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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머리말
중남미, 인도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 아니라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들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으나, 발전 방법과 방향에서 각 국가의 역사 및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은 석유 및 가
스, 광물 등 자원 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신흥경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세계 여러 국가
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흥경제국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에 대
한 보고서 및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신흥경제국
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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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국내에서 신흥경제국 연구 활성화를 위
해 논문을 공모하고 발간하여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5년
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터키’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어 크게 9개 지역(인
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의 국
가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집 발간을 통해 신흥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터키 지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협
력이 증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의 개인
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논문의 선정 단계
부터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의에 좋은 논평을 해주어 각 논문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원내외 심사위원 및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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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주 장 환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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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사회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
의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대해 구조와의 선차성 여
부와 영향력 경중을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즉 사회변화 과정
에서 구조에 선차성을 두고, 영향력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 입장을 거시적,
행위자에 더 많은 방점을 두는 입장을 미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1)

1)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미시/거시 접근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용학(1996), pp. 11-23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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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정치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
에서는 미시적 접근이 주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인사들이거나 혹은 특정한 국가 정책의 추진을 차단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2)인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진행되
어왔다. 즉 정치 엘리트는 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서 인식되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엘리트가 한 국가와 사
회의 변화를 결정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임과 동시에 구조 변화의 산물, 즉
종속변수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각각의 관점에 따라 대
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치 엘리트와 정치사회 체제의 유형을 서로 대
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3)
기실, 역사적으로 특히 급진 혹은 점진적인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서 정치 엘리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
적으로 유럽 근대 역사에서 각기 상이한 전환의 경로를 나타낸 영국, 프랑
스, 독일 등 국가들의 사례들이 그러하다. 즉 엘리트 유형의 상이성이 이들
국가들의 전환의 상이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7세기
명예혁명의 결과로 엘리트 전환에 성공을 거두었던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엘리트 전환을 이룩할 수 있었던 국가들
이었다. 게다가 ‘탈(post)’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민주화’
역시 엘리트 전환의 몇 가지 유형들과 국가 사회주의의 붕괴를 동반했던
신흥 엘리트 유형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4) 이처럼 엘

2) Burton and Higley(1987), p. 296.
3) 이러한 시도들의 고전적 성과들은 Pareto(1935); Aron(1950); Darendorf(1965); Putnam(1976);
Domhoff and Dye ed.(198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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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유형과 전환과정은 특정 국가의 성격과 정치체제의 본질을 규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기 주도 엘리트 유형의 특성이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상술한 관점 중 정치 엘리트를 사회변화의 산물, 즉 종속
변수로 보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변화의 미시적 기초
를 탐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했다시피, 이 미시적 접근에
서도 정치 엘리트에 대한 자리매김을 기준으로 그 학술적 경향을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 엘리트를 사회변화의 산물로 보는, 즉 종속 변
수로 상정하는 경우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시기별 주도 엘리트 유
형을 개념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5) 다음으로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촉
진하는 존재로서 정치 엘리트를 상정하는, 즉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경우이
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치 엘리트의 변화로 수반되는 정책 및 행위
의 변화를 주요 연구 사례로 다루고 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는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 체제변화의
산물로서의 정치 엘리트를 유형 변화의 시각에서 탐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제전
4) Burton and Higley(2001), p. 182.
5) 이 경향의 대표적인 성과를 본 연구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정치 엘리트 관
련 연구들에서 든다면 Li(2001); Bo(2004); Mawdsley and White(2000); Gaman-Golutvina
(2010) 등이 있다.
6) 이 경향의 대표적인 성과를 본 연구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정치 엘리트 관
련 연구들에서 든다면 Naughton(2008); Brown(2012); Lane(1996); Steen and Vladimir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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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과정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다. 즉 동일
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두 국가의 엘리트 유형이 어떤 식의 변화를 보여
왔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러시아 정치 엘리트를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하
여 그 유형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은 학술적으로 전 세계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와 관련된 주요한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깊다고 판단된다. 둘째, 비교의 각도에서 이 두 국가 엘리트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부분은 두 국가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두 국가가 현재 모두 체제전환의 과정에 위치해 있는바, 향후 이 두 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행위자 차원에서 주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중국과 러시아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지
하다시피, 러시아는 74년 동안 유지해오던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함께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에서 시장경제로의 ‘급진적(big bang)’
체제전환을 진행하였다.7) 그리고 이 전환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1978년부터 이전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인 시장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점진적(incremental)’으로
진행 중이다.8) 즉 유사한 체제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셈
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이 두 국가가 가지는 단순한 인구통계 및 국제
7)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1991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과 ‘러시아 연방(Russia Federation)’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줄여서 전자를 소련, 후자를 러시아, 이 전 시기를 통칭하여 러시아로 부른다.
8) 이 두 국가의 체제전환 성격 및 특성의 차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irk(1993), pp.
3-23; Buck and Filatotchev(200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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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중요성과 비중을 넘어서서,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엘리트 유
형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두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의 측면에서 그 학술적 전제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 즉 러시아와 중국의 엘
리트 유형 전환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리 및 제출한다. 통시 및
공시 비교가 가능한 이 분석틀은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조작하여 정의할 주요 개념들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엘
리트 유형 변화를 분석한다. 즉 앞서 말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제Ⅲ장에서
는 초기 유형, 즉 체제전환 이전의 양국의 정치 엘리트 유형을, 제Ⅳ장에
서는 체제전환 이후 엘리트들을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의 시기는 각 국
가의 체제전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은 1978년, 러시아는
1991년을 기점으로 삼으며, 중국은 2012년 말에 구성된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까지를, 러시아는 푸틴 1기 즉 2008년까지를 포괄한다. 특히 제Ⅳ장
에서는 각 국가의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두 체제전환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제Ⅲ과 Ⅳ장에서
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발견된 사실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향후 전망에 대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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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틀과 주요 개념
정치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요 정부 혹은 비정부 조직에
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
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Steen and
vladimir 2003, p. 12). 이는 정치 엘리트는 국가의 정책에 긍정적이든 아니
면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조직된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라는 의미와 일맥
상통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당
고위지도자, 정부와 군의 고위지도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며 계서적으로
조직된 정치사회 민간단체, 노동조합, 언론, 종교 등 각종 이익단체의 고위
지도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 엘리트는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구
체적인 정치 엘리트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 왜냐하면 두 국가의 역사적인
발전 경로의 상이함 때문이다. 즉 중국은 1949년 이래 당-국가 체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헌법상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의
전일적인 지배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엘리트는 공
산당의 지도부, 즉 중앙위원회의 정위원과 후보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9)
반면 러시아의 경우 1991년을 전후로 하여 정치체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9) 한편, 이런 견해는 현재 중국 정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견해에 입
각한 개혁개방 시기의 대표적 연구들은 Lee(1983); Li and White(1988a); Zang(1993); Li and
White(1998b); Li and White(2003); Bo(200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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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엘리트의 개념 역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전환 이전
에는 중국과 같이 공산당의 지도부, 즉 중앙위원회의 정위원과 후보위원
이 주요 정치 엘리트와 동일시되었다. 한편 체제전환 이후 시기의 정치 엘
리트는 공산당의 전일적 지위가 허물어지면서 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군부, 비즈니스, 지방, 중앙 등 각 영역에서 실재 해당 정권에서 정책 결정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로 규정되고 있다.10) 이는 상대적으로 고
정적이었던 정치 엘리트의 개념 규정이 가변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기
도 한다.
한편, ‘통합’과 ‘분화’는 오랫동안 이 다양한 범위의 정치 엘리트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범주로서 기능해 왔다. 이 두 범주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 정치 엘리트 유형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는 의미이다(Burton and
Higley 2001, pp. 183-184). 기존 연구들에서 통용된 통합의 의미를 종합하
면, 엘리트 내부 관계의 특성과 구조이며, 종종 ‘단결(cohesion)’과 같은 의
미로 쓰였다(Putnam 1976, pp. 115-121). 또 기존 연구들에서 통합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 왔다. 하나는 규범적인 차원으로 공유
된 신념, 가치 그리고 정치적 절차와 경쟁 등과 관련된 공식‧비공식적인 규
범에의 동의 수준을 의미했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의 차원으로 핵심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혹은 그룹에 도달할 수 있는 채널과 관계
망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차원이 모두 높고 클수록 통
합의 수준은 높다고, 반대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화는 정치 엘리트

10) 이 같은 견해 역시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체제전
환 이전에는 Lane and Ross(1994; 1995); Mawdsley and White(2000) 등을, 그 이후에는
Gill(1998); Steen(2003); Gaman-Golutvina(2010)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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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사회적 동질성, 조직적 분화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지느
냐 하는 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즉 동질성이 낮고 조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
으며 독립성이 높을수록 분화의 정도는 높고, 역일 경우에는 낮다고 할 수
있다(Higley and Pakulski 1995; Higley and Burton 1997).
이렇게 봤을 때 통합과 분화의 정도에 따라 모두 네 가지 유형의 정치
엘리트가 존재할 수 있다(Burton and Higley 2001, pp. 192-195).
첫째,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엘
리트들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각종 파벌과 부문 등을 넘어서는 서로 촘촘
하게 연동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들에
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정치적 경쟁과 행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거친 수준
이지만, 하나의 합의가 도출되고 시간이 갈수록 당파심을 강하게 작동하는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이 유형의 엘리트들은 개별 인자들 스
스로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
게 되고, 따라서 종종 전술적인 의미에서의 협력이 발생하며, 배타적이고
악무한적인 경쟁을 회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엘리트들을 ‘합
의형(consensual 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유형의 엘리트는
국민국가 형성 초기나 식민지 독립 투쟁을 벌인 사례에서 나타났다. 대표
적으로 16세기 스페인에 대항한 덴마크의 엘리트,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벌
이는 과정에서의 미국의 엘리트, 19세기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의 엘리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강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엘리트들은 종종 일당 혹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계서적 구조를 가진 당
혹은 단체에 속해 있다. 매우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조가 이 계서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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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돌고 있다. 엘리트들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 혹은 종족의 가치에 대핸 충성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엘리트들은 조직적 다양성, 기능적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은 ‘이념 중심형(ideology-oriented type)’
이라고 명명된다. 이 유형은 민족국가의 독립이 성공한 직후 나타난 경향
이 있다. 즉 식민지 지위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선행된 다
음, 그것이 성공한 이후 엘리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54년
프랑스와의 독립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베트남의 엘리트를 들 수 있다.
셋째, 약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엘
리트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매우 많은 수의 파벌과 기능 부문에 속
해 있다. 이들은 이런 파벌과 기능 부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
황이다. 또 정치적 코드나 게임의 법칙에 대한 공통의 합의가 뚜렷하게 존
재하지 않거나 힘든 상황이며, 특정 정치체 혹은 지도자에 대한 계서적인
권위가 부재하다. 대신 엘리트들은 각자의 신념과 목표들에 따라 종종 악
무한적 대립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엘리트들 내의 분화 정도는 매우 강하여 어떤 특정 파벌
혹은 연합이 전일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유형
은 ‘분절된 유형(fragmented type)’으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1688~89년의 명
예혁명 직전의 영국과 1809년 제헌혁명 이전의 스웨덴 엘리트들을 이 유형
의 전형으로 들 수 있다.
넷째, 약한 통합 정도와 좁은 분화 수준을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엘
리트들은 2개 혹은 3개의 잘 조직되고 서로 적대적인 진영에 속해 있다.
엘리트간의 경쟁은 바로 이 진영의 틀을 넘을 수 없으며, 어떤 게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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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나 정치적 신념에 대한 공통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 투쟁은
심지어 분절형 엘리트 유형보다 더욱 폭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한 진영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을 이유로 다른 진영의 박멸과 탄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다른 진영은 이러한 공격에 거세게 대응한다. 이 유형은 ‘분리된
유형(divided type)’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이나 독립전쟁 직전의 내전 상태
에 있는 엘리트들을 이 유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1940
년대의 중국, 1959~60년 혁명 시기의 쿠바 엘리트들을 들 수 있다.
한편, 위의 네 가지 유형은 각각 ‘안정된 대의체제(stable representative
regime)’, ‘불안정한 민주주의(unstable representative regime), ‘안정된 비대
의체제(stable unrepresentative regime)’, ‘불안정한 비대의체제(unstable
unrepresentative regime)’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Steen and
Vladimir 2003, pp. 13-14). 이러한 분류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대의성의 문제이다. 즉 갈등과 경쟁의 해결의 장이 대의체제를 갖
추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대의체계를 갖추
고 있다면 그 갈등과 경쟁의 수준은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며, 그
의미는 다수에 의한 복종을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
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동의형과 분절형 엘리트가 바로 이런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필
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권 및 정부의 교체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의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이념 지형향과
분리된 엘리트 유형이 주도하는 정치체제에서는 이러한 대의체제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독재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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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가까우며, 이는 곧 정부 및 정권의 교체가 제도라기보다는 폭력, 담합
그리고 전쟁 등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안정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의제에 대한 존재 여부를 넘어
서서 그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대의체제가 존
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존재는 할지라
도 불규칙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에 의해서 정권이나 정부가 교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동의형 엘
리트가 주도하는 체제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뤄지는 반면, 분절형 엘리트와 대응되는 체제에서는 대의체계에 의해 정
부 및 정권이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고, 실재적인
주도권은 파벌이나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의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념 지향형 엘리트가 주도하
는 체제에서는 권력이 한 개인이나 정당 등에 매우 집중되어 있고 매우
잘 갖춰진 계서구조를 갖고 있음으로써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권 및 정
부의 교체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분리된 유형의 정치체제에서는
정권 및 정부 교체의 시기나 범위도 매우 불규칙적이며 방식도 매우 폭력
적이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형은 ‘견
고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 분절형은 ‘불안정한 민주주의(un
con solidated democracy) 혹은 단기간 유지되는 권위주의(a short-lived
authoritarian)’ 체제에, 이념 지향형은 ‘전체주의(totalitarian) 혹은 후-전체주
의(post-totalitarian)’와, 마지막으로 분리된 유형은 ‘권위주의(authoritarian)’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치 엘리트의 유형화를 보다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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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상의 분화와 통합 수준을 기준으로 한 기존 모델에다가 엘리트 ‘순
환(circulation)’에 있어서의 차이를 하나의 변수로 추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엘리트 순환은 ‘방식(mode)’과 ‘범위(scope)’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는 다
시 방식은 점진과 급진으로, 범위는 넓고 좁은 것으로 나누고 있다. 또 이
를 토대로 유형화를 진행하여 엘리트 순환은 점진적이고 넓은 ‘고전
(classical)’, 점진적이고 좁은 ‘재생산(reproduction)’, 급진적이고 넓은 ‘대체
(replacement)’, 급진적이고 좁은 ‘준대체(quasi-replacement)’형으로 분류한
다. 또 이러한 엘리트 순환의 유형을 위의 분화-통합 모델에 추가하고 동시
에 통합시켰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선 엘리트 통합과 분화 정도가 동
시에 높고 순환의 방식이 점진적이고 그 범위 역시 넓을 경우에는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에 나타나는 동의형/고전형 정치 엘리트라고 본다. 다음으로,
엘리트 통합 정도는 낮으나 분화 정도는 높으면서 순환의 방식이 점진적이
고 그 범위는 좁을 경우에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분절화
된/재생산형 유형으로 본다. 세 번째로, 통합 정도는 높으나 분화 정도는 낮
고 순환의 방식은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그 범위는 넓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이념형/대체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정도
와 분화의 정도가 모두 낮으며 순환의 범위가 매우 좁으면서 그 방식은 급
진적인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분리된/준대체형 엘리트 유
형으로 분류된다(Higley and Lengyel 2000, pp. 2-7).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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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화, 통합 그리고 순환에 따른 정치 엘리트와 체제 유형
통합 정도/순환의 범위
약함/좁음

강함/넓음
넓음/점진
분화 정도/
순환의
방식

동의/고전형
(안정적 대의체제)

분절/재생산형
(불안정적 대의체제)

이념 지향/대체형
(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된/준대체형
(불안정적 비대의체제)

좁음/급진
자료: Higley and Lengyel(2000), p. 7의 내용을 필자가 수정 및 정리.

이하에서는 바로 이 분석틀에 의거하여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전
환을 분석한다. 한편, 상술한 바대로 이 두 국가의 정치 엘리트 개념의 시
기 및 체제전환 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특히 체제전환 이후 시기에는
각 범주, 즉 통합, 분화 그리고 순환에 대한 측정 잣대와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이런 전제하에서 각 범주를 측정할 기준을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우선, 통합에 대해서 이 범주를 구성
하고 있는 규범과 상호작용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
범의 측면에서 양국 정치 엘리트가 신봉하고 있는 지도 사상 혹은 이념의
수량을 분석한다. 수량의 측면에서 증가했을 경우 통합의 정도가 낮아졌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측정의 용
이성의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수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규
범이라는 것이 정치적 행동과 경쟁의 준거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
음으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양국의 각각 두 시기 최고 정책 결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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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규모로 그 정도를 측정한다. 이 측면에서도 그 조직
의 규모가 크다면 통합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최고
정책 결정자 혹은 기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가 정치 엘리트 내에
서 확대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양국의 각각
두 시기 정치 엘리트의 구성 및 특성의 다양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
서는 다양성이 높을수록 분화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
환의 측면에서는 그 범위와 방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의 측면에서는 양국의 두 시기 정치 엘리트의 교체 범위,
즉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즉 만약 교체 범위가
크다면 그 시기의 엘리트 순환의 범위는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방식의 측면에서는 엘리트 순환이 얼마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진행되었는가를 주로 살펴본다. 즉 만약 엘리트 순환의 방식은 이와 관련
된 제도화가 진척되었다면,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Ⅲ.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초기 유형: 이념
지향/대체형 엘리트
이 부분은 양국 정치 엘리트의 공시 및 통시적 비교를 위해 매우 중요하
다. 즉 비교의 기준점, 즉 양국 정치 엘리트의 초기 유형을 설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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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적으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 러시아는 급진적 체제전환
과 함께 소련의 해체 직전, 즉 1991년 이전까지의 정치 엘리트들을 의미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이 두 국가의 주요 정치 엘리트는 당-국가 체
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합, 분화 그리고
순환의 차원에서의 정치 엘리트의 유형을 규정한다.
먼저, 통합의 차원들이다. 이 시기, 즉 소련 시기의 정치 엘리트는 우선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소련 시기 정치 엘리트는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사상을 지도이
념으로 배타적으로 채택했다. 또 경쟁 정당이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정
치 제도 내에서 공산당이라는 단일 정치조직에서 선출된 이들이 소련사회
의 유일한 정치 엘리트로 기능했다. 특히 파벌주의 배격을 원칙으로 하는
소련 공산당의 규칙은 어떠한 행정적‧지역적 차이에 기인한 내부적 분화를
용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들은 하나의 사상과 신념 체계로 무
장되었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하나의 이익에만 전념했다. 또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전일적으로 짜인 하나의 엄격한 계서 체계에 모든
정치 엘리트들은 편입되어 있었다. 정책 결정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었으
며, 고위급 당-국가 지도자들 아래에 위치한 엘리트 그룹들의 자율성은 극
도로 제한되었다(Sakwa 1989, pp. 225-226). 이러한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
서 체계의 유지는 엘리트 충원과 임명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시
스템을 통해 이뤄졌다.11) 또 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상식화된 소련 공산당의 행동 규범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다. 소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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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이 전 사회적으로 보급한 가치는 이 밖에도 상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자기희생 등이 있었다. 대부분 엘리트 내 통합을 강조하고 분화를 제
한하는 것들이었다(Easter 2000).
한편, 이 시기 중국 정치 엘리트의 경우에도 통합의 측면에서 그 상황은
소련과 유사했다. 당-국가 체제하에서 공산당은 전일적으로 중국사회를 통
치해 나갔다. 지도 사상의 측면에서, 이 시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
둥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배타적으로 채택했다. 또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참정만을 인정하는 정당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정치체계에서 공산
당은 영원한 집권당으로서 그 자리를 보장받았다(朱光磊 2002, pp. 22-26).
이 시기 중국 공산당은 소련과는 약간 다르게 군중 노선을 강조하고 관료
주의를 배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마저도 하나의 ‘노선’으로 확립
되어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즉 마오쩌둥의 노선에
찬성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엘리트로의 충원이 이뤄졌고, 이들 사이에
는 강력한 규율을 통해 충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런 정치 중심주의는 마
오쩌둥의 반지식인주의 경향을 통해 강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간부선발
원칙이 비록 ‘덕재겸비(德才兼備)’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재(才) 즉
능력보다는 덕(德) 즉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과 헌신 등과 같은 덕목이
강조되었다(서재진 외 1999, pp. 72-74).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
명과 같은 국가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했지만, 상당한 통합 정

11) ‘노멘클라투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소련사회의 특권 계급을 가
리킨다. 보다 사전적 의미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를 구성하는 사람
들의 명단으로서, 해당 행정 및 명령 체제에서 중요한 관료적 지위들은 이 직위들의 임명에
관계되는 중요 인물들의 추천과 이에 대한 승인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
다. 서재진 외(1999),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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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유지하면서 이 시기를 보냈다. 이 측면에서 두 국가의 이 시기 정치
엘리트는 모두 높은 통합 수준을 유지하는 유형에 속하다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분화의 측면이다.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우선 양적 지표로서 이를 양국간의 비교가 가능한 이 시기 공
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수민족, 즉 소련은 러시아족, 중국은 한족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표 1]은 이 시기 소련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다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련보다 중국에서 다수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또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그 변화가 크지 않는 반면, 소
련의 경우 역U자형으로, 즉 점차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 양국 정치 엘리트가 그 구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보였다. 소련의 경우, 앞서 말한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을 통해 위계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정치 엘리트 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이들은 소련사
회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특히 고등 콤소몰 교육기관, 공산당 교
육기관, 중앙위원회와 관련된 사회과학 아카데미, 국가경제 아카데미 등은
이들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기존 정
치 엘리트들이 공공부문, 경제 분야 또는 국유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한 모
든 분야의 경영과 관리 부문의 직책에 해당하는 이들을 추천 및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그들만의 폐쇄적 재생산 기제로 작
동했다. 따라서 가족을 포함하여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던 이들 노멘클

12) 물론 민족 구성뿐만 아니라, 직업 경력, 학력, 성별 구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양국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일 지표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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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련(1961~90)과 중국(1956~77)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다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소련

중국

시기

비율(%)

시기

비율(%)

1961

56

1956

93.2

1966

58

1969

93.1

1971

60

1973

92.8

1976

64

1977

91.7

1981

70

-

-

1986

71

-

-

1990

52

-

-

평균

61.5

평균

92.7

자료: Mawdsley and White(2000, p. 175, p. 207);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12).

