하다 보니 주로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EAU
의 비전과 효과분석 등은 푸틴의 집권 3기에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EAU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EU와 대등
한 파트너가 되려면 회원국을 늘려야 하지만 아직 가입기준도 마련되지 않았
다. 현재로서는 CIS 국가들 스스로 가입을 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수준보다는 지리적 위치가 EAU에 가입하는데 주된
기준이 되고 있다.45)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향후 EAU 회원국은
CIS 외에 중국, 몽골, 이란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46)
하지만 러시아측 주장대로 EAU의 경제통합 효과를 높이려면 지리적 공통
성 외에도 경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1993년,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코펜하겐 기준
(Copenhagen criteria)’을 수립해 회원국의 자격요건을 정했다. 즉, 1) 정치적
기준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존중,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
는 제도의 완비 2) 경제적 기준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EU내 경쟁압
력과 시장조정력을 수용할 능력의 보유 3) EU 조약과 공동체법규에서 비롯
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보유 등이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각각 세부적인 판
단기준이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수차례 보고서 채택과 권고사항의 이행, 유럽
이사회 결정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경제적 요건만 해도 대외교역의 자유
화, 거시경제적 안정, 적절한 사회간접자본 등 세부 기준들이 있다.47)
여기에다 EU내 ‘유로존(Euro Zone)’으로 대표되는 통화동맹에 참여하려면
45) EAU에 소극적인 나라는 CIS를 탈퇴한 그루지야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
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정도다. 이슬람 카리모프(Ислам Каримов) 대통령은 우즈
베키스탄이 EAU에 들어가면 자신이 구축해놓은 통제적 경제시스템은 물론 정치
적 기반이 붕괴될까 우려하고 있다. EU와의 교역 확대와 EU 가입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EAU를 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6) 유라시아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
지야 등 카프카스 국가들을 포함한다. 아프가니스탄, 몽골은 소련과 문화 및 상업
적 연계를 갖고있고, 중국 신장성은 카자흐스탄과 지리·문화적 관계성이 높으며,
이란도 오일 수송측면에서 유라시아의 확장지역이다(Gleason 2005:275-277).
47) 이규영(2010), 62-63.

물가·금리·재정·환율 분야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국
가별 재정안정성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기준은 1997년 ‘유럽안정·성장
협약(SGP)’에 따라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규모를 GDP 대비 각각 60%, 3%
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48)
경제통합의 종착지로 EU를 상정하고 있는 EAU 역시 결국은 화폐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CIS 각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IMF에 따르면 2011년 EU 전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81.76%인 반면, CIS 전체는 12.21%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152.31%나 되지만, CIS에서 가장 높은 키르기즈스탄은 65.95%다. 그동안 외
채를 조기 상환해온 러시아는 8.55%로 EU내 선도국인 독일(80.11%), 프랑스
(87.62%) 보다 낮다. 하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러시아(-0.65%)와
우크라이나(-1.62%)를 제외하면 대다수 CIS 국가들이 한해 재정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IMF는 자료 공개를 못하고 있다. 이밖에 CIS내 경상
수지 흑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으
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아제르바이잔이 28.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벨라루스(-15.69%), 아르메니아(-12.43%), 몰도바(-11.07%) 등은 GDP 대
비 적자비율이 높았다. 인플레이션율은 투르크메니스탄(6.14%)이 가장 낮고,
키르기즈스탄(18.83%)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별 편차가 컸다.
주목할 점은 앞서 GDP 등 CIS내 경제적 격차가 큰 가운데 EAU가 가입기
준을 낮춰 회원국을 늘릴 경우 특정 국가의 위기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뿐 아니라 시민혁명 등 사회불안정이 빠르게 타국
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EAU가 화폐통합까지 나선다면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로부터 발원한 재정위기가 CIS 전체에 확대될 우려는 더욱 커진다.49)
48) 올들어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에 파급되는 것을 막고자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등에 대비한 ‘구조적 재정적자’ 기준항목을 추가해 이것이 GDP의
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가 넘는 등 가입기준
에서 벗어나면 GDP의 일정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제재 시스템을 도입해
회원국들에게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연합뉴스, 2012.1.30).
49) 소련 해체이후, ‘루블(ruble)’을 CIS내 공통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작업이 있었
다. 러시아는 루블을 통해 CIS 각국의 통화정책을 조정하고자 했지만 나머지 국
가들은 루블권에 편입돼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질까 우려해 독자통화 도입에 나서
면서 화폐통합 시도는 무산됐다. 예고르 가이다르(Егор Гайдар) 부총리 등 급진개
혁파는 CIS 국가들로부터 혼란한 경제상황이 파급되면 러시아에 오히려 부담이