라투라는 배타적으로 재생산되고 동시에 폐쇄적으로 소련사회를 통치해 나
갔다(Winiecki 1991, pp. 3-6). 이는 정치 엘리트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지만,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는 폐쇄적인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이후 정치적 충성도가 매우 중시되고 전문 지식의 상대적 비
중은 줄어드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건국 이전 형성된 정치 엘리트 집단의
구조는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Lee 1991, pp. 543-542). 또 소련의
상황과 유사하게, 공산당은 특히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집권적인 방
식으로 독점했으며, 이 기제를 운용했던 기존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 중심
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급 및 출신 성분 그리고 이데올로기, 정치사상 등
의 잣대를 중시하여 지식인 등 전문가들의 정치 엘리트 집단으로의 신규

∙ 26

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진입을 제한했다. 결국 이 시기 중국 정치 엘리트는 건국 이전부터 주도 유
형이던 혁명 간부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빈농과 고
용노동자 계층 출신으로서 혁명에 대한 열정 및 잠재력과 그 실천력은 높
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창당 초기,
즉 1920년대부터 활동한 이들도 있는데,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기보다
는 파괴하는 데 익숙했다. 또 군사활동과 혁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된
이들은 새로운 정치구조를 창조하였으며, 1949년 이후에도 혁명과 대중 운
동과 같은 유사한 방식, 즉 급진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통치해 나갔다(Lee
1991, pp. 384-385).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기 중국과 소련의 정치 엘리트는
분화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매우 좁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대적인 정도를 따지자면, 중국이 소련보다 특히 다수민족의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의 측면이다. 이는 상술했듯이, 범위와 방식의 측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범위의 측면에서,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순환율이다. 즉 이 시기 양국 정치 엘리트
구조에 신규로 진입한 이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2]는 이 시기 양국의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 집단인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순환율을 비교한 것이
다. 이 표에 따르면, 소련과 중국은 이 시기 각각 40.0과 55.1%의 순환율을
나타낸다. 비록 평균 수치는 이와 같지만, 각 시기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
이고 있다. 소련은 최대 88에서 최저 10%를, 중국은 최대 75.9에서 최저
38.1%를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각국에서 가장 순환율이 높았던 시기는 소
련의 경우 체제전환 직전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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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었다. 통시적인 비교는 이후 시기의 분석 결과와 대조해봐야 하겠지
만, 우선 공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소련보다 정치 엘리트 순환의 범위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2. 체제전환 이전 시기 소련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순환율 변화

소련

중국

시기

비율(%)

시기

비율(%)

1918

41

1956

50.0

1920

26

1969

38.1

1924

10

1973

75.9

1927

14

1977

56.3

1930

16

1934

33

1939

83

1952

53

1956

40

-

-

1961

50

1976

20

1986

45

1990

88

평균

40.0

평균

55.1

주: 소련의 경우 아래 자료에서 판단한 주요 시기를, 중국의 경우 역대 당 대회(제8, 9, 10, 11차)
개최 시기를 그 기준으로 했음.
자료: Mawdsley and White(2000, p. 279);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12).13)

13)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1기부터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원 즉 정위원과 후보위
원을 한 차례 이상씩 한 이들 1,973명의 인구통계 및 정치‧사회적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모두 1,973명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출생
연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교육 수준과 전공, 주요 경력, 당령(黨齡), 주요 근무지, 엘리
트 유형 등 정치‧사회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장환(2013), p.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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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측면에서는, 상술한 바대로 정치 엘리트 순환의 제도화와 관련되
어 판단한다. 이는 제도화가 미약할수록 정치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이데
올로기, 경험, 사회 및 계급적 관점 등이 더욱 강조되고, 따라서 객관적 지
표보다 주관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
수준이 낮을수록 체계적인 순환이 되기보다는, 권력 및 노선 투쟁 등을 통
해 이것이 진행되어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
을 때, 소련의 경우 물론 외부 관찰자의 눈에는 엘리트들의 균질성과 획일
성은 명백해 보였지만, 핵심 지도자들 내의 불신과 갈등은 존재했다. 이들
간의 권력투쟁은 종종 ‘제로 섬(zero-sum)’ 게임으로 표출되었으며, 이 게임
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따라
서 권력 상층부에서의 불안정성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
서 핵심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원동력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하부
엘리트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하부 엘리트들은 승진 등의 개인적인
이익의 확대를 위해 충성을 표시하게 되면, 이들간의 충성과 이익을 매개
로 한 후원-대리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조직체인 파벌이 형성되었고, 당내 파벌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소련 공
산당 내에 역설적이게도 여러 파벌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이 현상은 이른바 ‘공식화된 비공식주의(formalized informalism)’로
불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부정부패 등을 들
수 있다(Kullberg et al. 1998, pp. 110-111). 또 이 현상은 일당 독재체제라는
형식적 측면과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체제전환 이전 전
소련 시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즉 순환은 제도화된 합리적 기제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12차 당 대회 시기 스탈린과 트로츠키, 제16차 당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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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스탈린과 부하린, 1937~1938년의 대숙청, 흐루시초프 시기의 반 스탈
린 투쟁 등 수차례의 권력투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그 방식은 급
진적일 수밖에 없었다(Bunce 1999, pp. 112-145; Easter 2000).
또 이를 방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정치 엘리트 순환의 공식적
장치인 공산당 대회가 매우 불규칙하게 개최된 것을 들 수 있다. [표 3]은
이 시기 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의 개최 시기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의 경우 1년에 2회부터 최장 11년까지 매우
불규칙적으로 공산당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측면에서 중국 역시 소련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주요 결정은 공식 기제보다는
비공식 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마오쩌둥이라는 카리스마형 지도자
와 공산당 규약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정치 파벌에 의해 주도되었다. 실제
표 3. 소련(1917~90)과 중국(1949~77)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 시기 간격 변화

소련

중국

간격

회차

간격

회차

1년에 2회

8, 9, 10, 11

4년

10, 11

1년

7, 12, 13, 14, 15

7년

9

2년

16, 17, 22

11년

8

3년

21

-

-

4년

20

-

-

5년

18, 23

-

-

11년

19

-

-

자료: 레오날드 샤피로(1982), pp. 590-591; Mawdsley and White(2000), p. 175, p. 207);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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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치 파벌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그 동기와 동학
은 일부 변화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마
오쩌둥은 이들 파벌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주장
환 2012, pp. 30~33). 따라서 정치 엘리트의 순환 역시 파벌간의 노선 투쟁
을 겸비한 권력투쟁을 통해 진행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4년의
‘가오(高)-라오(饒)’ 사건, 1957년 반우파 투쟁, 1959년의 펑더화이(彭德壞)
의 숙청, 1966년 문화대혁명 초기 반주자파 숙청, 1972년 린뱌오(林彪) 사
건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시기 중국 공산당 주요 정치 엘리트의 순환은 대
부분 이런 정치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의 숙청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寇健文 2010, pp. 101-104). 또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중국
정치는 매우 미약한 제도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정치 엘리트 순환의
공식적‧제도적 기제인 당 대회가 4, 7, 11년 등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개최
되었다. 따라서 순환의 방식의 측면에서 이 시기 중국 정치 엘리트는 매우
급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체제전환 이전 시기 중국과 소련의 정치 엘리트는 우선 통
합의 측면에서 지도 사상과 조직 제도적 차원에서 그 통합력이 매우 높았
다고 할 수 있다. 또 분화의 측면에서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유
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순환의 범위는, 물론 이는 이후 시기
와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
으며, 결정적으로 그 제도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그 방식은 매우 급진
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시기 양국 정치체제가 비록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여러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
고 특유의 당-국가 체제가 파괴되지 않고 작동했다는 점은 비대의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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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양국의 이 시기 벌어진 권력투쟁은 철저하게 체제 내적이었고 정치 엘
리트 구조 내에서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Barylski 1999, pp. 210-212;
寇健文 2010, pp. 21-25). 따라서 물론 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 변화
의 시기와 구체적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약간씩 다른 견해도 존재하지만,14)
양국 정치 엘리트가 이 시기, 즉 체제전환기 이전에는 그 주도 유형이 이념
지향형임과 동시에 대체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는 [그림 1]에
서 이념 지향의 대체형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체제전환 이전 소련과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통합 정도/순환의 범위
강함/넓음

약함/좁음

넓음/점진
분화 정도/
순환의 방식

동의/고전형
(안정적 대의체제)

분절/재생산형
(불안정적 대의체제)

이념 지향/대체형
(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된/준대체형
(불안정적 비대의체제)

좁음/급진

14) 일례로,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엘리트 내부가 상당히 분화되어 다
원주의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 소련의 경우에도 물론 그 질적인 변화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이지만, 이미 1980년대의 정치 엘리트는 그 통합과 분화의 수
준에서 이념 지향적 유형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 약화되고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Goldstein(1991); Lane and Ross(1999), pp.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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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체제전환 이후 러시와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분절/재생산형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는 그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이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이를 위해서
양국 체제전환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국 체제전환의
성격의 상이함은 정치 엘리트라는 행위자에 영향을 주는 구조의 상이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각국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 정치 엘리
트와 제도 등이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양국의
체제전환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정치 엘리트 유형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1.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의 특성
이 양국의 체제전환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
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귀결점은 결국 체제전환의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
다. 이른바 소련은 ‘충격요법(shock therapy)’식 급진적 개혁을, 중국은 ‘실
험 후 확산’이라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채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체제전환의 초
기 조건의 차이를 드는 논자들이 있다. 즉 중국이 소련에 비해 국유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농업 비중이 높았으며, 지방자치 전통이 여전히
유지되었고, 다수의 과잉 노동력이 존재했다는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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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체제전환의 방식의 도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초기조건과 관련하여, 소련은 당-국가 체제가 1980
년대 본격화된 개혁 실패의 주요 근원으로 인식된 반면, 중국은 사회를 대
혼란에 빠트린 문화대혁명 시기로부터의 탈출이 급선무였으므로 오히려
당-국가 체제의 재건이 급선무였던 상황도 결정적인 차이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이 정치와 경제 체제를 모두 포함하는 전면적 개혁을 진행한
반면, 중국은 경제 체제만의 부분적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樊
綱 1996; Nolan 1995).
그러나 이 두 국가는, 본 연구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
는, 체제전환의 정치 동학의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점은
체제전환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과정이며,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과 타
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중국의 체제전환은 정
치적으로 마오쩌둥과 사인방 등 당내 급진파를 배척하기 위해 당내 온건파
와 군부 등 여러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정점에 덩샤오핑(鄧
小平)이 존재했다. 그는 군부 출신임과 동시에 당내에서 온건적인 노선을
대변하여 왔다. 따라서 마오쩌둥 사후 당내 급진파였던 사인방의 숙청, 마
오쩌둥이 후계자였던 화궈펑(華國峰)의 실각, 개혁개방 노선의 천명과 실
시, 초기 개혁개방 노선 실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톈안먼(天安門) 사건, 개
혁개방 노선의 지속 추진을 알린 남순강화 등 체제전환의 초기 과정은 덩
샤오핑이 당내의 다른 세력들과 갈등 및 타협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15) 또 이런 중국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체제전환을
15) 이 연합 세력을 ‘반문화대혁명 연합’이라고도 부르며, 이 과정에서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안치영(20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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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1989년 톈안먼 사건은 덩
샤오핑이 당시 당내에 존재하던 급진 자유주의 세력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이후 중국은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한에서 경제체제 개혁
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선 경제발전, 후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위주의적인, 즉 보수적인 성격을 확고히 했
다.16) 또 그 이후의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등 최고 지도자의
집권 시기에도 이런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즉 보다 구체적
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 뒤에 정치개혁을 염두에 두는 대해서는 대기
론과 단계론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현 당-국가 체제의 변화는 완
강히 부정하고 있다(주장환‧유은하 2010).
반면 소련의 상황은 중국과 다소 달랐다. 이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련 체제전환의 제1단계는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진행된 개혁은 당시 소련 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지방으로의 권력 하방을 확대하고 기업 자주
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계획체제는 유지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
러한 경제 부문에 국한된 그리고 점진적 수준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소련 경제의 실제 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했고, 인민들이 실
제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초기 개혁의 실패의 여러 원인 중 당시의 기
득권층이던 당-국가 체제의 간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구체제의 관료적 타성
과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종류의 개혁 특히 자신들이 관할하던
기업의 지방분권화에 저항했다(邢廣程 1998, pp. 12-18). 물론 고르바초프는

16) ‘신권위주의’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진영(2008), pp. 466~48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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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당-국가 체제의 핵심 원칙이던 공산당의 권력독점권한의 삭제와 대
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수정하고, 1991년에는 소련의 해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정치체제의
개혁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제2단계 체제전환 시
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옐친의 부상과 함께 이 시기는 시작되었다. 그가 급진개혁 세력
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체제 내 개혁의 실패에 힘입
은 바 크다. 즉 옐친은 중국과 같이 공산당 내에서 그 연합 세력을 찾기보
다는 의회 내에 구성된 급진개혁파 의원들과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고, 자
유주의적 성향의 정치 엘리트들을 대거 충원했다.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급진개혁파 그룹은 경제와 정치 분야 모두에 대한 체제전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1992년 경제 분야에서의 이른바 충격요법식 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그
러나 1993년에는 의회를 상/하원으로 나누고, 이른바 ‘대통령-의회주의’라
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당-국가 체제와는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
었다. 또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의회 해산권과 총리
인선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는 이른바 ‘초대통령제(all-powerful presidency)
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유세희 2005, pp. 84~87). 결국 고르바초프의 공산
당 내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실패 그리고 옐친의 공산당 외부 세력과
의 개혁 연합의 결성으로 소련의 체제전환은 진행되었고, 그 과정은 따라
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 계획경제는 시장경제
로, 공산당 일당독재는 다당제로 정치‧경제적으로 소련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러시아가 되었다. 옐친 이후의 푸틴 집권기에도 물론 체제의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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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성격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체제적 차원의 근본적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런 체제전환의 과정은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 우선 중국의 경우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공
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도 중국 공산당
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은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기능해 왔다. 일부 정치 개
혁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여전히 불가침의 신성한 영역
으로 인정받고 있다.17) 즉 여전히 대의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그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정치 분야에서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특정 정당이 우위에 있기는 하지
만 다당제에 기반을 둔 양원제와 대통령제가 이를 대체했다. 즉 형식적으
로는 대의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 엘
리트는 최소한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이들로 봐야 할 것이다.18) 이는 구체적인 정치 엘리트의 범위를 확정하
는 것이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러시아의 경우 세부 범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범
위를 설정하고, 중국은 체제전환 이전 시기와 같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구
성원들을 대상으로 양국의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다.

17)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정남(2012), pp. 23~26을 참고.
18) 최근의 한 연구에서 따르면, 러시아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는 더 광범위하
여 공산당 지도자, 의회 의원, 정부 관료, 유명 학자, 전문가, 기자, 유력 기업가, 언론인, 군
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Lane(2011), pp.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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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우선, 상술한 바대로 이 두 국가의 체제전환 이전 정치 엘리트의 초기 유
형은 이념 지향형/대체형이다. 체제전환에 따라 이 두 국가의 정치 엘리트
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을까? 첫째, 통합의 수준이다. 우선 지도이념과 사
상 수량의 측면에서, 중국은 일견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
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치 엘리트의 지도 이념과 사상은 증가해 왔
다. 즉 체제전환 이전 시기에 2개였던 지도사상이 이후 시기에는 1997년,
2002년, 2012년에 3, 4, 5개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
상, 이전 시기 지도자의 사상이나 행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삽입하고 보충한다는 점이 있지만, 중국 정치 엘리트의 행동
의 지침인 지도사상의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들 내부의 통합의 결속도

표 4. 중국 공산당 지도사상의 변화

지도사상의 명칭

수량

채택 일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2

1945.06.11.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

1997.09.18.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사상

4

2002.11.14.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사상, 과학적 발전관

5

2012.11.14

자료: “中國共産黨章程(中國共產黨第七次全國代表大會一九四五年六月十一日通過)”; “中國共
產黨章程(中國共産黨第十五車，1997年 9月 18日通過)”; “中國共產黨章程(中國共產黨第
十六次全國代表大會部分修改，2002年 11月 14日通過)”; “中國共產黨章程(十八大部分修
改 2012年11月14日通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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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도사상 들 중에는 서로 그 문제
의식과 출발점이 상이한 것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크스-레닌주
의 및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2002년에 삽입된 3개 대표 이론이다. 전자
가 사영 기업가 등에 철저히 배제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후자는 선진 생산
력 발전의 요구를 중국 공산당이 대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후 사영 기업가의 입당이 허용되었다(Li 2008, p. 112).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사실상의 지도이념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 이는 이 시기 다당제의
도입과 ‘권력당’의 교체로 인해 하나의 사상이 지도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권력당, 즉
‘러시아의 선택’과 ‘우리집 러시아’ 같은 경우에 선거 직후 급속히 영향력
을 상실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집권당조차도 사실상 조직 및 이
념적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유진숙 2007, p. 212). 또
200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정치이념은 사회
주의, 사민주의, 토지균분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등 모두 일곱가지 인 것
으로 밝혀졌다(Lane 2011, pp. 173-174).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 모
두 체제전환 이후 정치 엘리트가 신봉하는 지도사상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차원에서의 통합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그 통합 정도가 약
화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전 시기에 유일한 집권당이었
던 공산당은 이미 야당의 위치로 전락했다. 또 이 밖에 2005년을 기준으로
우파 자유주의 세력과 자파 권위주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그동안
각각 야블로크, 우파연합, 러시아 공화당 등과 민족부활-민중의 의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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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정당, 러시아 사회통일당, 조국 등의 정당으로 존재했다. 이는 러시
아 정치 엘리트의 조직적 차원의 통합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진숙 2007, pp. 214~216). 또 1998년과 2000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 즉 두마와 상원 즉 연방의회, 연방정부, 국유 기업
가, 사영 기업가 등 러시아 사회의 주요 엘리트들의 상호 불신임률이 67과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en 2003, pp. 37-38). 엘리트 집단 내의
통합 정도가 실제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중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체제전환 이후에도 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표 5. 체제전환 이전과 이후 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규모 비교

시기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회기(연도)

규모(명)

8(1956)

170

9(1969)

279

10(1973)

319

11(1977)

333

12(1982)

338

13(1987

275

14(1992)

317

15(1997)

344

16(2002)

356

17(2007)

371

18(2012)

376

평균(명)

275

340

자료: 中國共產黨曆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
의 관련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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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의 크기
를 측정의 잣대로 활용한다.19) 즉 핵심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
인 혹은 그룹에 도달할 수 있는 채널과 관계망의 크기를 통해 통합의 수준
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정치에서는 공산당 중앙위원
회의 규모의 변화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표 5]는 체제전환 이
전과 이후 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
르면, 이후가 이전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자가 후자보다 상호작
용이 가능한 규모가 작어서 통합의 수준에서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통합의 수준은 양국 모두 체제전환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낮
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시적인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특히 지도사상
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통합 정도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도사상간의 유사성과 경쟁 정당의 수
량 등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화의 수준이다. 분화는 분석틀 부분에서 상술한 대로, 정치
엘리트 그룹의 사회적 동질성, 조직적 분화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지느냐 하는 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 부분 역시 각국의 체제전환의 상
이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서로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특히 전
체적으로 엘리트 집단 내의 분화가 심해졌다고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치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이
전에는 소련 공산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와 당-국가 체제였던 반면, 이후
에는 양원제를 기초로 한 다당제 그리고 초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이런 배경
19) 이러한 시도는 기존 중국 정치 엘리트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Joo(2012), pp. 259-26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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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앞서 언급한 세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정치 엘리트 그룹의 사회적 동질성과 조직적 분화 수준은 매우 낮아졌
다고 할 수 있다. 의회 엘리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물론 1993년부터 1999
년까지의 권력당과 공산당과의 양극 구도, 그리고 그 이후 형성되어 2007년
선거를 통해 전면화된 패권적 구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2005
년 정당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해도 모두 46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정당 정
치구조를 가졌다(코리아컨센서스 유라시아 연구회 2011, pp. 134~136). 즉
정당의 기본 목적이 정치참여와 정권장악이라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들 엘
리트 집단 내의 사회적 동질성은 극히 낮고 조직적 분화 정도는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또 이른바 각 세부 시기 러시아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해온 ‘통치
(ruling)’ 엘리트 집단을 살펴봐도 이들간의 동질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크다
고 판단된다. 즉 옐친 집권 시기의 ‘올리가르히(Oligarchy)’, 푸틴 집권 시기
의 ‘실로비키(Siloviki)’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는 1990년대 초반 국영기업
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권을 확보하였던 금융 산
업가 집단(FIG: Financial Industrial Group) 혹은 러시아판 신흥 재벌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정여천, 김석환 2004, p. 150). 특히 이들은 옐친 대통
령에 의해 추진된 국가 경제체제의 대대적인 개편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후자는 ‘힘 있는 사람’ 혹은 ‘제복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군, 경찰, 내무부, KGB 등 무력 및 안보 부서 출
신의 러시아 권력 엘리트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Renz 2006, p.
903). 특히 실로비키 집단은 푸틴 정권 출범 이후 러시아 권력 엘리트 집단
의 핵심 세력으로 급부상함과 동시에, 푸틴의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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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명 ‘푸틴 사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들 두 시기
의 통지 엘리트의 사회적 동질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즉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이 측면은 흥미롭게도 체제전환
직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초기, 즉 옐친의 집권 시기에 정치 엘리트 집단 내의 갈등과 불화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 1991년 쿠데타를 비롯해, 1993년의 의회 해산 등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이는 그만큼 권력 장악의 의지가 강하고 집단 내의 이념적‧조직
적 갈등 정도가 심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정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1993
년의 헌법 수정 이후 러시아는 행정부 중심의 권력체제의 특성을 형성 및
안착화시켜 가면서 차츰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성은 일정하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푸틴 집권기에는 그 상황이 심각해졌다. 푸틴 집권 시기
진행된 일련의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부 의존성은 심화되었으며, 일례
로 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 권위주의 세력은 이 시기 행정 권력의
직‧간접적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White 2008, pp. 67-75; 유
진숙 2009, pp. 168~170). 그러나 체제전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독립성 차원
에서 이후 시기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
중국의 경우 분화의 세 측면 중 조직적 분화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상술한 체제전환의 특성으로 인해 이전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 집단 내의 동질성 부분은 다소 변화가 진행되었다.
먼저, 정치 엘리트 집단 즉 공산당에 그동안 진입이 금지되었던 사영 기업
가 집단이 출현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의 약 34%의 당원이
사영기업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 500대 부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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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공산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Li 2007, p. 113).
또 중국 정치 엘리트 집단 내부의 민족, 선택 전공, 주요 경력, 출신 지역
등 측면에서의 이질성이 체제전환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이질성에 대한 측정은 Peter M. Blau의 그것을 사
용한다. 그의 이질성 지표는 만약 사회 하부구조에 침투하는 관계가 다양
하다면 그만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용이
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20) [표 6]은
그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출신 민족과 지역, 주요 경력과 선
택 전공의 측면에서 모두 체제전환 이전보다 이후 시기가 수치가 높게 나
왔다. 이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
게 봤을 때, 중국 정치 엘리트는 조직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이질성이 높아졌으므,
로, 전반적으로 역시 분화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이다. 이 부분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범위와 방식의 측
면에서 살펴본다. 체제전환 이후의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범위는
다당제와 대의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초대통령제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제도 설계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소
련 시기의 역사적 유산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Gill 1998; Shlapentokh et al. 1999). 실제로 옐친 집권기 핵심적인 정치 엘
리트의 출신 배경은 여전히 고르바초프 시기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에 존재

20) Blau(1997). 참고로 그 구체적인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χ2i / (∑χ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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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체제전환 이전과 이후 시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분야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주요 경력, 선택 전공) 이질성 수치 비교

시기

체제전환
이전

체제전환
이후

회기
(연도)

민족

지역

경력

전공

8(1956)

0.131

0.8231

0.74

0.34

9(1969)

0.1323

0.8435

0.72

0.36

10(1973)

0.1388

0.8743

0.79

0.41

11(1977)

0.159

0.8993

0.78

0.41

이 시기 평균

0.1403

0.8601

0.76

0.38

12(1982)

0.1704

0.9233

0.84

0.48

13(1987)

0.1864

0.9251

0.85

0.49

14(1992)

0.2025

0.9341

0.84

0.53

15(1997)

0.2046

0.9492

0.83

0.54

16(2002)

0.1864

0.9501

0.84

0.55

17(2007)

0.1998

0.9569

0.88

0.57

18(2012)

0.2052

0.9529

0.83

0.56

이 시기 평균

0.1936

0.9417

0.84

0.53

자료: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12)의 내용을 필자가 계산.

했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1993년의 핵심 정치 엘리트 중 새롭게 충
원된 이들은 16%에 불과했다. 이들의 57%는 체제전환 이전 과거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 또 경제 분야의 엘리트의 경우 약 70%가 1993년
을 기준으로 체제전환 이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Remington 1997, pp. 112-113). 그 이후의 1998년까지의 옐친 집권기와 푸
틴의 1기 집권기, 즉 2008년까지의 시기에도 각각 올리가르히와 실로비키
라는 특정 정치 그룹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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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5년을 기준으로 실
로비키는 약 6,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중앙정부의 34%, 의회의 18% 등 전
체적으로 주요 정치 엘리트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정국을 주도했
다(Kryshtanovskaya and White 2005, pp. 1071-1072). 이런 예들은,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범위의 광범위함과 다양함 등으로 인해 체제전환 이전 시기
와 대조에 의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제전환 이후에도
정치 엘리트 순환의 범위가, 특히 핵심 정치 엘리트 집단에 있어서 급격하
게 확대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중국의 상황은 러시아와는 달리 직접적인 통시 비교가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표 7]의 내용을 [표 2]와 비교했을 때, 체제전환 이전에는 그
평균이 55.1%였지만 이후에는 53.2%를 기록했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전보
다 이후가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범위의 측면에서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체제전환 이후 시기 중국 정치 엘리트 순환율 변화

시기(년)

순환율(%)

1982

58.9

1987

45.7

1992

44.4

1997

56.8

2002

54.3

2007

54.9

2012

57.1

평균(%)

53.2

자료: Li and White(2003), p. 560; 중국 정치 엘리트 데이터베이스(1921~2012)의 내용을 필자
가 계산 및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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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의 다른 한 주요 요소인 방식의 측면이다. 이 측면에서는 우선 체제
전환 이전 시기와의 직접적인 통시 비교를 위해 주요 정치 일정의 규칙성을
살펴본다. 러시아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중국의 경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예로 든다. 먼저 중국은 [표 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체
제전환 이후인 1982년부터 매 5년간 규칙적으로 2012년까지 공산당 전국대
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불규칙하게 진행
되었던 체제전환 이전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 러시아의 상황은 [표 8]과 같다. 이에 따르면, 체제전환의 초기를 제
외하면 대부분의 시기에서 최근까지 규칙적으로 대통령과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3]과 비교하면,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규칙
적으로 주요 정치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들은 양국의 체
제전환 이후 정치 엘리트 순환의 방식이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제도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8. 체제전환 이후 시기 러시아의 주요 정치일정(대통령과 하원의원 선거) 간격 변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의회(하원) 선거

개최 시기

간격

개최 시기

간격

1991

-

1993

-

1996

5

1995

2

2000

4

1999

4

2004

4

2003

4

2008

4

2007

4

2012

4

2011

4

자료: Steen and Gel’man(2003), pp. 109-111; 이영형(2012),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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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격적으로 이 시기 양국 정치 엘리트
순환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한다. 중국의 경우 엘리트 정치의 모델에 대한 논
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 엘리트 정치를 개괄하는 주
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즉 ‘승자독식(winner-takes-all)’, ‘편승(bandwagon)’,
‘권력균형(balance-of-power)’, ‘권력균형 잡기(power balancing)’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Goldstein 1991; Tsou 2002; Bo 2007). 보다 더 주목할 점은 체제
전환기 즉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시기와 관련 된 모델들이다. 주되게 ‘권
력균형’과 ‘권력균형 잡기’ 등이다. 이 두 모델들은 모두 이전 시기에 비해
이 시기의 중국 엘리트 정치는 근본적으로 제도화가 제고되었다고 전제한
다.21) 또 이 모델들은 제도화를 권위적 지위가 정치적 정확함에 의해, 그리
고 이념적 권위가 전문가적 권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정치체계에서 공식적 제도가 비공식적 네트워크보
다 더욱 중요해지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동시에 엘리트의 순환을 비롯한
전체 엘리트 정치의 과정이 더욱 제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1992년 덩샤오핑의 공식적인 정계은퇴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여전히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 제도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정치 전반의 제도화는 중국 정치과정에서 각각
의 공식적인 직위(position)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들의 공식 직위의 이동은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다른 부문
에서의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 직위간의 기능적 분화 정도도 제고되었
21) 이하 외에도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집권기인 1978~2012년 시기의 제도화의 구
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장환 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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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각 정치 주체들간의 권력의 균형 잡기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하
고 있다. 따라서 공식 직위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개
인보다는 제도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해졌다(Bo 2004~08, pp. 5-7, p. 427).
한편 이런 제도화의 진전은 최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
회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번에 나타난 제도화 진전의 구체적인 증거로
는, 먼저 지속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당내 민주화의 대표적 제도적 장치인
‘민주추천(民主推薦)’이 제17기에 이어 이번 제18기 중앙위원회 준비과정
에서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시 중앙위원과 원로 유
력 정치인 그리고 기타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서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추천권을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다(Huang
2012). 따라서 당 원로나 소수의 유력 정치 지도자들의 밀실 협상이 아니
라, 제한적이지만 선출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2002년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로의 권력 승계에 이어, 후진
타오에서 시진핑(習近平)으로의 최고권력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는 점은 중국 엘리트 정치순환의 방식에 제도화 진전의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제도화의 진전으로 인해 체제전환 이
후 시기 중국 정치 엘리트 순환의 방식은 평화적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黃信豪 2012; Joo 2013). 물론 이런 흐름을 소시기적으
로 세분화했을 때 다소 부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진
행된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정치 엘리트 순환과 관련된 제도화의 수준에 대
해서는, ‘공식(formal)’ 보다 ‘비공식(informal)’ 한 측면이 더 활발하게 작동
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Fewsmith 2013; Alice 2013). 그러나 이마저도 전반적으로 체제전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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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비교했을 때 그 제도화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정치 엘리트 순환 방식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경우 대의
(선거)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으로는 체제전환
이전과, 그리고 공시적으로는 중국의 경우보다 공식적 차원의 제도화 수준
은 더 높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옐친 집권기에 엘리트 정치
의 공식적 부문보다 비공식적 부문, 즉 파벌 정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주장
이 있다(배정한 2002). 그러나 비공식 부문이 존재 내지 활발하다는 것이
곧바로 제도화 수준의 하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제도의 수준을 공
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까지도 포함시킬 경우, 핵심적 문제는 엘리트
순환과 관련되어서 경쟁과 타협의 게임의 법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가라
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제도화의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파벌 정치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존재했고, 그 활성화 정도와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
다(寇健文 2010, pp. 26-31). 또 옐친 집권 시기에 파벌 정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이후 푸틴 집권 시기보다 엘리트 순환의 방식과 관련된 주요 요
소인 선거의 자유경쟁의 요소가 더 많이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Orttung
2010). 그야말로 ‘비공식 제도화’인 것이다(배정한 2002).
또 푸틴 집권 시기 권력이 제도화되기보다 제도가 권력화되었다는 주장
이 있다. 즉 상호 견제와 경쟁 그리고 타협 등에 관한 규칙의 세밀화와 안
착화를 통한 권력의 제도화 수준은 미흡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이 입법부의
법률과 거의 대응한 효과를 가지는 수준으로 제도의 권력화가 심화되었다
는 것이다. 또 이런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임도빈, 변원갑 2008).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정치 엘리트 순환의
방식이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평화적이지 않고 급진적으로, 즉 제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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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표 9]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선거절차와 민주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국제적 평가가 하락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절차와 관련해서는 매년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체제전환 이후 시기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순
환의 방식은 제도화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했
다고 할 수 있다.

표 9. 푸틴 집권 시기 러시아 행정/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

분야/
시기(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선거절차

4.25

4.50

4.75

5.50

6.00

6.25

6.50

민주적
거버넌스

-

-

-

-

5.75

6.00

6.00

자료: World Bank Group(2010).

정리하면, 체제전환 이후 시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는 우선 통
합의 측면에서 지도사상과 조직 제도적 차원에서 그 통합력이 약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또 분화의 측면에서 정치 엘리트 그룹의 사회적 동질성, 조
직적 분화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등의 영역에서 그 정도는 상대적으
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환의 범위는, 중국의 경우는 정
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보다 작았고,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소 상이하게 커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순환의 방식의 측면에서 제도화의 진전으로 인해 양국 모두 이전 시기에
비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체제

5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전환 이후 시기 대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형식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도입과는 달리, 내용적 차원에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특히 푸틴 집권 시
기에는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코리아컨센서
스 유라시아 연구회 2011, p. 121). 따라서 상술한 분석틀에서 소개한 불안
정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의 경우 비록 대의체계는 도
입하지 않았지만, 상당 수준의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분화된/준대체형 엘리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시기 이 양국의 정치 엘리트 유형은 모두 분절된/재생산형 엘리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그림 1]에 적용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통합 정도/순환의 범위
강함/넓음

약함/좁음

넓음/점진
동의/고전형
(안정적 대의체제)

분절/재생산형
(불안정적 대의체제)

이념 지향/대체형
(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된/준대체형
(불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 정도/
순환의 방식

좁음/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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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연구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동일한 체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전환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통합/분화/순환에 따른 정치 엘리트 유형 분석틀을 활용하여, 체제전환
의 종속변수인 양국 정치 엘리트 전환을 중국의 경우 2012년 제18차 공
산당 전국대표대회,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1기 집권기인 2008년 이전까지
를 비교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
하고, 양국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엘리트 유형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양국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의 학술적 전제를 마련하고
자 했다.
연구 결과, 양국 정치 엘리트의 체제전환 이전, 즉 초기 유형은 이념지향
/대체형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 정치 엘리트 모두 높은 통합 수준과
좁은 분화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순환의 범위는 좁았으며, 그 방식은 급
진적인 유형에 속했다. 한편 양국이 각각 1978년과 1991년 체제전환을 시
작한 이후 분절형/재생산형의 정치 엘리트 유형으로 변화했다. 즉 상대적으
로 통합의 정도는 약해졌고, 분화의 정도는 강해졌으며, 순환의 범위는 러
시아의 경우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중국의 경우 축소되었으며, 그 방식
은 점진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를 [그림 1]의 분석틀에 적용하면 [그
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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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체전전환 이전과 이후 중국과 러시아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
통합 정도/순환의 범위
강함/넓음

약함/좁음

넓음/점진
동의/고전형
(안정적 대의체제)

분절/재생산형
(불안정적 대의체제)

이념 지향/대체형
(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된/준대체형
(불안정적 비대의체제)

분화 정도/
순환의 방식

좁음/급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체제전환의 특성이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전환의 결
과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개별 국가의 통시적인 비교는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없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공시적인 비교, 즉 체제전환 이후
양국 정치 엘리트간의 통시적인 비교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상술했다
시피, 양국 체제전환의 가장 큰 차이는 정치체제 전환 여부이다. 주지하다
시피, 러시아는 정치체제 전환을 동반했으나, 중국은 동반하지 않았다. 이
런 측면에서 우선 중국에 대한 분석은 동일 정치체제하에서의 변화를 살펴
보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동일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논란의 소
지가 적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변화, 즉 비대의체제에서 대의체제로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동반한 러시아가 왜 중국과 같은 흐름의 정치 엘리트의
전환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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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물론 보다 상세한 분석은 향후 추가로 요구되지만, 러시
아 체제 및 그 전환 과정에서의 특성은 하나의 실마리로서 기능한다. 체제
전환 과정이 새로운 국가권력 구조에 대한 집단 사고와 행위가 기존 지배
계급이 형성한 공식 및 비공식 측면에서의 정치구조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서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임도빈 외 2011, p.
235).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기존 정치체제, 즉
소련 시기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치
적인 측면에서 소련 시기의 유산은 중앙집권화, 법치보다는 인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기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소련 시기의 중앙집
권적 권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통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친화도
가 관료 및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당
-국가 체제에서는 경향적으로 최고지도자 혹은 핵심 지도자 그룹의 의중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를 오랫동안 경험한 러시아의 경우 세분화된
법에 대한 통치보다 강력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했
다.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당-국가 체제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소련 체제
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을 기대하기 힘
들었다. 오히려 국민들은 체제전환 이후에도 이른바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로 명명될 정도로 강력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다(Etzioni-Halevy
1993; MacFaul, Petrov and Ryabov 2004, pp. 19-21). 또 체제전환의 과정에
서 러시아의 경우, 상술했다시피 구체제 즉 노멘클라투라 체제 내에 있었
던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런 특징 역시 완전한 의미의 ‘철저한’ 체제
전환이라기 보다 불철저한 측면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
로, 공산당은 그 부침은 존재했으되, 여전히 전환 이후 정치체제에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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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정당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 정치체제 전환의 핵심적 부분인 다당제와 선거제도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의 정
당제도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속성과 정부와의 독립성 등 측면에
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유진숙 2009). 또 선거
제도의 경우에도,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모
든 후보의 선거참여 권리를 동등하지만, 선거 경쟁을 위한 자원 동원은 비
동등한 체계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이 시기 러시아 선거에서는 끊임없이
불공정 시비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Gaman-Golutvina, Oxana 2010, pp.
47-48). 심지어 이런 러시아의 사례는 선거의 도입이 민주주의의 형성과 공
고화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유력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특징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체제전환 이후
정치체제를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러시아 정치체제는 선거권위주의, 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과도관리민주주의, 의사민주주의, 관리민주주의 등
그 의미상 권위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민주주의로 불리고 있다(코리아컨센
서스 유라시아 연구회 2011, pp. 121~122).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정한 민주주의와 안정적이지만 비대의체제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분절형/재생산형 엘리트 유형에 체제전환이후 중국
과 러시아가 동시에 속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선
거권위주의 체제(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혹은 ‘패권적 권위주의 체
제(Hegemonic Authoritarian regime)’과 ‘정치적으로 폐쇄된 권위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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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ly Closed Authoritarian regime)’로 같은 권위주의로 보고 있다
(Freedom House 2007).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
치 엘리트가 전환되었다. 물론 양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체제전환의
과정에 있거나 최소한 새로운 체제로의 안착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에 과도기로서 유사한 유형으로 동시에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정치
엘리트에 대한 공시적 비교의 가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소시기적인 변
화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보다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보적으로 봤을 때, 통합, 순환 그리고 분화의 세 차원
을 측정하는 세부적인 지표와 잣대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자료, 즉 정량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우 그 체제전환에 정치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체
제 내’ 혹은 ‘불철저한’ 체제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러시아 역시 정치 부분까지 체제전환의 내용에 포함되었지만,
그 과정이 불철저할 경우 여전히 ‘불철저한’ 체제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초기 의도뿐만 아니라 특정 시
기까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초기 의도의 관철 및 실현 정도를 잣대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체제전환 이론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위의 시사점과 연동하여 향후 체제전환이 예상되고 또 가능한 국
가, 예를 들면 쿠바와 북한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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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체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체제전환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
의 정착과 공고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체제의 역사적 유산과 체제의 특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중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정치 엘리트 유
형의 변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판
단했을 때 대의체계의 도입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 공고화 그
리고 체제 안정의 필요조건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의 방향이 러시아와 중국이 유사하게 나
타남으로써 향후 양국의 발전 방향 역시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추구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체제변화라는 구조적 변수가 구체적으로
정치 엘리트의 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행위자인 정치 엘
리트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양국 발전과 변화
방향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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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푸틴 3기 행정부 조직‧인적 구성과 지도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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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2년 5월 7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 직후 푸틴은 메드베데프를 신정부
총리로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루 뒤인 5월 8일 국가두마의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른바 ‘푸틴-메드베데프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푸틴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정치 분야의 가장 큰 관심
사 중 하나는 신정부의 정책적 기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은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게재 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2013년 겨울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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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3기 정부가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기치로 ‘중앙집권화’ 기조를 유지
해왔던 푸틴 1~2기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푸틴 3기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책 방향은 2011~2012 선거주기 과정에서
발표된 선거공약이나 신정부 출범 이후 공개된 정부 공식 정책 문서들을
통해 대체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더욱 입체적인 분석
과 전망을 위해 정치과정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정치행위자의 구조와 특
성 규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라스
웰(Harold Lasswell)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로 정의
한 바 있다.1) 즉 정치의 핵심에는 ‘권력’과 그 ‘배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
다. 또한 권력의 불균등 분배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엘리트 연구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해진다. 특정 사회 또는 국가에서 누가 지배하는가
(Who rules), 누가 통치하는가(Who governs), 누가 이끌어 가는가(Who
leads)의 문제가 학술적‧현실정치적 양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권력 관계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위치하며, 국
가의 전략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 또는 그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대표하는 모스카(Gaetano Mosca),
미켈스(Robert Michels), 파레토(Vilfredo Pareto)에서부터 바크라크(Peter
Bachrach), 바라츠(Morton S. Baratz) 등의 현대적 엘리트 이론에 이르기까
지 모든 엘리트 연구는 한 사회 내의 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엘리트 집단의

1) Easton(1953), Lasswell(1958), 재인용: 서동주(201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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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와 이들 엘리트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엘리
트 이론의 중심에는 정치의 역사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즉 엘리트 지
배의 역사라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2)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국민의 정치참
여에 있어서의 평등과 보편성의 완전한 구현은 하나의 이념형(ideal model)
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정치권력이 제한된 소수
엘리트에게 위임되고 있을 뿐이다.3) 예컨대, 달(Robert A. Dahl)은 이념적
헌신과 조작 기술을 보유한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the elites)에 의해 공동체
의 핵심적 결정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다수 시민(citizens at
large)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공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는 수동
적 대중이라고 주장했다.4) 사르토리(Giovanni Sartori) 역시 민주주의 체제
를 “국민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할 정도의 권력이 아닌 지배자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규정했다.5)
이 같은 관점에서 권력 엘리트는 그동안 정치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
과학 영역의 오랜 연구주제 중 하나였다. 대체적 연구의 방향은 이들이 누
구인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는지, 이들간 통합과 결속의 정도는 어
느 정도인지, 이들이 특정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맞춰졌다.6) 또한 엘리트 연구는 권력 엘리트를 한 사회 또는 국가의 변
화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변화의 산물 즉 종속변수로
2)
3)
4)
5)
6)

Mosca(1939), p. 50; Michels(1962), p. 363; Bachrach and Baratz(1962), p. 947; 김종명(2002), p. 2.
정용주‧차재권, 임성학‧김석우(2011), p. 37.
Dahl(1961), pp. 225-227.
Sartori(1962), p. 66.
이면우(200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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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적 전략을 창출해 왔다.7) 대표적
으로, 권력 엘리트의 사회적 출신 배경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위치적 접근
법(positional method)’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
을 보유한 권력 엘리트를 구분해 내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의사결정 접근
법(decision method)’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의 구조변화를
엘리트 형성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사회구조적 접근법(social structural
method)’이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8)
러시아 사례에서도 그동안 권력 엘리트 문제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체제전환 과정의 특성, 신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본질과 발전전망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다.9)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
구들의 이론적‧경험적 성과의 토대 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 즉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 분석, 그리고 그 함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7) 주장환(2008), p. 170.
8) 고상두(2009), pp. 101~103.
9) 예컨대, 민주주의 공고화와 체제이행 문제를 엘리트 내부 갈등과 연계하여 분석한 리베라
(Rivera 2000), 겔만(Gel’man 2002),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독특한 행태를 규정하는 반서구주
의를 논의한 노비코프(Novikov 2009), 푸틴 시기 중앙-지방 관계를 엘리트적 관점에서 평가
한 고렌부르크(Gorenburg 2010), 러시아 권력기관 내 실로비키(Siloviki)의 분포 상황을 분석
한 크리슈타놉스카야와 화이트(Kryshtanovskaya and White 2005), 푸틴 시기 실로비키와 군
국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평가한 렌츠(Renz 2006)의 연구, 러시아 사회구조 변화와 엘리트 변
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셀렌니(Szelenyi and Szelenyi 1995),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정치 엘리
트의 역할 문제를 논의한 레인(Lane 1996), 체제전환기 행정‧입법 엘리트의 특성을 분석한
세메노바(Semenova 2011)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러시아 권력 엘리트와 관련
한 일련의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옐친~푸틴기 내각개편 결정요인을 논의한 서
동주(2005), 실로비키를 중심으로 푸틴 시대 엘리트 인맥을 분석한 서동주(2006), 실로비키
의 등장과정을 각각 분석한 정옥경(2005), 러시아 사회구조 변화와 러시아 엘리트 변동의 흐
름을 논의한 고상두(2009)의 연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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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논문은 위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석 전략을 취
하였다.10) 먼저, 직전 정부와의 조직 구조상 변화와 인적 구성상 차이를 중
심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조직‧인적 구성 과정 및
지도부 개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내각 내 부서들
의 편제와 각료(부총리, 장관) 인선 상황, 대통령행정실 조직 구조와 주요
지도부(행정실장, 부실장, 보좌관, 자문위원) 인선 상황,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인사이동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하고자 했다. 다
음으로, 성, 연령, 학력, 출신대학, 직업 및 주요 경력, 출신지역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함
으로써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의 특성과 정치충원(political recruitment)
구조를 규명하고자 했다.11)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푸틴 3기 행정부 내
권력구조의 존재 양태와 정책기조 방향 전망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
토록 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러시아연방 대통령 명의로 발포된 정부 구성
및 고위 관료 인선에 관한 대통령령, 러시아 연방정부와 대통령행정실 공
식 사이트에 게시된 고위 관료들의 인적 정보들을 활용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푸틴 3기 내각 및 대통령행정
실 조직‧인적 구성 과정과 현재까지의 지도부 개편 상황을 살펴보았고, 제
10) 위치적 접근법에 따른 러시아 엘리트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Steiner(1997), pp. 107-132,
Kryshtanovskaya and White(2005), pp. 1065-1075 참고.
11) 본 연구가 국내의 러시아 엘리트 연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도된 바 없는 위치적 접근법
에 의한 분석, 즉 1차 자료에 입각한 권력 엘리트의 충원 및 사회적 배경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본 연구는 추후 푸틴 3기 입법권력 엘리트, 사법
권력 엘리트 간의 비교연구나 푸틴 1~2기, 메드베데프 집권기 행정권력 엘리트와의 비교연
구로 확장‧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경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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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신정부 행정권력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제Ⅳ장
에서는 제Ⅱ~Ⅲ장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푸틴 3기 내각 및 대통령행
정실 인적 구성과 개편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논하였으며, 제Ⅴ장 결론에
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총평하였다.