<표 4> 2011년 CIS 각국 주요 거시경제 지표
%, GDP대비

%

국가채무

재정적자

경상수지

투자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아르메니아

45.62

-

-12.43

33.13

9.34

7.00

아제르바이잔

10.74

-

28.37

17.67

10.30

6.05

벨라루스

25.30

-

-15.69

39.81

12.92

0.70

카자흐스탄

12.59

-

5.84

33.51

9.12

5.70

키르기즈스탄

65.95

-

-6.70

27.90

18.83

5.64

몰도바

30.39

-

-11.07

24.37

7.48

6.50

러시아

8.55

-0.65

5.55

23.91

9.32

7.30

타지키스탄

36.46

-

-4.10

20.29

13.88

-

투르크메니스탄

16.18

-

-4.67

-

6.14

-

우크라이나

42.56

-1.62

-3.62

21.60

9.18

7.76

우즈베키스탄

11.28

-

9.96

30.16

11.57

0.20

자료 = IMF

러시아에서도 EAU의 화폐통합 추진에는 보다 신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다. 흐리스텐코는 “단일통화는 경제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화폐통
합 논의는 2015년 이후 EURASEC 회원국들을 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이를 이루려면 사전에 모든 회원국간에 신용·화폐지불 정책에 대
한 조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도 단일통화 도입에 앞서 각국간
국가채무,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50)
EAU의 회원국 확대에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EAU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
할 것이다. 우리와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내일 당장 가입할 수는 없다. 그
과정은 2년, 10, 15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51) 프리마코프 역시
된다면서 경제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김성환 1994:259-261).
50) http://www.izvestia.ru/news/507241(검색일: 2011.12.2).
51) http://www.izvestia.ru/news/507241(검색일: 2011.12.2).

“(EAU 성공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가입전까지 기준을 지키느냐, 이후에
도 현재의 상황을 해치지 않는지에 달렸다. 또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
스탄) 3개국간 통합의 운명은 하역 관세, 단일통화 도입 등 거시경제적 사안
들에 대한 동의를 얼마나 성공리에 수행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52)
푸틴은 집권 3기를 맞아 외교정책개념이나 대외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EAU의 구성방식과 비전 등을 제시할 것이다. 당장 가입을 위한 거시경제지
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기는 힘들겠지만 대강의 ‘로드맵’은 연내에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EAU가 러시아와 CIS 전체에 가져올 정치·경제
적 효과분석은 물론 기존 CIS내 다양한 통합제도와의 연계, 외부 통합체들과
의 관계성, 개괄적인 회원국 가입 원칙 등을 포괄함으로써 사전에 EAU를 둘
러싼 부정적인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은 2월말,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모스코프스키예 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에 기고한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
서 향후 대외정책과 관련해 서방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푸틴이 미국을 비
난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대선 직전에 러시아의 위상 강화와 국제문
제에서 미국에 추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은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푸틴은 “러시아는 국익에 따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우리가 (세계무대에) 강력하고 굳건히 서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국제안보
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지정학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군사력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이란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토 확대 및 유럽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냉전시절의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러시아와 전세계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는 국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른 폐해가 많으며, 러시아는
미국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EAU를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연합으로 간주하는 서방측은
52) http://www.izvestia.ru/news/507752(검색일: 2011.12.2).

EAU로 인해 러시아의 힘이 커지면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찰을 빚게
되고, 전세계의 질서있는 진전을 막을까 염려한다.53)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유라시아주의의 부활 자체가 옛소련을 답습하려는 신제국주의적 기도라고 보
기도 한다.54) 브레진스키처럼 근외정책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해온 사람
들에게는 EAU 역시 러시아의 불순한 의도로 읽히는 것이다.55)
따라서 러시아에게 던져진 과제중 하나는 이러한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
는 것이다. EAU가 서방측에 맞서는 배타적인 블록이 아니라 상호공존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서방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는 EAU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국가들을 추가로 끌어들이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EAU 가입으로 일부 주권 상실과 서방과의 협력에 장애를 받을까 우려
하는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EAU가 회원국들의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서방과 공존을 추구하는 ‘선한’ 블록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련 해체후 CIS를 결성한 것이 각국간에 제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
고, 지금도 그 필요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AU로 전진해갈 당위성
은 존재한다. 이에 러시아는 EAU 등 근외지역에 대한 강조가 제국주의의 시
현이나, 러시아의 세력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CIS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EAU가 대외문제에서
정치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데는 각국의 의견을 들어 신중해야 하며, 특정
국가로부터 압력을 배제하고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56)
53) 일각에서는 푸틴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개편, 대외 투
자환경 개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푸틴이 서방과 갈등보다는 협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중국은 최근 시베리아, 극동,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등으로 진
출을 가속화하면서 러시아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러시아
는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Kuchins 2011). http://www.foreign
affairs.com/articles/68310/andrew-kuchins/putins-return-and-washingtons-reset-with-russ
ia(검색일: 2012.2.10).
54) Kubicek(2004), 211.
55) 브레진스키는 러시아가 CIS라는 틀을 통해 각국의 대외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주권을 제한하고 이들을 복속시켜왔다면서, ‘슬라브연합’이나 ‘유라시아
동맹’ 등을 만들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은 러시아가 아직도 거대 제국의 야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Brzezinski 2001:61-62).
56) IMEMO의 추프린은 “러시아는 EAU가 정치적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경제공동체라
는 점을 서방에 잘 이해시켜야 한다. EAU가 다른 경제 블록과 경쟁하는 것은 불
가피하지만 이는 정치적 대립이 아닌 경제적인 경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이 과정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강압적 제국주의로 바라보는 서방에
대해 아나톨리 추바이스(Анатолий Чубайс) 전부총리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
다. 그는 러시아가 CIS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Liberal imperialism)’라는 개념에서 설명한다. 요체는 CIS 국가들에 대한 강
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총합적인 CIS의 이익을 높인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이익의 확장은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한 호혜적인 것으
로, 비강압적이고 자유주의에 기반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57)
어쩌면 EAU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제국주
의를 폭넓게 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력틀이 될 수 있다.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집권 3기에도 러시아 외교정책의 가장 큰 방향은
CIS에 맞춰질 전망이다. 그 내용은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유라시아 정체성
을 강조함으로써 CIS내 통합협력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AU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EAU를 둘러싼 논란들과 그 가능성,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해보았다.
즉 EAU를 둘러싼 정체성 논란은 △그 성격이 정치적인지, 경제적인 것인
지 △경제통합의 성과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협의체 수준인 CIS를
뛰어넘어 EU처럼 진정한 초국가적 기구가 될 수 있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EAU가 초기에는 러시아 정치권의 주장처럼 관세동맹
과 CES에서 더 진전된 경제통합에 역점을 두겠지만 점차 EU처럼 단일한 정
치공동체를 표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진전되면 결국
에는 정치적 연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전통적으
로 거부해온 러시아는 EAU를 그 해결방편중 하나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서 EAU는 스스로의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연합뉴스, 2011.11.4).
57)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핵심 목표중 하나는 근외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방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NATO나 EU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을 자유주의적 제국
주의라고 불렀다. 이는 강압이나 군사적 점령이 아닌 CIS내에 있는 자산의 획득
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엄구호 2007:141).

국제문제에서 러시아는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EAU를 통해 전체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극(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EAU 설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CIS에
는 EU와 달리 러시아를 빼면 선도적인 국가가 없고 각국간 경제적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양자든, 다자 방식이든 이미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EAU 설립으로 인해 교역이나 자본거래 등이 획기적으
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 향후 EAU가 EU처럼 진정한 초국가적
기구를 두고 각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을지는 또 하나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다. 소련 붕괴로 독립한 CIS 국가들은 초국가적 기구에 주권
의 일부를 내놓는다는데 대해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가 러시아 주도
로 운영될 경우 공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회원국들간 긴밀한 역사적 관계와 협력속에서 성장해온 것처
럼 러시아가 CIS내에서 통합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
주권과 초국가적 권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EU는 CIS 통합이 심화되는 과
정에서 EAU가 답습하려는 발전모델임은 분명하다. 서방측의 불편한 시각으
로 인해 처음부터 EAU를 둘러싸고 ‘제국주의’ 같은 러시아의 불순한 동기만
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58)
이에 러시아는 EAU 추진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발전방향, 그 실현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분석을 제기해 서방의 오해를 없애야 한다. 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명확한 가입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초국가적 집행기구
의 설치 등 투명한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방의 의혹을 불식하고 EAU
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58) 대다수 유라시아주의자들은 유라시아주의가 제국주의와 연결되는데에 반대한다.
이들은 외국에 사는 러시아 동포에 대한 관심과 지원문제를 근외국가에 대한 개
입이나 서방과의 대결 등 제국주의로 봐서는 안되며, 독일과 터키가 같은 사안을
다룰 때는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듣지 않는다고 강변한다(Sergounin 19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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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Идентичност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Ким Вьенг Хо
В этом году Россия совместно с Белоруссией и Казахстаном инициировала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пост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ысказался об идее созда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на основ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ежду тремя странами.
Однако подобные заявления носили голослов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без обоснованных и реально достовер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можн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его идентичности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анная статья ставит целью рассмотрение аргументов за и против созда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а также выявляет задачи,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исследуется идентичность буду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ли оно больше политическим ил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зможно ли
создание об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и возможно л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подобие ЕС.
В стать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под предвод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ерерасти из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в полноцен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наподобие ЕС. Кроме того,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даже если проект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осуществится, вряд ли следует
ожидать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еремен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
отличие от ЕС любое над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НГ не
имеет явных стран-лидеров, кроме России, также велик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разры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добавок, между ними уже налажены
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механиз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вязи с третьим сроком Путина необходим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необхо-

димость, а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т создания и
продвиже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Кроме этого следует создать подробную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развития эт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разобрать сомнения, исходящие из стран Запад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ить чёткие критерии
ради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а не просто стремиться к повышению числа его стран-членов, создать наднацион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орган,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ь прозрачный процесс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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