Ⅱ. 푸틴 3기 행정부 조직‧인적 구성과 지도부 개편
1. 신정부 내각 조직‧인적 구성 과정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지위‧역할, 그 조직‧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토대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장과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하여’에 명시되어 있다.12) 이에 기초하여 푸틴은 2012년 5월 8일 메드베
데프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데 이어,13) 2주 후인 5월 21일 정부 조직과 각
료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14) 메드베데프를 수장으로 하는 새 내각은 총리

12)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지위‧역할, 그 조직‧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토대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
장과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하여’에 명시되어 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а 6;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т
17.12.1997 N 2-ФКЗ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ен СФ
ФС РФ 14.05.1997).
1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5.2012 N 612 “О ПРЕДСЕДАТ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4) 푸틴은 이날 연방 행정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과 장관 이상 고위 관료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을 동시에 발포했다. 본 절은 두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직 구조와 인적
구성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N 636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О НАЗНАЧЕНИ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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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제1부총리 1인, 부총리 6인, 장관 21인(21개 부) 체제로 구성되었다. 구
내각15)과 비교하여 새 내각의 구조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 2
명이던 제1부총리를 1명으로 줄이는 대신, 5명이던 부총리를 6명으로 늘렸
고, 둘째, 농업‧수산부를 농업부로, 체육‧관광‧청소년부를 체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셋째, 극동개발부와 무임소부(열린정부 관할)를 신설하고
구 보건‧사회발전부를 보건부와 노동‧사회복지부로 분할하여 기존 18부
체제를 21부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새 내각의 부총리단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슈발로프(Игорь Шу
валов)가 제1부총리직을 유지했고, 부총리로 골로데츠(Ольга Голодец), 드
보르코비치(Аркадий Дворкович), 코작(Дмитрий Козак), 로고진(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수르코프(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흘로포닌(Александр Хлопонин)이
임명되었다. 수르코프는 내각 사무총장직 겸임이 결정되었다. 7명 가운데
새로 입각한 인물은 골로데츠와 드보르코비치 2명이며, 수르코프와 로고진
은 2011년 12월 말 부분 인사개편 과정에서 내각에 들어온 인물들이다.16)
21개 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내무부, 민방위‧비상사태‧재난

15) 본 글에서 지칭하는 구 내각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제2차 푸틴 내각을 말한
다. 여기서 ‘제2차’라는 표현은 옐친 집권 2기 말 1998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제1차
푸틴 내각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16) 2011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
년간 국가두마 의장직을 맡아온 그리즐로프(Борис Грызлов)가 퇴임하고 대통령행정실장
나리시킨(Сергей Нарышкин)이 제6기 국가두마 의장에 취임함으로써 주요 인사들의 연쇄
적 자리 이동이 발생했다. 푸틴 내각의 부총리 중 이바노프(Сергей Иванов), 볼로딘(Вячес
лав Володин), 주코프(Александр Жуков)가 사임하고, 그 자리에 수르코프(Владислав Сур
ков), 로고진(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바이노(Антон Вайно)가 임명되었다. 2011년 12월 22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나리시킨의 하원의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행정실장직에 이바
노프를, 부총리로 자리를 옮긴 수르코프의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 자리에 볼로딘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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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부(이하 비상사태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이상 5개 부 장관으로는
콜로콜리체프(Владимир Колокольцев), 푸치코프(Владимир Пучков), 라브
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세르듀코프(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в), 콘노발로프(Алекс
андр Коновалов)가 임명되었다. 그 가운데 새로 입각한 인물은 콜로콜리체
프와 푸치코프 2명이다.
경제 부문 5개 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재무부 장관에 실루아노프(Антон
Силуанов)가, 경제발전부 장관에 벨로우소프(Андрей Белоусов)가, 산업‧통
상부 장관에 만투로프(Денис Мантуров)가, 에너지부 장관에 노박(Алексан
др Новак)이, 농업부 장관에 표도로프(Николай Федоров)가 각각 임명되었
다. 경제 부문의 인적 쇄신이 두드러졌는데, 쿠드린(Алексей Кудрин)을 대
신해 2011년 12월 재무장관에 임명된 실루아노프를 포함하면 경제 관련 부
서의 수장들 모두가 장관직에 새로 취임한 인물들이다.
사회정책 부문 등 나머지 11개 부서 장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노동‧사
회보장부에 토필린(Максим Топилин), 교통부 소콜로프(Максим Соколов),
체육부 무트코(Виталий Мутко), 네트워크‧매스컴부 니키포로프(Николай
Никифоров), 지역발전부 고보룬(Олег Говорун), 극동발전부 이샤예프(Вик
тор Ишаев), 자연자원‧환경부 돈스코이(Сергей Донской), 교육‧과학부 리
바노프(Дмитрий Ливанов), 문화부 메딘스키(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보건
부 스크보르초바(Вероника Скворцова), 열린정부 관계부에 아비조프(Миха
ил Абызов)이다. 이 중 2008년 5월부터 체육부 장관직을 수행해온 무트코
를 제외한 10명의 장관은 모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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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정부 대통령행정실 조직‧지도부 구성 과정
정부 각료 명단 공개 하루 뒤인 2012년 5월 22일, 푸틴은 대통령행정실
및 국가안보회의 지도부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포했다.17) 대통령행정
실 인사는 몇 단계에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5월 22일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인사결정이 공개되었고, 이튿날인 5월 23일 추가로 3명의
보좌관과 자문위원이 임명되었다.18) 이후 산하 부서 조정과 인사개편이 꾸
준히 진행된 끝에 7월 6일 대통령행정실 구성 완료가 최종 발표되었다.19)
대통령행정실 지도부 인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12월
부분 인사개편을 통해 행정실장에 취임한 이바노프의 유임이 결정되었다.
제1부실장에는 볼로딘(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과 그로모프(Алексей Громов) 2
명이 임명되었다. 볼로딘은 이바노프와 마찬가지로 2011년 말 이 직책에
임명된 후 유임된 사례이며, 그로모프는 2008년부터 부실장직을 수행해오
다 제1부실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바이노(Антон Вайно)와 페스코프
(Дмитрий Песков, 대통령 공보실장 겸직)가 부실장에 취임했다. 이 두 사
람은 모두 푸틴 내각 출신으로 각각 내각 사무총장직과 총리 공보실장직을
17) 이날 푸틴은 대통령행정실 주요 지도부 임명과 관련한 18개의 대통령령을 발포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N 669, 670, 671, 672, 690, 691, 679, 673, 674, 675, 676, 677,
678, 680, 681, 692, 693, 164.
1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3.05.2012 N 700, 701, 702.
19) 그 이후로 푸틴은 2012년 5월 25일, 6월 5일, 6월 9일 세 차례 총 19개의 대통령령을 발포하
였고, 2012년 7월 6일 대통령행정실장 이바노프가 신정부 대통령행정실 조직‧지도부 구성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본 절은 다음래에 명시된 대통령령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5.05.2012 N 725, 726, 727, 728, 72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6.2012 N 769, 770, 771, 772, 773, 77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9.06.2012 N 785,
786, 787, 789, 790, 791, 792, 793. “Кремль заверш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201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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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오다 행정실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 보좌관은 브리초바(Лариса Брычева), 골리코바(Татьяна Голиков
а), 나비울리나(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트루트네프(Юрий Трутнев), 우샤코
프(Юрий Ушаков), 추이첸코(Константин Чуйченко), 푸르센코(Андрей Фу
рсенко), 쉬콜로프(Евгений Школов), 쇼골레프(Игорь Щеголев) 이상 총 9
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대통령행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브리초바와 추
이첸코 2명이 유임 조처되었고, 나머지 7명의 보좌관은 대부분 푸틴 내각
의 전임 장관 출신으로 새로 행정실에 입성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아브라모프(Александр Абрамов), 베드리츠키(Александр Бедриц
кий), 글라지예프(Сергей Глазьев), 그리고로프(Сергей Григоров), 두빅(Се
ргей Дубик), 레비틴(Игорь Левитин), 톨스토이(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우스
티노프(Антон Устинов), 우샤코프(Сергей Ушаков), 페도토프(Михаил Фед
отов), 야코블레프(Вениамин Яковлев) 이상 11인이 대통령 자문위원에 임
명되었다. 보좌관과 비교하여 자문위원의 유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
데,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 인물은 베드리츠키, 그리고로프, 우샤코프, 페도
토프, 야코블레프 이상 5인이다. 새로 인선된 인물 중 교통부 장관 출신의
레비틴과 ‘우사디바 박물관(музей-усадьбы)’ 관장과 러시아지역박물관노동
자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푸틴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톨스토이가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회의 서기
에 FSB 국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동 직책을 수행해왔던 파트루셰프(Нико
лай Патрушев)가 유임되었고, 푸틴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을 맡았던 누르갈
리예프(Рашид Нургалиев)가 부서기로 선임되었다.
대통령행정실 직원 규모는 기존보다 200명 정도가 늘어나 총 3,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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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행정실 내에 총 22개 ‘국(управление)’과 그 산하
에 총 143개 ‘부(департмент)’가 구성되었다.

3. 신정부 내각과 대통령행정실 지도부 개편
푸틴 3기 행정부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완료 이후 현재(2013년 11월)까지
총 8차례의 인사 개편이 발생했다. 첫 번째로, 2012년 10월 17일 푸틴 대통령
은 고보룬 지역개발부 장관을 해임하고, 슬류냐예프(Игорь Слюняев)를 신임
장관에 임명했다.20) 고보룬은 푸틴이 2012년 9월 각료회의에서 취임 직후
공포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주요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견책 처분을 당한 3명의 장관 중 한 명
이었다. 그는 내각 부총리급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하위 장관에게 책임
을 묻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급기야 크레믈린이 만류하고
나섰음에도 고보룬이 뜻을 꺾지 않자 푸틴은 10월 중순 그를 공식 해임하고,
코스트로마 주 주지사 출신의 슬류냐예프를 신임 장관으로 인선했다.
두 번째로, 2012년 11월 6일 푸틴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리 사건에 연
루된 것으로 알려진 세르듀코프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쇼이
구(Сергей Шойгу) 모스크바 주지사를 임명했다.21) 당시 러시아에서는 국
2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10.2012 N 1411 “О ГОВОРУНЕ О.М.”;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10.2012 N 1412 “О МИНИСТР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2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4 “О СЕРДЮКОВЕ А.Э.”;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5 “О ДОСРОЧ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ГУБЕРНА
ТОР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6 “О МИН
ИСТРЕ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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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산하 기업 오보론세르비스(Оборонсервис)의 부정거래 추문이 공개됨
으로써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특히 다수의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
된 해당 부정‧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액이 약 3억 루블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인사 조처는 국방부 내 대규모
부정부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 세르듀코프를 장관직에서
경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 2013년 1월 28일 마고메도프(Магомедсалам Магомедов)가
신임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에 임명됐다.22) 2010년 2월부터 다게스탄 공화
국을 이끌어온 마고메도프는 이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민족정책와 북카
프카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의
부실장 임명으로 대통령행정실은 기존 2인 부실장(바이노와 페스코프) 체
제에서 3인 체제로 확대‧개편되었다. 푸틴은 마고메도프의 해임으로 공석
이 된 다게스탄 공화국 대통령직에 압둘라티포프(Рамазан Абдулатипов)
러시아연방 하원의원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이는 무엇보다 최대 현
안으로 부상한 무슬림 반군들의 다게스탄 공화국 등 북카프카스 지역에
서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극적 대응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2013년 5월 8일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 겸 내각 사무총장 수
르코프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프리호디코(Сергей Приходько)를 임명했

2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8.01.2013 N 42 “О ДОСРОЧ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8.01.2013 N 43
“О ЗАМЕСТИТЕЛЕ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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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수르코프의 해임은 매우 뜻밖의 사건이었다. 푸틴 체제의 이념적 기초
를 입안한 인물로 평가되었던 수르코프는 대선 공약 이행과제가 제대로 실
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푸틴의 내각 장관들에 대한 비판 이후 사의를 표명했
다. 특히 수르코프의 경질은 그가 주도해온 ‘스콜코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
업 비리 조사를 둘러싼 엘리트간 세력다툼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수르코프를 공식 해임하고, 약 2주 후인 5월 22일 내
각 제1사무부총장 프리호디코를 신임 부총리 및 내각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다섯 번째로, 2013년 6월 24일 대통령 보좌관(경제정책 담당) 나비울리
나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로 영전함에 따라, 경제발전부 장관 벨로우소프
가 신임 대통령 보좌관에 임명되었고, 공석이 된 경제발전부 장관직에 울
류카예프(Алексей Улюкаев)가 임명되었다.24) 메드베데프 집권기 제2차 푸
틴 내각에서 경제발전부 장관직을 수행했다가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대
통령행정실로 자리를 옮겼던 나비울리나는 이그나티예프(Сергей Игнатье
в)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3기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총재에 임명되
었다. 더불어 경제발전부 차관을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던 벨로우소프는 1
년 1개월 만에 대통령행정실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 보좌관으로 발탁되었
다. 신임 장관에 임명된 울류카예프는 2004년 4월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부

2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5.2013 N 480 “О СУРКОВЕ В.Ю.”;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05.2013 N 505 “О ЗАМЕСТИТЕЛ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
Й ФЕДЕРАЦИИ-РУКОВОДИТЕЛЕ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0 “О НАБИУЛЛИНОЙ Э.С.”;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1 “О ПОМОЩНИ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2 “О МИНИСТР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
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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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직을 수행해왔던 인물로 해당 인사를 통해 내각에 진출했다.
여섯 번째로, 2013년 8월 31일 푸틴은 극동개발부 장관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이샤예프를 전격 해임했다. 더불어 부총리를 한 명 늘리
는 행정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포함으로써 기존 6인 부총리 체제(제
1부총리 제외)를 7인 체제로 확대‧개편하고 신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 트루트녜프(Юрий Трутнев)를 임명했다.25) 이샤예프의
경질은 극동개발계획 실현에서의 부진과 극동 지역을 휩쓴 대규모 홍수 사
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 신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
구 대통령 전권대표 트루트녜프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천연자원부 장
관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대통령 보좌관직을 수행해온 인물이다.
일곱 번째로, 2013년 9월 20일 대통령 보좌관 골리코바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수르코프가 임명됐다.26) 푸틴은 골리코바를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러시아연방 회계원 원장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같
은 해 5월 부총리직에서 해임된 수르코프를 대통령행정실로 다시 불러들였
다. 실제로 푸틴은 2012년 12월 발표한 연방의회 연례교서를 통해 국가운
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러시아연방 회계원의
역할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새로이 대통령 보좌관에 임명된 수르코프는
2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1 “ОБ ИШАЕВЕ В.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0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1 МАЯ 2012 Г. N 636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2 “О ЗАМЕСТИТЕЛ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ПОЛНОМОЧ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2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09.2013 N 723 “О ГОЛИКОВОЙ Т.А.”;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09.2013 N 724 “О ПОМОЩНИ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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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코바가 담당했던 아브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문제를 비롯한 카프카스 문
제를 관할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로, 이샤예프 해임 이후 공석으로 남겨져 있던 극동개발부 장
관에 갈루시카(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가 임명되었다.27) 기업인 출신인 갈루
시카는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인물로 그의 장관 임명은 상당한 파격으
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는 극동사회경제발전 국가위원회와 전러시아국
민전선(ОНФ) 활동을 통해 푸틴의 신임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
본장의 분석대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장관의 내각 고위관료 30명
과 행정실장, 제1부실장, 부실장, 보좌관, 자문위원, 전권대표의 대통령행정
실 고위관료 38명으로 한정했다. 다만, 부총리 트루트네프와 흘로포닌이 각
각 극동연방관구,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총인원은 66명이다. 이상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기본 인적 정보는
러시아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Структу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과 러시아연방
대통령행정실 공식 홈페이지 ‘Руководство и основны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에서 획득했다.28)
2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1.09.2013 N 710 “О МИНИСТР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8) 본 장에서 다뤄지는 모든 통계 자료는 필자가 이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더불어 본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도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출처 명기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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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비율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고위 관료 66명 가운데 남성이 61명이었던 반면,
여성은 5명(약 8%)에 불과했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내각)와 대통령행정실
양 기관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내각 고위 관료 중 여
성의 수는 총 30명 중 2명(약 7%)이었으며,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 중 여
성의 수는 총 38명 중 3명(약 8%)으로 그 비율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형적인 인구비율 대비 과소대표 현상을 보여주고며, 현
재까지 러시아에서 여성의 행정부 고위 임명직 진출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1. 러시아 정부와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의 성별 비율
성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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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신지역 비율
내각 고위 관료의 연방주체별 출신지는 ① 모스크바-10명, ② 레닌그라
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3명, ③ 모스크바 주-2명, ④ 무르만스크 주-1명,
⑤ 크라스노다르 변강-1명, ⑥ 볼고그라드 주-1명, ⑦ 페름 주-1명, ⑧ 펜자
주-1명, ⑨ 타타르스탄 공화국-1명, ⑩ 추바시야 공화국-1명, ⑪ 옴스크 주-1
명, ⑫ 티바 공화국-1명, ⑬ 마가단 주-1명, ⑭ 해외-5명이었다. 총 83개 주
체 중 장관 이상 고위 관료를 배출한 지역은 13개 연방주체 지역이었으며,
모스크바가 33%를 기록하며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더불어 연방관구별로
는 ① 중앙 연방관구-12명, ② 북서 연방관구-4명, ③ 남부 연방관구-2명,
④ 프리볼지예 연방관구-4명, ⑤ 시베리아 연방관구-2명, ⑥ 극동 연방관구
-1명, ⑦ 북카프카스 연방관구-0명, ⑧ 우랄 연방관구-0명, ⑨ 해외-5명이었
다. 중앙 연방관구 출신 내각 고위 관료 비율이 40%에 달했지만, 북카프카
스 연방관구와 우랄 연방관구는 단 한 명의 고위 관료도 배출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냈다.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의 연방주체별 출신지는 ① 모스크바-9명, ② 레
닌그라드-3명, ③ 모스크바 주-4명, ④ 리페츠크 주-2명, ⑤ 랴잔 주-1명, ⑥
크라스노다르 변강-1명, ⑦ 사라토프 주-2명, ⑧ 페름 주-1명, ⑨ 노보시비
르스크 주-1명, ⑩ 톰스크 주-1명, ⑪ 하바롭스크 변강-1명, ⑫ 다게스탄 공
화국-1명, ⑬ 쿠르간 주-1명, ⑭ 스베르들롭스크 주-1명, ⑮ 해외-9명이었다.
총 83개 주체 중 보좌관 이상 고위 관료를 배출한 지역은 14개 연방주체
지역이었으며, 모스크바가 24%를 기록하며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연방관
구별로는 ① 중앙 연방관구-16명, ② 북서 연방관구-3명, ③ 남부 연방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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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④ 프리볼지예 연방관구-3명, ⑤ 시베리아 연방관구-2명, ⑥ 극동 연
방관구-1명, ⑦ 북카프카스 연방관구-1명, ⑧ 우랄 연방관구-2명, ⑨ 해외-9
명이었다. 내각과 마찬가지로 중앙 연방관구 출신 고위 관료 비율이 42%를
차지했으며, 남부, 극동, 북카프카스 연방관구가 각 1명씩으로 타 연방주체
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모스크바, 중앙 연방관구 출신이 고위 관료의 주류를 형성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점은 2000년 푸틴 등장 이후 주요 세력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사들이 출신지를 기준으로 할 때 예
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29) 행정부 고위 관료의 출신지 중 중앙
연방관구를 제외하고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해외였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독
그림 2. 러시아 고위 관료의 연방관구별 출신자 수

29) 물론, 이른바 ‘페테르부르크 사단’은 출신지뿐만 아니라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외관계
위원장 및 부시장 재직 시 인연을 맺은 인물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더욱
종합적인 분석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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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구 소연방 소속 공화국에서 출생한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추후 그 비율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학력 비율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내각 고위 관료 수는 ① 고졸-0명, ② 학사-11명,
③ 석사-1명, ④ 박사-18명이었다. 대통령행정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
었는데, 그 구체적 수는 ① 고졸-0명, ② 학사-17명, ③ 석사-0명, ④ 박사-21
명이었다.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는 모두 학부과정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물들이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학부과정 이후 석‧박사 통합과정(아스피란투라)을 운
용해왔던 러시아 교육체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러시아
에서 고학력자의 고위 공직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러시아 고위 관료의 학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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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만한 점은 해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물의 수가 내각 1명
(드보르코비치 부총리), 대통령행정실 1명(아스타호프 아동권리 대통령 전권
대표) 총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의 고위 공직자 충원이 대부
분 자국 교육기관 출신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전공 비율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전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내각의 경우 ① 인문학-1명, ② 사회과학-22명, ③ 이‧공학-7명이었으
며, 대통령행정실은 ① 인문학-4명, ② 사회과학-25명, ③ 이‧공학-9명이었
다. 또한 세부 전공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각은 ① 법학-7명, ② 경제학-12명,
③ 정치학, 국제관계학-3명, ④ 기타-8명이었고, 대통령행정실은 ① 법학-14
명, ② 경제학-8명, ③ 정치학, 국제관계학-2명, ④ 기타-14명이었다. 사회과
학 전공자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세부 전공을 기준으로 법
학 전공자의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경제학 전공자가 29%, 정치학 전
공자가 8%를 기록했다. 다만, 내각의 경우 경제학 전공자가 40%, 그리고
대통령행정실의 경우 법학 전공자가 37%로 각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출신대학(학부 기준)은 내각 고위 관료 중 ① МГУ(모스크바국립대학)
출신이 6명, ② ЛГУ(레닌그라드국립대학, 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출신이 4명, ③ МГИМО(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출신이 3명, ④ 기타
대학 출신이 17명이었다. 대통령행정실의 경우 ① МГУ-7명, ② ЛГУ-2명,
③ МГИМО-3명, ④ 기타-26명이었다. 단일 대학으로는 МГУ 출신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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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ЛГУ와 МГИМО 출신이 9%
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 러시아 고위 관료의 전공 비율

5. 사회경력 비율30)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사회경력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
각 고위 관료 가운데 ① 정치(행정)가 출신-6명, ② 기업가 출신-8명, ③ 변
호사 출신-2명, ④ 검사 출신-2명, ⑤ 군인(경찰) 출신-4명, ⑥ 정보(안보)기
구 출신-2명, ⑦ 외교관 출신-4명, ⑧ 의사 출신-1명, ⑨ 교수(연구원) 출신
-8명, ⑩ 언론인 출신-1명, ⑪ 기타 출신-0명이었다. 더불어 대통령행정실은
① 정치(행정)가-9명, ② 기업가-9명, ③ 변호사-2명, ④ 검사-3명, ⑤ 군인

30) 사회경력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사회진출 초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초기 경력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인물이
2~3개의 직업군에 중복으로 편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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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5명, ⑥ 정보(안보)기구-5명, ⑦ 외교관-4명, ⑧ 의사-0명, ⑨ 교수(연
구원)-7명, ⑩ 언론인-3명, ⑪ 기타-1명이었다. 단일 직업군 중 기업가, 교수
(연구원), 정치(행정)가 출신 비율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
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실로비키’의 비율은 검사, 군인(경찰), 정보(안보)기구을 모두 포괄
함으로써 이들 3 직업군과 비교할 때 대통령행정실은 다소 높았고, 내각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우랄 지역의 한 조립공장 공장
장 출신의 홀만스키흐가 2011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반푸틴 시위에 적극
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격적으로 우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
표로 발탁되었다는 점이다.

6. 연령별 비율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연령대별 수는 ① 30대-3명, ② 40대-24명,
③ 50대-26명, ④ 60대-12명, ⑤ 70대-0명, ⑥ 80대-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
균 연령은 52세였다. 5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60대를 그 뒤를
이었고, 30대의 젊은 인물 3명이 고위직에 진출한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내각의 경우 연령대별 인원수는 ① 30대-2명, ② 40대-14명, ③ 50대-13
명, ④ 60대-1명, ⑤ 70대-0명, ⑥ 80대-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8.7세였다. 내각 내에서 가장 젊은 고위 관료는 31세의 통신‧매스컴부 장
관 니키포로프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은 63세의 외무부 장관 라브
로프였다. 대통령행정실의 연령대별 인원수는 ① 30대-1명, ② 40대-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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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러시아 행정부 고위 관료의 연령대별 인원 수

③ 50대-14명, ④ 60대-11명, ⑤ 70대-0명, ⑥ 80대-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
균 연령은 54.7세였다. 대통령행정실에서 가장 젊은 인물은 36세의 대통령
자문위원 우스티노프였으며, 가장 연로한 인물은 81세의 대통령 자문위원
야코블레프였다. 내각 고위 관료 가운데에는 40대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70대, 80대의 비율은 전체의 3% 정도에 그쳤다. 반면
대통령행정실은 50대가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60대, 70대, 80대의 비율
이 전체의 32%를 기록했다. 양 기관의 평균 연령에 있어서도 약 내각 고위
관료가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보다 약 6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푸틴 3기 행정부 내에서 내각이 대통령행정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
로 젊은 관료들로 충원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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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부 인적 구성과 개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Ⅲ장 1~2절에서 언급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푸틴 3기 행정부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특징은 대통령행
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푸틴의 친정체제’ 구축이다. 대통령행정실 지도부는
대통령행정실장 이바노프와 제1부실장 볼로딘을 필두로 푸틴의 최측근 그
룹으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9명의 보좌관 중 골리코바, 나비울리나, 트루트
네프, 푸르센코, 쇼골례프, 쉬콜로프, 우샤코프 이상 7명은 각각 제2차 푸틴
내각에서 보건‧사회발전부 장관, 경제발전부 장관, 자연자원부 장관, 교육‧
과학부 장관, 네트워크‧매스컴부 장관, 내무부 차관, 내각 사무부총장 직책
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다.
이와 함께 내각의 핵심 요직에도 푸틴계가 상당수 배치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각 부총리 그룹과 대통령 관할 5개 부서 장관 중 푸틴 내각
출신들 대부분이 기존 직위를 유지했다. 새로 인선된 2개 부서 장관들 중
비상사태부 장관 푸치코프는 전임 쇼이구의 모스크바 주지사 임명으로 인
해 입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각료 구성 발표 전부터 공공연히 자리
에서 물러날 것이 거론되었던 전임 누르갈리예프를 대체한 콜로콜리체프의
신임 내무장관 취임 역시 푸틴의 영향력이 반영된 인사조처로 평가된다.
두 번째 특징은 메드베데프의 지분이 반영된 ‘균형내각’, ‘전문‧실용내
각’의 구성이다. 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이례적으로 각료 명단
발표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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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이내에 각료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1) 2008년 메드베데프는 취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를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7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푸틴은 법적 제한일
인 5월 21일에서야 정부 조직과 각료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포했다. 이
는 기존 정부의 인적 구성 골격을 유지하려는 푸틴과 인적 쇄신과 세대교
체를 기치로 자신의 측근을 최대한 입각시키려는 메드베데프 사이의 지난
한 줄다리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어쨌든 정부 인적 구성 전반에서 푸틴의 친정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메
드베데프는 조각 과정에서 최소한의 지분은 보장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
차적으로, 슈발로프(Игорь Шувалов)의 제1부총리직 유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슈발로프는 푸틴 사단, 메드베데프 사단 모두와 공존이 가능한 테
크노크라트라는 평가가 중론이다.32) 따라서 그의 제1부총리직 유임은 대통
령행정실장 이바노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레믈린과 내각의 중개‧중재
역할 수행을 고려한 인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메드베데프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드보르코
비치와 아비조프의 부총리와 무임소부 장관 임명이다. 드보르코비치의 입
각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으나, 그가 실로비키 그룹의 좌장으로 일컬어지
던 세친(Игорь Сечин)을 밀어내고 동력에너지복합체(ТЭК)와 경제 부문 전
반을 관장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33) 또한 무임소부는 시민사회와 야
31) 해당 사항은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하여｣ 제1장 제5조를 참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т 17.12.1997 N 2-ФКЗ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ен СФ ФС РФ 14.05.1997) Глава I, Статья 5.
32) Становая, Т.(2012a).
33) Захоров, 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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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요구에 부응하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추진한 ‘열린
정부(Открыт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라는 것
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각은 이번 조각에서 메드베데프가
얻은 최대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르코프와 티마코바(Наталья Тимакова, 총리 공보실장)의 내
각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임명도 주요 성과이다. 여러 러시아 매체의 보
도에 따르면, 내각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발생했고,
메드베데프가 푸틴에게 수르코프를 적극 추천, 이를 관철했다고 한다.34) 이
를 통해 메드베데프는 내각의 주요 회의 의제 선정과 의사일정을 관장하는
내각 사무국에서 기본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35)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공언해 왔던 신정부 내각의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비록 외형적 수준에서나마 관철한 점은 정치인 메
드베데프의 장래를 고려할 때 적잖은 의미가 있다.36) 내각 핵심 인물들의
유임과 새로 임명된 주요 경제 부문 장관 대부분이 해당 부서의 차관 출신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각의 실질적 인적 쇄신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

34) Кособокова, Т., Воровьева, И., Резникова, А.(2012); Соловьев, В., Граник, И., Сапожков,
О.(2012).
35) 메드베데프는 입법자유화(либерализац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를 모토로 형사‧행정법 개혁을
위해 국가두마 헌법위 위원장 플리긴(Владимир Плигин)을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콘노발로프가 유임된 것으로 보아 이 시도는 실패
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필자는 메드베데프가 푸틴과의 내각 인적 구성 조율과정에서 새 인물의 비율 증대와 평균
연령 감소를 양보할 수 없는 카드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메드베데프
가 표면적으로나마 자신이 공언해 왔던 내각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 공약을 관철하지 못
했다면, 이는 엘리트와 대중 양 수준에서의 상당한 입지 상실과 향후 정치적 운신의 폭 축
소 등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92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나 스크보르초바(보건부), 리바노프(교육‧과학부), 소콜로프(교통부), 니키
포로프(통신‧매스컴부) 등 전문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온 새 인물들이 상당
수 입각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내각 각료의 평균 연령이 대통령행정실보다 6세 적은 젊은 관
료들로 충원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결국 새 내각은 푸틴과 메
드베데프의 입지가 타협적으로 반영된 ‘균형내각’, ‘전문‧실용내각’의 성격
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러시아 신정부 인적 구성의 특징은 ‘강한 대통령행정실’과 ‘실
무형 내각’의 조합이다. 앞서 살펴본 대통령행정실과 내각의 인적 구성을
종합해 볼 때, 행정권력의 양대 축인 두 기구의 세력관계는 대통령행정실
의 견고한 우위가 예상된다. 푸틴의 권좌 복귀로 권력의 무게중심이 분명
해진 가운데, 그의 친위그룹이 장악한 대통령행정실에 비해 타협형 구조의
메드베데프 내각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모습이다.
실제로, 7월 6일 대통령행정실 구성에 관한 브리핑에서 이바노프는 내각
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쇼골레프, 푸르센코 등 전임 장관들
은 자신들이 내각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대통령행정실에서 그대로 수행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행정실 내에 사회관계‧소통국, 정보기술활용‧전자
민주주의발전국 등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내각의 열린정부 관계부나 통신‧
매스컴부를 염두에 둔 행보라 할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언급한 대통령행정
실의 조직과 인원 확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구 내각 장관 출신 대통령 보좌관과 자문위원들에 대한 차관 출신
의 새 내각 장관들의 종속 현상도 예상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모습은 옐친 정부 시기 형성된 초대통령제하에서의 이원적‧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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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부구조를 연상케 한다. 결론적으로, 푸틴 3기 동안 사실상 대통령행정
실에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내각은 단지 이의 실행을 위한 현안실
무를 담당하는 내각에 대한 대통령행정실 우위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된다.

2.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지도부 개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Ⅲ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의 지도부 개편이 발생했다. 이는 집권 초기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던 푸틴 1~2기 정부와 메드베데프 정부와 비교할 때 이례적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푸틴 1기 정부 등장 이후 정착된 ‘수직적
권력구조’의 엄격한 위계하에서 대중적 영역으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 엘리트 내부의 알력과 불화 장면들이 여과 없이 밖으로 표출되는 경
우도 적지 않았다. 통상 최고 권력자에 대한 구심력이 가장 강한 신정부 출
범 초기에 이러한 인적 자원 활용의 혼란상이 표면화됐다는 점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8차례의 지도부 개편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과 시사점을 간추려 볼 수 있겠다.
첫째, 일부 사례들은 푸틴 3기 권력 엘리트 관리 메커니즘에 일정한 균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2년 10월 경제발전부 장관 고보
룬의 해임과 2013년 4월 부총리 겸 내각 사무총장 수르코프 해임은 각료회
의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실무 장관들을 질책하고, 해당 장관이 사의
표명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함으로써 발생한 사태였다. 그동안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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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각료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치공학연구소 스타노바
야(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는 정부 각료들 역시 이를 하나의 의식적 관례로 간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인사에게는 이러한 비판이 명예로운 일
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37) 따라서 이 두 사례는 러시아 권력
엘리트 내부의 불문율 또는 행동규범의 효력 상실 징후 가운데 하나로 평
가할 수 있다. 더욱이 푸틴은 러시아 권력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서 그동
안 향유해 왔던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압도적 권위 유지에 부분적으로 상
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부 사례는 현 통치세력의 인사정책에서 장기전략, 계획의 부재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세르듀코프, 극동개발부 장관 겸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이샤예프의 해임이 대표적 예이다. 대통령 직속
5개 부처의 하나이자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방장관이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경질되었고,38) 푸틴 3기 정부의 우선 과
제 중 하나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책임졌던 장관 겸 연방주체 전권대표
가 임기 초반에 해임되는 사태는 여러모로 심상치 않은 부정적 징후임이
분명하다. 해당 사례는 크레믈린이 6년 집권 기간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할 인적 자원의 활용 계획도 효과적
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신임 국방장관 임명 과정과 수르코프의 대통령행정실 재복귀 사례

37) Становая, Т.(2012c).
38) 장세호(2012c), pp.46~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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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현 통치세력의 취약한 인적 자원 토대를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푸틴은 세르듀코프의 해임으로 말미암은 신임 국방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쇼이구라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쇼이구는 약 20년간 비상
사태부라는 특수 부서를 이끌어 오다가 메드베데프 집권 말기 모스크바 주
지사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주시사직 수행 6개월 만에 다시금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한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다. 더욱이 쇼이구의 신임 국방장관
임명은 모스크바 주 주민들의 반발, 주지사 보궐선거 시행에 대한 부담 등
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쇼이구의 연방정부
재입성은 메드베데프 내각의 인적 쇄신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결정이기도
했다.39) 그리고 대통령 보좌관 나비울리나와 골리코바의 연방 중앙은행 총
재 임명과 연방 회계원 원장 임명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직전 내각에서 경제발전부 장관과 보건‧사회발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행정실로 자리를 옮겨 보좌관직을 수행해 왔던 인물
들이다. 또한 이들을 대체해 새로이 대통령 보좌관으로 인선된 인물은 다
름 아닌 현 메드베데프 내각에서 경제발전부 장관직과 부총리직을 수행했
던 벨로우소프와 수르코프였다. 다시 말해, 이들 사례는 일부 인사를 전가
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현 통치세력의 인적 토대의 협소성을 여실히 보여주
는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넷째, 메드베데프의 입지 약화와 신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 강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양두체제 두 지도자 사이의 권력관
계가 확연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메드베데프는 내각의 수장이자 여당의

39) 장세호(2012a), pp.56~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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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로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측면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
요한 독립변수 중 하나이다. 흥미를 끄는 점은 신정부 출범 당시 메드베데
프가 가졌던 정치적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해서 축소되는 경향
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40) 그리즐로프(Борис Грызлов)의 여당 ‘통합러시
아’ 잔류, 세친의 대통령 직속 동력연료발전위원회 책임비서 취임, 세르듀
코프의 항명 사태, NGO 법과 집시법 개정, 비방죄 재도입, 인터넷 블랙리
스트제 도입 등 제6기 국가두마의 보수적 입법활동 등은 메드베데프의 한
정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동력연료발전위원회
책임비서 세친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른바 ‘실로비키’ 그룹의 개혁 성
향 엘리트 그룹에 대한 공세가 가속화되었다.41) 그 결과 메드베데프의 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드보르코비치와 아비조프의 영향력 감소가 두드러졌
고, 현재 ‘현대화’ 정책 및 ‘스콜코보’ 프로젝트, ‘열린 정부’ 구상 등이 정
치‧경제정책 의제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정치적 거물
수르코프의 중도 퇴진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메드베데
프와 그의 측근들의 입지 약화는 푸틴 3기 정부가 ‘점진적 개혁’ 노선보다
는 ‘현상유지’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체제
내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메드베데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반
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외형적으로 신정부는 2011년 12월 총선 이후 조성된 정국 혼란을 효과적
으로 극복하고 연착륙에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련의 인

40) Становая, Т.(2012b).
41) 장세호(2013), pp.57~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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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 및 지도부 개편의 특징들은 푸틴 3기 정부가 내적으로 매우 불안
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V. 결론
푸틴 3기 행정부 임명직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여성의 고위
임명직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둘째, 모스크
바, 중앙 연방관구 출신 인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행정부
고위 관료의 충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또
한 해외 지역 출신 인사들의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소련 해체와 신 러시아
연방 출범이라는 역사적 격변으로부터 기인한 한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며,
이들의 비율은 추후 꾸준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 대부분은 자국 교육기관 출신으로, 이들 중 박
사 학위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용
해온 러시아 교육체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되며, 고학력자
의 고위 공직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사회과학 전공자의 비율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했으며,
세부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출신 대학별로는 모
스크바국립대학(МГУ)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기업가, 교수(연구
원), 정치(행정)가 출신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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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로비키’의 비율은 대통령행정실이 내각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평균 연령은 52
세였으며, 5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뤘다. 특히 내각 고위 관료의 평균 연령
이 대통령행정실보다 6세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젊
은 관료들로 충원되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푸틴 3기 행정부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특징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틴의 친정체제’ 구축이다. 실제로 대통령행정실 지도부가 푸틴의
최측근 그룹으로 구성된 것을 비롯해 내각의 핵심 요직에도 푸틴계가 상당
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메드베데프의 지분이 반영된 ‘균
형내각’, ‘전문‧실용내각’의 구성이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공언해왔던 신정부 내각의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외형적 수준에서나마
관철했고, 조각 과정에서 측근 그룹을 입각시키는 등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강한 대통령행정실’과 ‘실무형 내각’의 조
합이다. 푸틴의 권좌 복귀로 권력의 무게 중심이 분명해진 가운데 내각에
대한 대통령행정실의 우위구조 확립이 눈에 띈다. 푸틴 3기 동안 사실상 대
통령행정실에서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내각은 단지 이의 실행을 위
한 현안‧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초기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던 푸틴 1~2기 정부와 메드베데프 정부
와 달리 푸틴 3기 정부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지도부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평가하며 도출된 특징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보룬, 수르코프
해임 등의 사례들은 푸틴 3기 권력 엘리트 관리 메커니즘에 일정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 권력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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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통용되어 오던 불문율과 행동규범을 어기며 공개적으로 푸틴의
질책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이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르듀코프, 이샤예프 해임 등의 사례는 인사정책에서 장
기전략‧계획의 부재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푸틴 3기 정부 국가‧국정운영
전략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들이 정부 출범 초기 부정부패 및 직
무수행상의 무능을 이유로 해임된 것이다. 이는 크레믈린이 6년 집권 기간
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할 인적
자원의 활용 계획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셋째, 신임 국방장관 임명 과정과 수르코프의 대통령행정실 재복귀
사례 등은 현 통치세력의 취약한 인적 자원 토대를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일부 인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현 통치세력의
인적 토대의 협소성과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
다. 넷째, 메드베데프의 입지 약화와 신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 강화 경향
이 두드러졌다. 신정부 출범 당시 메드베데프가 가졌던 정치적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결과 현재 ‘현
대화’, ‘스콜코보’, ‘열린 정부’ 구상 등은 신정부 정치‧경제정책 의제로서
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푸틴 3기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은 ‘개혁’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향후 6년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권력구조 수립
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치로 총평할 수 있겠다. 특히 메드베데프와 그의 측
근들의 입지가 신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이
는 푸틴 3기 정부가 ‘점진적 개혁’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러시아가 처한 내외의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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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부의 ‘선 안정, 후 개혁’을 위한 권력구조 수립 구도가 이해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와 대중의 간절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한 푸틴 3기 정부의 인적 구성은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면 푸틴 3기 러시아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근
본적 처방을 내놓기보다,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수직적 권력구조와 억압
적 통치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0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참고문헌
[국문자료]
고상두. 2009. ｢푸틴시대 러시아 권력 엘리트의 교체｣. 슬라브학보, 제24권 제1호, pp.
101~103. 한국슬라브학회.
김종명. 2002. ｢엘리트 이론의 변천과 발전｣. 국제정치연구, 제5집 제2호, p. 2.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서동주. 2005. ｢러시아 옐친과 푸틴기 내각개편: 결정요인, 동향,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pp. 283~305. 한국국제정치학회.
. 2006. ｢러시아 푸틴정부의 인맥정치와 실로비키(Siloviki)｣. 국제문제연구, 제6권
제4호, pp. 1~3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0. ｢러시아를 누가 지배하는가?｣. e-Eurasia, 제23호, p. 6. 한양대학교 아태지
역연구센터.
이면우. 2002. 정치엘리트 연구: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p. 9. 세종연구소.
장세호. 2012a. ｢‘쇼이구’의 모스크바 주지사 임명배경과 정치적 함의｣.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2, pp. 56~57.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2012b. ｢푸틴 3기 엘리트 변동: 평가와 시사점｣.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3, pp. 56~63.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2012c. ｢신정부 초기 인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4, pp. 46~48.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2013.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입지 약화, 어떻게 볼 것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4, No. 1, pp. 57~63.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전용주‧차재권, 임성학‧김석우. 2011.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와 지방 정부 충원: 2010년 지방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0
권 제1호, p. 37. 한국정당학회.
정옥경. 200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치엘리트 연구｣. 슬라브연구, 제21권 제1호, pp.
89~112.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장환. 2008. ｢중국 정치 엘리트의 특성: 유형화와 그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4호, p. 17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02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외국문자료]
<영문자료>
Bachrach, Peter and Baratz, Morton. 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No. 4, pp. 947-952.
Dahl, Robert A. 1961.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pp.
225-227. Yale University Press.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p.
42. Alfred A. Knopf.
Gel’man, Vladimir. 2002. “Russia’s Elites in Search of Consensus: What Kind of
Consolidation?” Demokratizatsiya, Vol. 10, No. 3, pp. 343-361.
Gorenburg, Dmitry. 2010. “Center-Periphery Relations After Ten Years of Centralization.”
Russian Politics & Law, Vol. 48, No. 1, pp. 3-7.
Kryshtanovskaya, Olga and White, Stephen. 2005. “Inside the Putin Court: A Research Note.”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7, pp. 1065–1075.
Lane, David. 1996. “The transformation of Russia: The role of the political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4, pp. 535-549.
Lasswell, Harold D. 1958.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Meridian Books.
Michels, Robert. 1962.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p. 364. Collier Books.
Mosca, Gaetano. 1939. The Ruling Class, p. 50. McGraw-Hill.
Novikov, Denis. 2009. ““Anti-Westernism” as a Strategy.” Russian Social Science Review,
Vol. 50, No. 2, pp. 41-49.
Pareto, Vilfredo. 1966. Sociological Writing, pp. 99-110. Pall Mall.
Renz, Bettina. 2006. “Putin’s militocracy?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iloviki in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Europe-Asia Studies, Vol. 58, No. 6, pp. 903-924.
Rivera, Sharon W. 2002. “Elites in Post-communist Russia: A Changing of the Guard?”
Europe-Asia Studies, Vol. 52, No. 3, pp. 413-432.
Sartori, Giovanni. 1962. Democratic Theory, p. 66.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Szelenyi, Ivan and Szelenyi, Szonja. 1995. “Circulation or Reproduction of Elites during the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Introduction.” Theory and Society,

1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Vol. 24, No. 5, pp. 615-638.
Semenova, Elena. 2011. “Ministerial and Parliamentary Elites in an Executive-Dominated
System: Post-Soviet Russia 1991-2009.” Comparative Sociology, Vol. 10, No. 6, pp.
908-927.
Steiner, Helmut. 1997. “Elite Research in Russia: Characteristics of Russian elite research.”
Elites in Transition: Elite Resear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p.107-132. Leske
+ Budrich.
<노문자료>
“Кремль заверш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2012. ИЗВЕСТИЯ. (June 6)
Кособокова, Т., Воровьева, И., Резникова, А. 2012.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борется за пост
главы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едведева.” РБЛdaily. (May 17)
Соловьев, В., Граник, И., Сапожков, О. 2012.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у аппарата.” Коммерсантъ.
(May 15)
Захоров, М. 2012.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едведева: даець мододежь. http://www.polit.ru/article/2012/05/21/molodezh (accessed May 22, 2012).
Становая, Т. 2012a. Молодое и многоголос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едведева. http://www.
politcom.ru/13878.html (accessed May 22, 2012).
. Т. 2012b.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кодровые потер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http://www.
politcom.ru/14110.html (accessed July 4, 2012).
. Т. 2012c. «Болезнь» Говоруна как признак болезни системы. http://slon.ru/russia/bolezn_govoruna_kak_priznak_bolezni_sistemy-840502.xhtml (accessed October 18,
2012).
러시아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조직‧인적 구성). Структу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government.ru/gov/
(accessed September 2, 2012).
러시아연방 대통령행정실 공식 홈페이지(조직‧인적 구성). Руководство и основные должн
остные лица. http://state.kremlin.ru/administration/about_adm (accessed September 2,
2012).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а 6.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т 17.12.1997 N 2-ФКЗ “О ПРАВИТЕ
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ен СФ ФС РФ 14.05.1997). Глава

∙ 104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I, Статья 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5.2012 N 61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N 636.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О НАЗНАЧЕНИ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05.2012 N 669, 670, 671, 672, 690, 691, 679, 673, 674, 675,
676, 677, 678, 680, 681, 692, 693, 16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3.05.2012 N 700, 701, 70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5.05.2012 N 725, 726, 727, 728, 72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6.2012 N 769, 770, 771, 772, 773, 77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9.06.2012 N 785, 786, 787, 789, 790, 791, 792, 79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10.2012 N 141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7.10.2012 N 141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6.11.2012 N 148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8.01.2013 N 4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8.01.2013 N 4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5.2013 N 48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05.2013 N 50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4.06.2013 N 57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08.2013 N 69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09.2013 N 72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0.09.2013 N 7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1.09.2013 N 710.

105 ∙

∙ 106

성명

부총리

드보르코
비치

코작

4

5

부총리
6 프리호드코
(내각 사무총장)

부총리

부총리

골로데츠

3

제1부총리

슈발로프

총리

직위

2

1 메드베데프

번
호

정부(내각)

박사
(법학)
학사
(법학)
박사
(경제학)

1965
(48)
1967
(46)
1962
(51)

학사
(법학)

1958
남
(55)

1957
학사
남
(56) (국제관계학)

석사
(경제학)

1972
(41)

남

여

남

남

학력

성 연령

МГИМО

ЛГУ

우크라이나
키로보그라
드주

모스크바

МГУ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

МГУ

МГУ

ЛГУ

출신대학(학부기준)

모스크바

모스크바

마가단 구

레닌그라드

출신지

주 체코슬로바키아 외교관,
외무부, 대통령 보좌관,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제1내각사무부총장

레닌그라드 검찰청 검사,
레닌그라드 시정부 법무위원회,
경제발전부 장관,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재무부 선임연구원,
전략개발센터 연구원,
경제개발부 차관, 대통령 보좌관

학술원 노동문제연구소,
타이미르 자치구 부구지사,
모스크바 부시장

외무부 법무국, 국가자산부 차관,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보좌관,
제1부총리

레닌그라드국립대 교수, 변호사,
대통령행정실장, 부총리,
제1부총리, 대통령

주요 경력

부록: 정부(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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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름 주

모스크바 구

학사
(자동원격
조정)

1968
(45)

돈스코이 자원‧환경부 장관 남

11

벨라루스
민스크

학사수학

연방장관

1972
(41)

아비조프

10

남

남

스리랑카
콜롬보

홀로포닌

9

1965
학사(경제학)
(48)

부총리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전권대표)

남

부총리
1956
8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전권 남
학사(공학)
(57)
대표)

부총리
모스크바

로고진

1963 박사(철학)
(50) 학사(언론학)

7

ГАНГ
(석유‧가스국립 아카데미)

МГОПУ
(모스크바개방사범대)

‘Газприборавтоматики’ 기사,
‘СИНТ’, ‘Према-Инвест’,
‘Лукойп’, ‘Зарубежнефть’ 등
기업간부, 연료 에너지부 관료,
자원부 차관, ‘Росгеология’ 회장

연료에너지 관련 기업 근무,
‘Новосибирскэнерго’ 이사회
부의장, ‘ЕЭС России’ 이사 겸
투자정책부장, ‘RU-COM’
이사회 의장, ‘Группа E4’ 이사회
의장, 대통령 보좌관

МФИ
(모스크바 재정대)

석유관련 기업, ‘ЭКС’ 대표, 페름
시두마 이원, 페름 시장, 페름
주지사, 자원부, 자원환경부
장관, 대통령 보좌관
소련 대외경제은행 선임연구원,
국제재정기업 ‘АКБ’ 이사,
‘Норильский никель’ 이사회
의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행정수장 통합러시아 최고의원

ППИ
(페름공대)

МГУ

소련공산당, 3기 국가두마 의원,
로디나 원내대표, NATO
상주대표,
러시아공동체회의(Конгресс
русских обши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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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박사 - 독토르
(이학)
학사(이학)

‘Улан-Удэн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박사- 독토르
завод’ 부회장, ‘ФГУП’ 부회장.
МГУ(학‧박사)
(법학)
무르만스크
1969
РАГС
ОПК ‘Оборонпром’ 회장,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남
주
(44) 박사(경제학)
(국립행정대학, 박사 - 독토르) 산업‧에너지부 차관, 산업‧통상부
학사(사회학)
차관

16

17

메딘스키

문화부 장관

МИСиС

МИСиС 교수, 총장, 교육부 차관

UN 상주대표, 외무부 소속
외교관

주 미 대사관, 조세‧징수부
정보정책국장, ‘조국-전러시아’
박사- 독토르
중앙출판국장, 두마 부의장
(정치학)
МГИМО(학사)
1970
자문위원, 통합러시아 소속
우크라이나
남
박사(정치학)
РАГС
(43)
4-5기 국가두마 의원,
체르카시 주
학사
(국립행정대학, 박사 - 독토르)
통합러시아 중앙위 부위원장.
(국제관계)
대통령 직속 반역사왜곡위원회
위원

1967
(46)

리바노프 교육‧과학부 장관 남

15

МГИМО

ЛГУ

모스크바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

14

남

학사
1950
(국제관계학,
(63)
어학)

법무부 장관

13 콘노발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검찰청 검사보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검찰청
검사, 프리볼지예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회의 의원

남

중장(경찰계급), 모스크바 ГУВД
국장, 오를 주 구 УВД 국장

레닌그라드

ЛВПУ МВД СССР
(레닌그라드정치대학)

1968 박사(법학)
(45) 학사(법학)

남

펜자 주

내무부 장관

콜로콜리
체프

1961 박사- 독토르
(법학)
(5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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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장관

스크보르
초바

24 슬라냐예프 지역개발부 장관

23

재무부 장관

22 실루아노프

비상사태부 장관

옴스크 주

1966 박사(법학)
남
(47) 학사(법학)

1960
(53)
모스크바

재무부 거시경제국장. 재무부
차관

МФИ
(모스크바재정대)

박사-독토르
(의학)
학사(의학)

여

남
모스크바

비상사태부 차관, 예비군 중장

ВИА(군사기술대)
РАГС(국립행정대학)

1963 박사(경제학)
(50) 학사(재정학)

남

박사(공학)
1959
볼고그라드
학사(행정학)
(54)
주
학사(군사학)

푸치코프

모스크바 국립의대 심장병과
조교수, 학과장, 학술원 위원,
보건‧사회발전부 차관
소련군 공수부대, 내무부 공무원,
‘Моссибинтербанк’ 부회장,
CIS부 차관. 교통부 제1차관.
코스트롬 주지사

МГМИ
(모스크바 국립의대)
МГУ, МВШМ МВД
СССР(내무부, 경찰대)
РАГС(국립행정대학)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제1부지사. 재무부 차관

НИИ(노릴산업대)
МГУ

21

남

우크라이나
1971 학사(경제학)
아브데예브
(42) 학사(경영학)
카시

에너지부 장관

노박

20

КГУ(카잔국립대)

1982
타타르스탄
학사(경제학)
(31)
공화국

통신‧매스컴부
장관

19 니키포로프

남

‘Казанский портал’, ‘Современные
интернет технологии’ 부회장,
타타르스탄 공화국 정보기술센터
소장, 타타르스탄 공화국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

무트코

체육부 장관

18

‘Зенит’ 구단주, FIFA 집행위원,
박사(경제학)
2018 월드컵 조직위원장,
학사
크라스노다 ИВТ(레닌그라드수상 운송대), 러시아축구연맹 회장,
1958
남
(55) (수상운송)
르 변강
ЛГУ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학사(법학)
상트페테르부르크 키로프 구
행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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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갈루시카

쇼이구

29

극동개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남

КГУ(카잔국립대)
ИГП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국가‧법연구소)

МГУ Pierre-Mendes
France대

МИНХ
(모스크바인민경제대)

1기 국가두마 의원, 법무부 장관,
상원의원.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이사회 의장

이행기경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재무부 차관, 러시아중앙은행
제1부행장, ‘Московской
межбанковской валютной биржи’
이사회 의장

노동‧사회발전부 차관.
노동‧고용청장, 보건‧사회발전부
차관

ЛГУ

1975
기업인, 경제인연합회(Деловая
학사(경제학) 모스크바 주 МГСУ(모스크바국립사회대)
(38)
Россия) 대표

장군, 비상사태부 장관,
1955
학사(공학) 티바 공화국 КПИ(크라스노야르스크공대) 국가안보회의 위원, 모스크바
(58)
주지사

표도로프

28

남

추바시야
공화국

학사(법학)
1958 박사(법학)
남
(55) 박사 - 독토르
(경제학)

27 울랴카예프 경제발전부 장관

농업부 장관

모스크바

박사 - 독토르
1956 (경제학)
남
(57) 박사(경제학)
학사(경제학)

남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1968
박사(경제학) 레닌그라드
(45)

모스크바

토필린

26

남

교통부 장관

1967 박사(경제학)
(46) 학사(경제학)

소콜로프

25

ЛГУ 경제학부 강사. ‘Росси’,
‘Корпорация С’ 회장.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 투자.
전략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연방
산업‧인프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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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노프

볼로딘

그로모프

바인노

1

2

3

4

5 마고메도프

성명

번
호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부실장

제1부실장

제1부실장

행정실장

직위

출신지

1953
학사(언어학) 레닌그라드
(60)

학력

남

남

남

에스토니아
탈린

사라토프 부주지사, 4-5직
국가두마 의원, 통합러시아 원내
부대표, 부총리, 내각 사무총장,
전러시아국민선전(ОНф) 대표

СИМСХ
(사라토프농업기계화대)
РАГС(러시아국립행대)
СПБИ
МВД
(내무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МГИМО

МГУ

КГБ 요원, фСБ 국장, 국방부
장관, 부총리, 제1부총리

ЛГУ
КГБ 고위과정

러시아 외무부 소속 주 일본
대사관, 아시아국 근무,
대통령행정실 의전국 부국장,
내각 사무국 부총장, 총장,
연방장관

소련 및 러시아 외무부 근무,
‘Первый канал’ 이사, ‘Russia
Today(RTTV)’ 창립 발기인,
대통령 행정실 공보‧정보국
국장, 대통령 공보실장

주요경력

출신대학(학부기준)

학사(경제학)
다게스탄 국립대
1964
다게스탄
ДГУ(다게스탄국립대)
박사 - 독토르
경제학‧사회학과장, 2-4기
(49)
자치공화국 МИНХ(모스크바국가경제연구소)
(경제학)
다게스탄 공화국 대통령

1972
학사
(41) (국제관계)

1960
학사(역사학) 모스크바 주
(53)

학사
1964 (기계기사학)
사라토프 주
남
(49) 박사 - 독토르
(법학)

남

성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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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9 글라지예프

10 그리고로프

11

두빅

자문위원

8 베드리츠키

부실장(공보실장)

자문위원

페스코프

7 아브라모프

6

ТЭИ(타슈켄트전기공학대)

우즈베키스탄
1947
남
학사(어학)
타슈켄트 주
(66)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수문기상국
부국장, 러시아연방 환경‧자원부
수문기상‧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수문기상청장, 대통령 자문위원

‘Роспром’, ‘МЕНАТЕП’ 근무,
‘Альфц-банк’ 부회장,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대통령
보좌관

남

1963
박사(법학) 모스크바 주
(50)

ВКИ(붉은별사관학교)

군검찰 조직 근무, НЭПА 회장,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 자문위원,
행정실장 보좌관, 공직문제국장

교수, 대외경제협력부 장관,
러시아공동체(Конгресс русских
общин) 대표, 2004년 대선
학사(경제학)
우크라이나
МГУ, ЦЭМИ АН СССР
1961
남
후보, 1,3-4기 국가두마 의원,
박사- 독토르
자포로지예
(중앙경제수학연구소)
(52)
(경제학)
로디나 대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ЕврАзЭС) 사무부총장,
관세동맹 관세위원회 책임비서
소련, 러시아군 장교(연대장),
그루지야
ВВАТУ
1946 박사- 독토르
대통령 직속 국가기술위원회
공화국
(보로네주항공기술사관학교),
남
(공학)
(67)
위원장, 기술‧수출관리청장,
트빌리시
ВИА(군사기술대학)
대통령 자문위원

1957
남
(56)
학사(공학) 모스크바 주

모스크바

외교부 소속 주 터키 외교관
대통령 행정실 공보국 부국장,
ИСАА(МГУ 산하
아시아‧아프리카국가연구소) 총리 공보실장, 내각사무국
부총장
МИИТ
(모스크바철도수송기사대)

1967 학사(역사학,
남
(46)
동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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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12 레비츠카야

톨스토이
13 (톨스토이
의 증손자

14 우스티노프

페도토프

15

16 야코블레프

남

남

모스크바

모스크바

모스크바

학사(법학)
1932
박사- 독토르 쿠르간 주
(81)
(법학)

학사(법학)
1949
박사- 독토르
(64)
(법학)

학사(법학)
사라토프 주
박사(법학)

1962
학사(언론학)
(51)

1954 학사(지질학,
(59) 지구물리학)

1977
남
(36)

남

여

연방도로국 벌률 고문,
세무‧징수부 법무국 부국장,
국장, 세무부 법무국장, 세친
부총리 부비서 실장
출판‧정보부 장관,
러시아작가공동체 회장,
유네스코 주재 러시아 상주대표,
언론인연맹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시민사회발전‧인권위원회
위원장

작가, 언론인, 저널 ‘Студенческий
меридиан’지 근무, 문화부
전문가. Музей-усадьба Л.Н.
Толстого ⟪Ясная Поляна⟫
박물관장

야쿠츠크 자치공화국 검찰청
선임보좌관,
스베르들롭스크법대 교수, 학장,
СЮИ (스베르들롭스크법대)
부총장, 학술원, 통신회원, 소련
법무부 장관, 소련 및 러시아
최고중재재판소장

МГУ

СГАП(국립사라토프법대),
РАГС(러시아국립행정대)

МГУ

МГУ

대통령행정실장 보좌관,
내각사무국 제1부총장,
보건‧사회발전부 차관,
경제발전‧통상부 차관,
경제발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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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브리초바

골리코바

레비딘

우샤코프

푸르센코

추이첸코

18

19

20

21

22

23

보좌관

보좌관

보좌관

보좌관

보좌관

보좌관

17 벨로우소프

1957
(56)

학사(법학)
박사(법학)
모스크바

모스크바

МГУ
ИГП АН
СССР(국가‧법연구소)

МГУ

학술원 산하 경제‧수학연구소
연구원, 거시경제분석‧
단기전망센터 소장, 경제발전부
차관, 경제발전‧통상부 차관,
경제발전부 장관
러시아 최고회의 사무국 근무.
저널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편집장, 대통령행정실
법무국 국장, 대통령 보좌관

1947
학사
(66) (국제관계)
모스크바

남

1965
학사(법학) 리페츠크 주
(48)

학사(물리수학)
1949
남
박사- 독토르 레닌그라드
(64)
(물리수학)

남

여

ЛГУ нм.А.А.Жданова

ЛГУ

МГИМО

안보기구 소속 장교,
‘Интерюраудит де Фаира и Т’,

‘РФНТР’ 이사장, 산업‧과학기술부
차관. 제1차관. 장관 권한대행,
교육‧과학부 장관, 략개발센터
(ЦСР) 북서지부 소장

소련 및 러시아 외무부 산하
대사관(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근무, 외무부 차관,
주 미 러시아 대사, 내각사무국
부총장.

재무부 차관, 제1차관.
1966
학사(경제학) 모스크바 주 МИНХ(모스크바인민경제대) 보건‧사회발전부 장관, 대통령
(47)
보좌관
철도도로 건설 관련 공병 장교,
ЛУЖВВС(레닌그라드
1952 학사(공학) 우크라이나
모스크바개방사범대 교수,
남
철도공병‧군사통신사관학교),
(61) 박사(정치학) 오데사 주
교통부 장관, 교통‧통신부 장관,
ВАТТ(후방지원‧수송사관학교)
대통령 자문위원

여

학사(경제학)
1959
남
박사- 독토르
(54)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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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글로프

중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남

남

프리볼지예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바비치

26

27

남

보좌관

쇼골레프

25

남

보좌관

24 슈콜로프

1956
박사(공학)
(57)

1969
박사(경제학)
(44)

아제르바이
잔 바쿠

랴잔 주

1965
학사(어학)
(48)

ЛИСИ(레닌그라드건설대),
СЗАГС (북서행정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북서연방관구 대통령

소련군 공수부대. КГБ 소속장교
‘Антей’ 회장, ‘Росмясомолгорг’
РВВКУС(랴잔통신사관학교), 제1부회장, ‘Шуйскике ситцы’
МИЭМП(모스크바경제‧경영 감사위원장, 모스크바 주
부주지사, 이바노프 주
‧법대),
РАГС(러시아국립행정대) 제1부주지사, 체츠냐 공화국
행정수장, 경제발전‧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가두마 의원

‘ТАСС’, ‘ИТАР-ТАС’ 기자,
통신원, 총리 공보실장,
우크라이나 МГИИЯ(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 총리‧자문위원, 대통령
빈니차 주 ЛУ нм.К.Маркса(리페츠크대) 공보국장, 대통령행정실
의전국장, 통신‧매스컴부 장관,
‘Связьинвест’ 이사회 의장

ИГЭУ(이바노프에너지대)

독일
드레스덴

1955
학사(공학)
(58)

КГБ 근무(드레스덴에서 푸틴과
함께 근무), 이바노프 시
대의경제협력과 과장,
이바노프기업인연맹 회장,
대통령 행정실장 보좌관,
‘Транснефть’ 이사, 부회장,
내무부 차관. ‘Уралвагонзавод’
이사회 의장

‘RosUkrEnergo AG’ 회장 권한
대행, ‘Газпром’ 법무부장, 이사,
대통령행정실 편리국장, 대통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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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라빈

북서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남

1956
박사(철학) 리페츠크 주
(60)

МИИЖТ(모스크바철도수송대), 안보기구 근무, 러시아 ФСБ
ВКШ КГБ СССР
고위관료회의 대표. ФСБ
(소련 KGB 붉은별대)
부국장, 국가안보회의 제1부서기

남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총리)

32

우랄 연방관구
33 홀만스키흐
대통령 전권대표

페름 주

1965
학사(경제학)
(48)

스베르들롭
스크 주

스리랑카
콜롬보

1953 박사- 독토르 하바롭스크
(법학)
변강
(60)

1956
학사(공학)
(57)

1969
남
학사(공학)
(44)

남

남부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31 우스티노프

홀로포닌

남

극동 연방관구

30 트루트네프

УГГУ(우랄국립공대)

МФИ(모스크바재정대)

ХЮИ(하리코프법대)

ППИ(페름공대)

‘Уралвагонзавода’ 조립공장
공장장, 사회‧정치운동
‘В зашиту человека труда’
스베르틀톰스크 지부 대표,

소련 대회경제은행 선임연구원,
국제재정기업 ‘АКБ’ 이사,
‘Норильский никель’ 이사회
의장,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
행정수장 통합러시아 최고위원

크라스노다르 변강, 소치 검찰,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유코스
사태 해결 주도

기업인, 페름 시의회 의원, 페름
시장, 페름 주지사,
자원‧환경부 장관

노보시비르스크 주 집행위 간부,
노보시비르스크 시집행위
НИНХ
시베리아 연방관구
1953 학사(경제학) 노보시비르
위원장, 노보시비르스크 시장,
29 돌로콘스키
남
(노보시비르스크인민경제대),
대통령 전권대표
(60) 박사수료
스크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지사,
НГУ(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28

제1전권부대표, 대통령행정실
관리국 국장,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대통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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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960 학사(국제경
(53)
제)

모스크바

37 아스타호프

티토프

모스크바

대통령 직속
1966 박사- 독토르
남
(법학)
아동권리 전권대표
(47)

크로토프

36

38

레닌그라드

1963
헌법재판소 대통령
남
박사(법학)
전권대표
(50)

민흐

35

대통령 직속
기업인권리보호
전권대표

톰스크 주

1959
남
박사(법학)
(54)

국가두마 대통령
전권대표

1952
박사(법학)
(61)

남

연방회의 대통령
전권대표

34 코텐코프

МГИМО

‘Solvalub’ 소유주 회장,
‘Интерхимпром’ 회장, 전러시아
사회조직 ‘Деловая Россия’ 대표,
정당 프라보예 델로(Правое
дело) 공동대표

‘Авиа-Русь’ 주주, 법률고문,
법무부장 모스크바 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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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블라트(Blat)’로 표상되는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조지아(그루지아)의 사례에 주
목하고자 한다.1) 블라트란 러시아어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사적이면서도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 하에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2013년)에 게재되었으며,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부가 수정 및 보완되었음.
1)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위치한 코카서스(Caucasus) 지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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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소련 시기 상품과 일용품의 항시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다. 즉
특별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끼리 서로 특혜와 호의를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블라트 현상은 코카서스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소련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포스트소비
에트 공간의 일견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소연방 해체 후 20여 년의 시
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옛 소련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및 사회를 이해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비공식 인
적 네트워크에 관한 관심이 높았고 그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2) 그

힘들 정도의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지역으로서 대코카서스 산맥을 경계로 러시아연방에 속
한 북코카서스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국이 들어서 있는 남코카서스로 구분된
다. 남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은 19세기 중반 제정러시아에 병합된 이후 소련의 일부로 남아
있다가 1991년 소연방 해체를 계기로 독립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명에 속해 있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문명권에 포함된다. 소연방을 구성하는 3개
공화국으로서 소비에트적 유산을 공유하면서도 이들 3국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
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3국이 독립한 이후 20년 동안 더욱 강화돼 오고 있다. 특히
세계 굴지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막대한 오일 달러와 알리예프 부자 정권
(Heydar Aliev, Ilham Aliev)의 리더십에 힘입어 상당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데 반해,
자원이 부족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더딘 경제발전과 장기화된 내전 탓에 사회‧경제적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듯 역사적‧문명적 상이와 독립 이후 각국이 처한 내적‧외
적 환경으로 인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3국을 남코카서스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인식하고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학계 일각에 존재한다. 그러나 복잡
한 민족 구성과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남코카서스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다
트(adat), 즉 코카서스인들의 관습법이 여전히 강력하며 따라서 가치관과 담론, 표상에 대한
유사성이 집단적으로 발견되고, 막스 베버(Max Weber)가 개념화한 이른바 신가산제적
(new-patrimonial) 정치문화가 3국의 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
рян 2010, p. 52), 무엇보다 소비에트 유산의 공유 등의 이유 때문에 남코카서스를 하나의 단
일 지역으로 묶어 분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2) 국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문헌이 대
표적이다. 배정한(2003); 엄구호(2009); 엄구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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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남코카서스 3국의 블라트
연구는 아직 시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본 논문은 남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의 블라트 현상이 갖는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고, 조지아 공무
원 사회를 사례로 들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 지역의 블라트가 소비에트
의 유산이라는 측면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옛 소련의 타 지역, 특
히 러시아의 그것과는 일정 부분에서 차별된다는 점이다. 또 블라트는 오
늘날에도 남코카서스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는 간과할 수 없는 요
소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와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각국이 추진하
고 있는 개혁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남코카서스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는 블라트 현상의 주된 특징은 무
엇인가? 둘째, 그것은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셋째,
블라트가 오늘날까지 유지 및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문제
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블라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뒤이어 제Ⅲ장은 남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의
블라트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코카서스 연구
자료센터(CRRC: Caucasus Research Resource Centers)가 제공하는 ‘코카서스
지표 프로젝트(Caucasus Barometer Project)’의 데이터,3) ‘조지아의 정책, 옹호
3) ‘코카서스 연구자료센터’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방대한 정치, 경제, 사회학적 데이터를 구축해 왔으며, 이들 정보는 남코카서스 연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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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민사회 발전 프로젝트(G-PAC: Policy, Advocacy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Project in Georgia)’의 조사 결과,4)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5)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논리를 전
개해 나갈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남코카서스 3국 가운데 특별히 조지아의 사
례에 주목한다. 조지아는 2003년 장미혁명 이후 사카시빌리(Saakashvili) 정권
이 야심차게 추진한 행정개혁으로 인해 부패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
고,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비민주적 관행이 상당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지아의 고용시장, 특히 공무원 고용의 사례는 블라트의 영향
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하며, 개혁이 갖는 한계도 보여준다.
블라트에 기반을 둔 비공식 네트워크는 일정 정도 사회자본을 생성시키
고 그 구성원들에게 물질적‧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순기능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남코카서스 3국의 각국 정부는 소련/러시아와의 역사
적‧문명적 단절을 표방하면서 유럽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육성은 이들 3국이 지향하는 지

게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코카서스 지표 프로젝트’는 웹사
이트에 공개되어 있다(http://www.crrccenters.org).
4) ‘조지아의 정책, 옹호 및 시민사회 발전 프로젝트’는 미국의 ‘동서경영연구소’(East-West
Management Institute)가 2010년 10월 USAID의 지원을 받아 출범시킨 4년간의 장기 연구 프
로젝트로서, 조지아의 시민사회 육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과 시민단체 후
원, 관련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조지아의 인권 및 시민단체뿐만 아니
라 학술단체 그리고 정당과 국가기관도 참가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이 프로젝트의 홈페
이지를 참고할 것(http://www.ewmi-gpac.org/web/).
5) ‘세계가치조사’는 전 세계의 가치변화 양상과 이의 사회‧정치적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유럽가치연구(European Value Study)’와 합동으로 100여 개
국 이상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조사는 2013년 현재까지 모두
6회 수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http://www.worldvaluessurve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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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치이며 유럽의 일부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 도상에서 블라트는
분명 장해요인이며 도전이 되고 있다.

Ⅱ.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블라트: 이론적 고찰
1. 사회자본으로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그에 따른 독립 15개 국가의 출현은 유라시아 공
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신생 국가들의 등장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불안과 실망으로 대
체됐으며,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이 결코 법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합의가 도출된 지 오래이다. 옛 소련 국
가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지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
아진 것도 이때쯤이었다. 1980년대 네트워크 연구는 비교정치와 공공행정,
조직이론 그리고 사회학의 주요 주제였다. 국제관계학에서는 비국가 주체
의 역할을 논할 때, 특히 국가주권이나 세계정치에서 비정부 조직 혹은 국
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분석할 때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지구화(globalization) 연구를 통해 국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이 발
전을 보았는바, 다양한 사회집단, 국제조직,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트렌
드는 물론 지역-지구적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연계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한편으로 조직범죄와 마피아, 무기 밀거래, 테러리
스트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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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소비에트 지역 연구에는 네트워크와 관련해 세 가지 주요 흐름이
존재한다. 첫째는 1990년대에 목격되는 소비에트 유산의 재구성 과정을 추
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본 논문이 주목하는 블라트 연구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가산제(patrimonialism)와 편익을 주고받는 관행에 기반을 둔 정부
내 네트워크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정치 엘리트의
유착이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연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를 배제시킨 채 이뤄지는 시장과 관료주의
적 통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작업이다. 코카
서스와 중앙아시아에서 공식 구조와 병행하여 작동하는 토착 씨족 구조의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Closson 2009, pp. 762-763).
법과 국가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되어 사회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형성 및
유지, 확대되는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신뢰(trust)를 사회자본에
포함시킬지를 둘러싸고 연구자들간에 견해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사회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하고 협력하는 행위를 강화시켜
주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정의한 로버트 푸
트남의 견해에 동의한다(Putnam 1995, p. 67).
본 논문과 관련해서 주목할 문제는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사회자본
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재
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자본이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
이 된다고 보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NGO의 입장에서 서구식 시민사회의 성숙이 그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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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동유럽과 옛
소련 지역 국가들에서 시민의 조직에 대한 참여도(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가 남아메리카와 같은 포스트 권위주의 지역 국가들
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서유럽이나 북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주로 역사와
사회주의의 유산에서 찾았다(Howard 2002; Raiser et al. 2001).
한편, 옛 사회주의권에서 사회자본의 형성도가 낮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도 그 원인을 역사나 문화에서 찾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지
역에 따라서 사회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바브켄 바바자니안(Babajanian 2008)은 옛 소련
지역에서 서구와 같은 사회자본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효율적인 국가의 지
원이 부재하고 극도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규모 집
단(친족이나 우정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내 혹은 서로 다른 집단간에서는
인적 관계나 상호 원조하는 조밀한 네트워크가 발전해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 집단 내(혹은 간) 네트워크가 주민들의 사회참여
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거버넌스와 법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데, 옛 소련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리차드 로즈(Rose
1999)와 조너선 머피(Murphy 2003)도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 바바자니안의
견해를 지지했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마시(Marsh 2000), 알레나 레
데네바(Ledeneva 1998), 새러 부세(Busse 2001) 등은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
게 서구화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용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옛 소련 지역
에서 사회자본의 성숙도가 낮다는 견해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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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순기능에 주안을 둔 연구들과는 달리, 래이 팔
(Pahl 2000)은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
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들어 비공식 사회 네트
워크가 강할수록 공식적인 관계와 네트워크가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
민들의 공적 생활에서 제(諸) 관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팔
의 지적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블라트, 즉 옛 소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소비에트 시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블라트 현상(네트
워크)은 소연방의 해체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옛 소련 지역 국가들
에서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유럽형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남코카
서스 지역 국가들에서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기 때
문이다.

2. 소비에트형 블라트
소비에트 시기인 1930년대에 처음 사용된 블라트는 ‘끌어당긴다’는 뜻의
러시아어에서 유래하며,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상호 편익 제공(informal
reciprocal favors) 관행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6) 스탈린 시기의 계획경
6) 엄구호는 사회 네트워크와 부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러시아의 블라트와 중국의 관시를
비교 고찰하는 논고 속에서 사회자본의 러시아 버전으로서 ‘스뱌지(svyazi)’라는 용어도 아
울러 제시하고 있다. 스뱌지의 원래 러시아어 의미는 ‘관계’이며 블라트라는 말이 19세기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범죄 슬로건에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스뱌
지라는 중립적 단어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블라트가 소비에트와 러시아의 맥
락에서 비공식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주장한다.
엄구호(2011), pp. 366~367을 참고할 것.

∙ 126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블라트’와 조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하에서 만연한 일상적인 물자 부족과 서비스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가 관행화된 것이 블라트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블라트라는 용어
의 사용이 시대착오적이며 소비에트 시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블라트보다는 ‘인맥
(personal connections)’, ‘비공식 네트워크(informal networks)’라는 개념이 보
다 적실성이 있다는 견해이다(Onoshchenko 2012, p. 16). 그러나 여전히 포
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블라트라는 용어가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며,
그것이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를 상당 정도 계승하고 있고, 따라서 서구
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인적 네트워크와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성을 보여
준다는 측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블라트를 ‘소비에트형 비공식 인적 네
트워크’의 의미로 사용한다.
스탈린 시기의 소비에트 경제를 분석한 셰일라 피츠패트릭(Sheila
Fitzpatrick)은 블라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블라트란 상호 평등적이고 비위계적이라는 점에서 후원(後援) 관계와
는 다르며, 상품이나 편익(favors)과 관련된 상호관계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들이 인식하듯, 때로는 금전이 거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라트는 개인적 우정(friendship)에 기반을 둔다(Fitzpatrick
2000, p. 63).

위의 정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블라트의 기본 원칙은 개인간 신뢰에 있
다. 따라서 블라트 네트워크에 속하면서 편익과 상품, 서비스를 교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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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밀접한 관계로 맺어진 ‘자기 사람(свои люди)’이 아
니면 안 된다. 또 블라트가 성격상 편익의 상호성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렇다고 제공받은 편익을 되갚아주는 행위가 반드시 의무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제공받은 편익을 차후에 되갚아 줄 수도 있다.
소비에트형 블라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반드시 금전의 거래를
개입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비에트 사회에
서 개인의 지위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높은 교육과 좋은 직장에서 비롯된 개인의 위신이 돈으로
도 구하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 주는 열쇠였고
(Bernabè 2002, p. 2), 따라서 개인간 신뢰관계에 금전이 의무적으로 개입되
는 것은 아니었다.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소비재의 획득을 주목적으
로 했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일자리, 대출은 물론 일체의 공공 혹은
사적 영역의 정보 서비스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구소련 지역 이
외에도 호혜적인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
어 미국의 ‘굿올보이 네트워크(good ol’boy networks)’나 영연방 국가들의
‘올드보이 네트워크(old boy networks)’, 칠레의 ‘콘피안자(confianza)’, 이스라
엘의 ‘프로테지아(protetzia)’, 중국의 ‘관시(guanxi)’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비에트형 블라트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에 존재하는 비공식 인적 네트워
크에 비해 보다 일상적‧편재적이며 생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블라트 연
구자인 후세인 알리예프(Huseyn Aliyev)의 분석이다(Aliyev 2013b, p. 92).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블라트의 영향력이 잔존 혹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리처드 로즈(R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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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는 ‘모래시계 사회(hour-glass societies)’라는 개념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모래시계의 잘록하게 들어간 중간지점은 비민주적이고 압제적인 국가
로부터 개인을 격리시킴으로써 보호해 준다. (위아래로 나뉜 모래시계
사회의 ― 역자) 아랫부분에는 친구와 친척 그리고 기타 대면집단들
(face-to-face groups)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둔 강력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Rose 1997, pp. 88).

모래시계 사회란 전체주의를 경험했거나 혹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하
에 있는 사회로서, 독재자의 장기집권이 횡행하고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대다수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사회 시스템이 모래시계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되는바, 사회는 국가로부터 격리되고 개인은 국가와 공
적 기구에 대한 신뢰보다는 친구와 친척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비공
식 인적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시민사회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3. 블라트와 부패
활기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을 생성하며 정보와 지식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서구 학계의 인식도 있지만(Aliyev 2013a, p. 2), 소비에트형 블
라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사회 네트워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
은 부패와의 연관성 때문인데, 블라트 관행 혹은 블라트 네트워크가 부패
로 확대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블라트에 국한하지 않고 부패와
사회 네트워크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특히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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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해체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부패 문제를 체제전환기
적 시대상황과 연관지어 고찰한 연구들 가운데 이반 크라스테프(Ivan
Krastev)의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Krastev 2007). 그는 구소련 유라시아 국
가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가 심화
또는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체제의 성격, 제도의 불확실성, 국민의 가상적
인식, 사회자본 4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바, 이 가운데 사회자본적 요인
이 블라트와 직결된다. 크라스테프는 체제전환기적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
에서 부패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던
사회자본, 즉 사회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는 뇌물 행위로 대체되었기 때문
이라고 갈파한다. 다시 말해 사회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겉으로 잘 드러
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에 “완전히 합법적이었던 관행이 오늘날에는 부패나
뒤봐주기로 규정되는”(Андерс 2007, p. 125) 상황과도 관련되며, 관행의 토
착화나 내재화를 지역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Кайзер 2003, pp.
141-142)과도 궤를 같이한다. 또한 엄구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실 블라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특권자가 부족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공정한 것이지만 체제의 관료
적 성격을 다소 인간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평등성
을 증가시키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했다. 뇌물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
도 수용 가능한 부패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블라
트 관계도 금전화되고 이로 인해 ‘관계에 의한 청탁사회’가 ‘금전에 의한
뇌물사회’로 전환되어 부패가 보다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사회자본 중심의 설명의 핵심이다(엄구호 2011, p.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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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소비에트의 유산인가, 지역 전통인가?
1. 남코카서스 블라트의 4개 유형
주지하다시피 옛 소련 국가들 가운데 소연방의 해체와 맞물린 총체적
불안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곳은 남코카서스였다. 복잡한 민족 구성을
갖는 이 지역 3국에서는 크고 작은 민족들 사이에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
되면서 민족간 충돌이 발생했고, 각국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전부터 유혈분쟁이 발생했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
주의로의 이행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으며, 피폐한 경제와 비효율적인 행
정은 이행기 사회가 경험해야 할 다른 난제들과 뒤얽혀 비공식 관행과 비
공식 경제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전체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국가의 권
위하에 자행되던 파놉티콘(panopticon)적 감시가 사라지고 사회 구성원들
의 개인적 책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Хестанов 2003), 소비에트
시기 ‘블라트’로 통칭되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는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한 후견-피후견 관계나 친족(kinship), 씨족(clan) 네트워크와 혼재되면
서 남코카서스 각국의 경제와 정치, 사회 속에 확대되어 나갔다(Aliyev
2013b, p. 90).
2009~11년 ‘코카서스 바로미터’의 데이터는 고용 시장에서 인맥이 얼마
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듯, 취업에 있어서 개인 인
맥이 취업 희망자의 교육 수준이나 경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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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작용 요소

조지아

(단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맥

43

25

19

38

31

26

34

20

23

교육

22

24

27

26

23

21

34

26

25

근면성

5

6

7

7

5

7

4

5

6

운

5

10

9

5

4

4

5

5

5

개인능력

10

14

6

9

7

-

5

8

-

재능

3

4

-

-

-

-

3

3

4

업무경험

4

3

16

1

3

11

4

5

10

편익

-

2

3

-

8

8

-

22

18

나이

3

7

6

4

8

11

-

-

-

기타

2

2

2

4

3

3

5

4

5

자료: 다음 웹사이트에 공개된 Caucasus Barometer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http://www.crrccenters.org/caucasusbarometer/online/(단, 위의 데이터는 중복응답을 포함
하고 있음)

[표 1]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매년 그리고 국가에 따라 설
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이다. 또 응답자의 대답이 국가별로 다
르게 나타나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외모’를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009년 아제
르바이잔에 3%, 2010년 아르메니아에 6%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편익(favors)’이라고 답한 응
답자가 아제르바이잔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인데,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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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맥과 편익이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한 조사기관 측의 설명은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편익도 인맥과 더
불어 블라트의 한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남코카서스 3국에 존재하는 블라트가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의 유
산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다.
사실 소비에트 시기부터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던 남코카서스 국가들의 블
라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을 창출
하려는 주민들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억압하고
해체하려 했던 소비에트 당국의 의도가 빚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인 아즈그(azg)나 아제르바이잔
의 도시주민 공동체인 마할라(mahalla)는 남코카서스 지역에 오랜 역사를
거쳐 뿌리내린 전통적인 확대가족 혹은 토착 공동체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당국은 이들 제도를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악폐로 낙인찍고 억압했는바,
마할라나 아즈그는 비공식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불가피하게 인적 네트워크
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Aliyev 2013a, p. 2). 따라서 러시아나 여타 구소
련 지역의 블라트와 많은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코카서스 지역의 그것은 친
족 구조와 얽혀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친구와 지인 중심의 네트워크가 주
류인 러시아의 경우와는 다르게 남코카서스에서는 친족 중심 블라트가 가
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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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코카서스 블라트의 유형과 강도

블라트 관계 유형

블라트 관계의 강도

친족 (가족, 확대가족, 혈연관계)

상당히 강함, 단일성, 위계적

우정 (친구, 지인)

강함, 상호적

공동체 (거주지, 고향)

상황적

종족, 민족

약함

자료: Aliyev(2013b), p. 93.

후세인 알리예프는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네트워크를 4개의 상호 연관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 이 지역의 블라트는
친족에 기반을 둔 블라트로부터 우정에 기초한 블라트 그리고 공동체 기
반 블라트, 마지막으로 종족 및 민족 기반 블라트로 확대시켜 나눠볼 수
있다.
기술한 것처럼, 남코카서스에서는 친족에 기초한 블라트의 영향력과 관
계 강도가 가장 강하다(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2). 이 블라트
에서는 혈연이 중요시되며 자연히 배타성을 띤다. 참고로 사회자본의 측면
에서 볼 때 블라트는 접착성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수준은 높으
나, 연결성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수준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7)
또 접착성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친족 기반 블라트의 영향력과 강도가 가장
강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코카서스의 가족 구성은 평균

7) 접착성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력이 강한 반면, 연결성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외부
의 결속력이 확대‧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Granovetter(1973), pp.
1360-138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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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의 규모이며, 확대가족을 포함해서 30명 수준이다. 이 블라트는 네트
워크 내부의 재정을 제공하거나 정부 고위직, 비즈니스 중역 등의 자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족 기반 블라트는 출
생이나 혼인에 의해 그 구성원이 결정되며, 편익 제공은 온정주의에 기초
하지만 대개 위계적이다. 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
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신 가족이나 친족의 명예가 중
요시된다.8)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르메니아
(86.3%), 아제르바이잔(85.1%), 조지아(94.7%)의 경우 주민의 절대다수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리
투아니아에서는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8.3%였고, 라트비아는
70.7%, 몰도바는 79.0%였다(Aliyev 2013a, p. 3). 2008년 실시된 ‘유럽가치
조사(EVS: European Values Survey)’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
르메니아 주민의 93.3%, 아제르바이잔의 86.7% 그리고 조지아 주민의
91.2%가 가족을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답한 반면, 라트비아의 경우 68.4%,
리투아니아 61.9%, 몰도바가 75.5%였다(Aliyev 2013a, p. 3).

8) 노나 샤흐나자랸과 로베르트 샤흐나자랸은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에서 친족 네트워크
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가정생활의 이데올로기’로 부
르고 있다. 즉 친인척 사이에 형성된 위계와 이를 규정하는 규율이 친족 네트워크를 지배한
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권한과 책임이 일정 정도의 상호성을 갖는바, 친족 네트워크에서 연
장자는 구성원들로부터 봉사와 존경을 받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손아랫사람들의 문제를 해
결해 주고, 네트워크 내 교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해 준
다(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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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애전환, 위급, 필요시 원조 제공자

(단위: %)

원조 제공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가족

79

87

89

친척

51

55

63

친구

45

39

53

직장동료

14

21

30

이웃

29

21

31

지방정부

6

3

3

사회서비스/
보건기구

8

4

17

종교단체

3

1

12

NGO

2

1

5

자료: 다음 웹사이트에 공개된 Caucasus Barometer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http://www.crrccenters.org/caucasusbarometer/online/(단 위의 데이터는 중복응답을 포함
하고 있음)

한편,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는 친족 기반 블라트에 비해 영향력은 약
하나 ‘상호’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하다. [표 3]이 보여주는 것처
럼 2008년의 코카서스 바로미터 데이터에 따르면, 남코카서스 주민들은 친
족 네트워크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친구와의
유대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관에 대한 의존도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훨씬 높다. 1996~97년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에 따르
면, 아르메니아 인구의 44.7%, 아제르바이잔의 35.3%, 조지아의 73.6%가
우정에 기초한 인맥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
의 28.6%, 리투아니아의 19.3%, 몰도바의 21.4%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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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9) 10년이 지난 후인 2008년 ‘유럽가치조사’에 의한 여론조
사 결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르메니아인의
49.8%, 아제르바이잔의 31.0%, 조지아의 60.2%가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같은 조사에서 러시아
35.3%, 리투아니아 18.3%, 몰도바는 24.2%를 보여주고 있다.10)
코카서스의 친구 블라트가 서구나 러시아의 그것과 차별되는 부분은 그
것이 동일한 성별 내에서만 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들끼
리의 우정에 기초한 블라트는 가능하지만, 남녀가 혼재된 네트워크는 대단
히 찾아보기 힘들다. 또 직장 동료들 사이의 혹은 동일 전문성을 가진 집단
내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순수한 우정에 기초한 친구 관계가 코카서스에서
는 더욱 중요시되며, 거의 준친족(quasi-relative) 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11)
물론 우정에 기초한 인적 관계에서 기능적 합리주의, 즉 상호성이 중시되
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적 관점, 즉 순수한 인간관계로서의 우정
을 중시하는 관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관계
에서도 상호성은 여전히 중요한바, 한 쪽의 우정에 대해 다른 한 쪽이 물질
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우정으로써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Шахназ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p. 53-54).
9) 이 조사 결과는 필자가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의 데이터 분석 폼에 다양한 변수를 입력하
여 추출해 낸 것이다. http://www.wvsevsdb.com/wvs/WVSAnalizeQuestion.jsp
10) ‘세계가치조사’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 대한 조사결과는 1996~97년의 데이
터가 유일하다. 따라서 ‘유럽가치연구(WVS: European Values Study)’의 결과를 비교 및 참
고한 것이다. WVS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europeanvaluesstudy.eu/evs/dataand-downloads/
11) 남코카서스에서는 피를 나누지 않은 친구이지만 종종 특정한 의례를 거쳐 마치 혈연자가
된 것처럼 관계를 맺는 특수한 관습이 있으며, 이를 키르벌륵(Kirvǝlık)이라고 한다(Шахназ
арян и Шахназарян 2010,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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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코카서스의 우정 기반 블라트는 혈연 블라트에
비해 편익의 상호성이 중요시되며, 따라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모
두 편익을 주고받는 블라트 인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알선의 경우 편익 제공자는 편익 수혜자가 그 직위
에 적합하거나 혹은 블라트 안에서 상당 정도의 우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
우 쉽게 호의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준의 블라트에서 중요한
것은 편익 수혜자가 받은 만큼에 상당하는 보상을 편익 제공자에게 되갚아
줘야 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그럴 역량이 있는지 없는
지가 제공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서구의 우정 기반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도 남코카서스의 우정 블라트는 특
별히 상호성을 중요시하며 그것이 거의 의무적이다. 따라서 친구를 많이 만들
거나 새로운 우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가 반드시 연결성 사회자본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사회자본이 사적 영역으로부터 공적 영역으로 자연스럽
게 이행됨으로써 시민사회 조직에의 참여 확대가 초래되기도 힘들다(Aliyev
2013b, p. 95). 반면 최근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정 블라트가 시
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레슬리 휴(Leslie Hough)는 조지
아에서 시민사회 육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정 기반 블라트
가 비록 높은 수준의 개인적 유대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폐쇄되어 있
거나 연결성 사회자본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Hough 2011).12)

12) 레슬리 휴가 인용한 G-PAC(The Policy, Advocacy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Project in
Georgia)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63%)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한 반면, 17%가 관심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6%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스
스로가 오픈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9%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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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수준의 블라트 네트워크는 개인의 지리적 출신, 즉 공동체이다.
고향은 물론 조상의 연고가 있는 도시나 마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
나 친족 기반 블라트와 비교할 때 지리 기반 블라트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활용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1996~97년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의 설문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조지아 응답자의 10.2%, 아르
메니아 10%, 아제르바이잔의 16.2%만이 자신의 출신 지역이 중요하다고 답
했다.13) 더욱 주목할 것은 네 번째 수준의 블라트 네트워크인 종족 혹은 민
족에 기반을 둔 블라트와 비교하면 차라리 지역 네트워크의 구조가 조금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민족분쟁이 다발하는 남코카서스의 정세를 고려할 때
민족과 종족적 네트워크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기까지 하
다. [표 4]의 2010년 아브하지아(Abkhazia)에서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
처럼, 민족분쟁의 후과가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조지아에서 민족‧종족
으로 인한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는 코카서스가
역사적‧지리적으로 다민족 사회를 영위해 온 다양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14) 물론 소비에트 국가체제의 다민족성도 그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족 혹은 민족적으로 다른 그룹에 속할지
라도 우정 기반 블라트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지
인이나 친구보다 더 블라트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13) http://www.europeanvaluesstudy.eu/evs/data-and-downloads
14) 소연방 당시 그루지아(조지아) 연방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어 있던 아브하지아는
남오세티아와 함께 1980년대 말부터 조지아로부터의 독립 혹은 러시아연방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면서 조지아와 무력충돌을 빚어왔다. 남오세티아와 조지아의 갈등이 결국 2008년 8
월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 러시아가 이들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
정함에 따라, 아브하지아는 사실상 조지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부를 갖는 준독
립국가로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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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0년 아브하지아에서 소수민족의 취업 기회

(단위: %)

<설문> 아브하지아의 주민으로서 아브하즈인이 아닌 민족의 경우 좋은 직장과 직위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구분

아브하즈인

아르메니아인

조지아/
민그렐리인

러시아인

완전히 그렇다

31

14

14

20

거의 그렇다

27

29

30

25

거의 아니다

8

23

18

17

완전히 아니다

12

18

14

21

자료: O’Loughlin and Kolossov(2010), p. 16.

이와 관련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의 관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
적인 통념에 따르자면, 이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양 민족 주민들
사이에 민족적 적대감이 적체되어 왔고, 소연방 해체가 가속화되던 1980년
대 후반부터 두 민족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발전하여 결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비에트기를 거치는
동안 민족간 ‘전이(inversion)’가 발생했고, 서로 상대방 민족의 관습이나 가
치관에 동화되는 경향이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라바흐에 거주
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인 친구를 두 부류로 나누곤 했는데,
‘아시나(ashna, 아제르바이잔어로 친구라는 의미)’로 부르는 관계는 상호간
에 도움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친구이지만, 그들 중에서 자식의 할례나 세
례 의식에 참석한 사람은 ‘키르바(kirvä, 대부)’로 부르며 준가족처럼 대우
했다. 아시나로서의 친구는 개인간 우정 관계는 있으나 가족간 유대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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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15) 키르바가 되면 가족간 관계가 대단히 긴밀해지며 이런 관계는
종종 대를 이어 계승되기도 했다(Мкртчян 1988, p. 175). 기독교도인 아르
메니아인이 이슬람교도인 아제르바이잔인을 자신들의 종교행사에 참석시
킬 뿐만 아니라 아이의 대부로서 대우했다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
어찌되었던 이상의 고찰을 통해 규명된 결과는 [표 3]에서 보여주는 2008년
코카서스 바로미터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위급 상
황이나 전환기적 순간에 가족(85%), 확대가족(55%) 그리고 가까운 친구
(45%) 순서로 도움과 원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3%)나 NGO(2%)
라고 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대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인 국가나 시민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강하다.
일례로 조지아를 대상으로 한 ‘조지아의 정책, 옹호 및 시민사회 발전 프로
젝트’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실업과 빈곤, 인플
레이션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NGO
에 책임을 전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2. 남코카서스 블라트의 특징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네트워크가 소비에트 시
기의 블라트, 또 소연방의 기타 지역과 차별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Aliyev 2013b, pp. 102-103).
15)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에 ‘아시나’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가족간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두 민족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민족, 종교적 순수성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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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에트 시기의 블라트가 주로 식료품과 소비재, 내구재 등을 획
득하는 데 활용됐다면, 오늘날의 블라트는 구직, 의약품, 교육 등에 활용되
는 경향이 강하다. 또 사회주의 시기와는 달리 금전적 필요에 블라트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비에트 시기 남코카
서스에서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수입품 획득을 위해 블라트가 활용됐
다면, 오늘날 이 지역의 블라트는 고용, 교육, 보건, 정치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소비에트의 블라트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내부의 개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코카서스에서는 명예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는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블라트 거
래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소비에트 시기 조지아의 비공식 경제
를 분석한 요차난 알트만(Yochanan Altman)은 명예와 불명예라는 개념이
사회의 관계 곳곳에 뿌리박혀 있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소비에트형 블라트가 주로 친구관계의 유대에 강하게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의 확대와 ‘필요한 사람(нужные люди)’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
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반면, 코카서스형 블라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친족과 가족의 유대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러시아
와 기타 지역에서 블라트 네트워크 내부의 일개인이 규율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네트워크로부터 축출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데
반해, 코카서스형 블라트에서는 그러한 위반자를 설득 혹은 처벌함으로써
규율을 받아들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요차난 알트만은 소비에트 시기
조지아의 블라트는 친족, 가족 중심적 네트워크와 우정 네트워크라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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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히 친족형 블라트에 주목
하고 있다(Altman 1983, pp. 4-16).
넷째, 러시아의 블라트는 대부분 비위계적이며 후견-피후견 관계와는 명
백히 구분된다. 반면 코카서스형 블라트는, 특히 친족 네트워크일 경우 연
장자에 대한 의존적 요소가 종종 중요시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상호성
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편익이 제공되더라도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는 명예나 존경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
시아와 소비에트형 블라트는 상호성에 대한 기대 없이 편익이 제공되는 경
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 상황에 속한다.
다섯째, 위에서 나열한 소비에트형 블라트와 남코카서스 블라트의 차이
는 경제적 격차, 인구밀도 그리고 사회 조직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것인바,
스티븐 샘슨(Steven Sampson)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 요인 때문에 블라트
네트워크의 ‘그림자 경제’는 외딴 지역이나 소수민족이 집중 거주하는 비지
(飛地) 그리고 산업화가 덜 된 공화국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Sampson
1987, p. 129).

3. 제2경제 및 부패와의 상관성
남코카서스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막론하고 포스트소비에트 국가
들에서 목격되는 블라트 현상을 제2경제와 관련짓는 연구는 적지 않다. 걸
트루드 그린스데일(Gertrude Greensdale)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기
남코카서스의 비공식적 제2경제의 규모가 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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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20%, 소연방 전체의 40%를 웃돈다. 1965~75년의 기간 동안 아제르바
이잔과 아르메니아의 1인당 소득에서 이른바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었다(Greensdale 1980, p. 11). 조지아에서도
블라트 경제는 유사한 규모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린스데일은 소비에트 시
기 조지아의 총 도시주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축조되고 소유된 주택이 42%
를 상회했다고 지적한다(Greensdale 1980, p. 49).
한편, 블라트 관행 및 네트워크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경제가 반드시 부
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코카서스에서
는 친족 기반 블라트의 영향력과 역할이 크며, 이는 부패와 무관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블라트의 특징이 상호성에 있다는 점 때문에 부
패의 추동력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이 지역에서는 친족 중심의 비공
식 네트워크가 갖는 위계성으로 인해 후견-피후견 관계와의 구분이 애매모
호하며, 소비에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남코카서스 각국에서 목
격되는 부정과 부패에 블라트 문화적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제임스 헤이
젠(James Heize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블라트 관계는 뇌물로 발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 뇌
물을 주어야 가장 잘 통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블라트 인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자신의 인맥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 사람은 ‘상호 편익의 교환’이라는 영역
을 벗어나 불법적인 편익의 구매라는 영역으로 옮겨가야만 할 것이다
(Heizen 2007,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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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카서스의 사회자본이 일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
는 견해는 부패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16) 개빈 슬레이드(Slade 2006)는
포스트소비에트 이행기 동안 불가피했던 제도적 공백을 검토하면서 이 시
기에 신뢰, 협업, 사회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부정적인 형태로 변형되
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사회의 기반으로 작용해야 할 사회자본이 지하
활동과 범죄조직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지아 국가의 취약성 때문
에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공공 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대체했다고 지적한 클로슨(Closson 2009)의 견해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이다.
남코카서스의 경우 블라트와 부패의 경계를 정확히 선긋기는 힘들지만,
그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블라트가 부패에 비해 보
다 고위급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나 국가기관 고위
직의 자리 알선의 경우 돈보다는 인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런 자
리를 단순히 돈을 받고 거래하기는 힘들다. 여기에는 소비에트의 유산이라
는 측면도 작용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연방에서 각 지역 공화국의
토착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된 ‘코레니자치야(коренизация)’,
즉 토착화 정책은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코카서스 지역 공화국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지역 공화국의 당과 국가기구에서 현지 엘리트들이 고위직에
취임 혹은 승진하기 위해서 친족 및 씨족에 기반을 둔 블라트 네트워크를

16) 아제르바이잔에서 라파일 하사노프(Rafail Hasanov)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
는 금전을 빌리는 대상을 친족 기반 네트워크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블라트 네트워크에 내
재되어 있는 사회자본이 배타적이고 선택적(selective)이기는 하지만, 취업 알선이나 미소금
융의 효율적인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Hasanov(200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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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연방 해체 후 각 공화국이 독립
한 이후에도 이들 엘리트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지아의 전임 대통령인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와 아제르바이잔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Heydar Alyev) 전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Aliyev 2013a, p. 3).17)
둘째, 남코카서스에서는 금전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는 부정이나 부패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자율 및 시민 참가와 관련한 2011년
코카서스 바로미터 조사의 결과를 보면, 조지아의 응답자 중 40%는 정부
관료가 친지에게 정부기관의 자리를 알선해 준 경우 이것을 부패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45%는 의사에게 특별히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18) 따
라서 부패와는 달리 블라트와 관련된 상호관계는 현지 주민들에 의해 부정
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중개 역할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
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금전 거래는 단순
히 감사의 표시이며 가치의 표현이다(Aliyev 2013b, p. 100).

17) 남코카서스 3국 가운데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권력 엘리트 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씨족
(clan)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에서 일함 알리예프로 이어
지는 대통령직의 부자 세습이 특징인 이 나라에서는 나흐치반(Nakhchivan) 지역의 씨족 네
트워크가 정치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예라즈(Yeraz), 그라즈(Graz), 카라바
흐(Karabakh), 바쿠‧시르반(Baku-Shirvan) 씨족들이 이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타 자
세한 정보는 현승수(2011), pp. 270~273을 참고할 것.
18) http://www.crrccenters.org/caucasusbarometer/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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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지아의 블라트: 고용의 사례
1. 조지아의 비공식 경제와 장미혁명
조지아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즉 블라트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비공식 경제와 부패 그리고 장미혁명으로 시작된 개혁 정책에
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현 대통령인 사카시빌리의 집권을 가능케
한 2003년의 장미혁명 전까지 조지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가
장 부패가 심한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비공식 경제의 폐해도 심각했다. 소
비에트기 당시부터 조지아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지하 경제는
일개 산업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규모였고, 현지 주민들의 참가도 대규모였
다(Altman 1983). 이러한 그림자 경제의 영향력이 독립 이후부터 더욱 활성
화되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등(Schneider et al.
2010)에 따르면 1999/2000년 당시 동유럽과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23개 국
가들에서 공식 GDP 가운데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8%였으
며, 이 수치는 2005년에 36.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지아의 경우 비공식
경제의 규모는 23개국 가운데 최대를 기록하여 1999년 GDP의 67.3%였던
것이 2007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62.1%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아제르바이잔의 비공식 경제 규모(1999년 60.6%, 2007년
52.0%)와 비교할 때도 적지 않은 차이다.
소비에트 시기부터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에 의존하던 조지아는 소연방
의 해체와 독립기의 총체적 혼란이 장기 지속됨으로써 실업률이 급증했고,
이것이 비공식 경제의 만연을 초래했다. 2008년 당시 조지아의 실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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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로 옛 소련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더욱이 조지
아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곳에서 영세적 자급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실업 해소 정책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미혁명 이후 노동 규칙에 대한 본격적이고 원대
한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사카시빌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비공식 관행에 젖어 있던 기업들을 국가의 감
독을 받는 공식 시스템으로 끌어오려는 의도하에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04년 당시 21개였던 세금의 수가 2008년에는 4개로까지 획기적으로 줄
어들었고 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19) 또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면서 국
가에 등록된 회사의 수는 2005년에 36,000개로부터 2007년 51,000개로 늘
어났으며, 공공부문에서의 봉급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규
제 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조치로 인해 그림자 경제가 극적으로 감
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 에너지 부문과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민영
화가 진행되고 허가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부패도 줄어들었다. 조지아의 국
제 부패지표 지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었다(OECD 2011, p.
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휴먼라이츠(Human Rights)｣의 보고서가
적시한 것처럼 고위층에서의 부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아직도 취약한
민주제도, 공공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시민사회 참여도의 낮음, 열악한 재
산권, 엘리트 부패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OECD 2011, p.

19) 4개로 줄어든 세금은 부가가치세(18%), 법인수익세(15%), 개인소득세(20%), 재산세(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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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히 뵈르젤과 파무크가 경고했듯, 조지아의 부패는 일상적이고 소소
한 차원에서 벗어나 엘리트 차원으로 전이되고 있는데(Börzel and Pamuk
2012), 이는 블라트 관행과 부패의 구분을 더욱 어렵게 하며 철저한 부패
척결 노력을 저해한다.

2. 고용시장에서 블라트 관행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와 국가권력이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 블라트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일견 이해할 만하다. 소연방 붕괴와 독립
과정에서 초래된 정치적‧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조지아는 사회총체적 혼
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실업과 맞물려 고용시장에서도 여실
히 드러나 있었다. 장미혁명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2년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1999년 당시 조지아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에 참여하는 피고용인
의 52%가 비공식적인 노동환경에 속해 있었다. 다시 말해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피고용인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가정
내 특히 가족농장 등에서 무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이들은 공식적 고용절차를 통해 취업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999년 당시 전체 공무원의 18%는 법적 신분보
장이 결여된 비공식 피고용인 신분이었다.20) 또 대다수 공무원들이 본업
외에 비공식적으로 2차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Bernabè
20)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부문의 고용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9%에 달했다. Bernabè(2002),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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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pp. 53-54). 비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노동환경에서
블라트 등의 비공식 관행이 만연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개혁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 등 공식 기구 내에서의 비공식 인적 네트
워크와 블라트 관행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5년 세계은행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연구는 조지아 영내의 국내 실향민
(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일반 주민(GP: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식‧비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Tskitishvili et al. 2005). 다양한 초점집단(focus group)의 선정, 20개의 심도
높은 인터뷰 그리고 1,000명의 IDP와 1,000명의 GP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21)
첫째, IPDs의 인적 네트워크는 IDPs가 정부기관에 고용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GP의 인적 네트워크는 GP가 사적 부문에서 고용되는 데 도움
을 제공한다.
둘째, IDPs와 GP는 모두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친구와 친지, 지인의 도움
을 가장 자주 받는다.
셋째, 친족과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성격의
블라트 네트워크들 중에서 IDPs는 직업 관련 네트워크를 가장 선호하며,
GP는 종교나 교회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IDPs(17.3%)는 GP(25.7%)에 비해 훨씬 낮
은 측정치를 보여준다. 즉 일반 주민들보다 국내 실향민의 경우가 타인을
21) 설문조사 대상자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외에 쿠타이시(Kutaisi)와 주그디디(Zugdidi)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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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복잡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초래된 민족간 분쟁과
2008년 8월 발생한 조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국내 실향민이 다수 발생
한 조지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는 IDPs가 GP에 비해 사회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이러한 가설을 입
증하지 못했으며, IDPs의 사회자본 수준도 GP와 동일한 정도로 높다는 결
론이 도출되었다. 또 연구 자체는 공식 인적 네트워크와 비공식 인적 네트
워크 사이의 구분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1990년대 초부터 분쟁과
사회적 불안이 지속된 조지아의 고용시장에서 주로 친지와 우정에 기반을
둔 블라트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구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문제는 공무원의 선발 과
정과 승진 프로세스에서의 비효율적 관행이다. 개혁이 진행될 당시 국가기관
에 다수의 공석이 발생했고, 언론에는 공직을 보충할 채용 안내문이 적지 않
게 게재되었다. 그러나 타마르 차르크비아니(Tamar Charkviani)가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Чарквиани 2006)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석은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 온 이들이 아니라, 친지와 친구, 지인을 통해 권유와 소개를 받은 이들
로 채워졌음이 밝혀졌다. “국가 공직에 결원이 생겨 채용이 필요하다는 정보
를 누구에게서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답은 [표 5]와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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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직 채용의 정보원(情報源)

(단위: %)

<설문> 국가 공무원직에 결원이 생겨 채용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순위

정보원

응답률

1

친지, 친구, 지인

65.3

2

기타

11.2

3

채용 공고문

9.6

4

신문

6.6

5

기타 언론

5.1

6

인터넷

2.2

자료: Чарквиани(2006), p. 246.

채용 정보의 정보원이 어디(누구)였는지는 지원자의 이후 운명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지원자가 채용 이후 원하는 직책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정보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질문 중 “당신의 조직 내에 친지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직에
임명된 직원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37.5%가 “그렇다”, 46.3%가 “답
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반면, 15.4%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Чарквиани 2006, p. 246).
더 나아가 블라트에 의한 채용은 공무원들의 업무의 질, 직장 내에서 그
들의 인권과도 관련된다. 채용 당시 업무의 양이나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등에 관해 고용주(국가)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0.6%에 달했으며(“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 피고용인이 그
러한 처우를 특별히 자신의 권리 침해로 여기지 않았다. 또 총 응답자 가운
데 약 30%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는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 차차 습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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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해, 비공식적 채용의 문제점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둔감하다는 인상
을 준다(Чарквиани 2006, pp. 246-247).
블라트의 영향은 공무원의 채용뿐 아니라 승진에도 영향을 준다. 약 40%
의 응답자가 실적보다는 지인이나 혈연관계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고 답했
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비공식적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장 내 권리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며, 그러한 상황에 처하
더라도 이를 쉽게 벗어날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Чарквиани 2006, p. 247).
이상에서 보듯 장미혁명으로 인한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블라트의 영
향력은 공직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개인의 블라트 네트워크
는 공무원들의 무시하지 못할 사회자본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
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해 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약화시킬 뿐만 아
니라, 조지아가 서구식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데 분명한 장애로 작용한다.

표 6. 공무원의 상사에 대한 의존도

(단위: %)

<설문> 일상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사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가?
응답

응답률

늘 기대한다

41.2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기대한다

40.4

기대하지 않는다

5.1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다

13.2

자료: Чарквиани(2006), p. 248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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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상사와 부하 사이의 후견-피후견 관계 역시 조지
아의 국가기관에 여전히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후견-피후견 관계는 블라트와는 다른 성격의 비공식 관행으로 취급되
어 왔다. 그러나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코카서스에서는 양자 사이
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차르크비아니 역시 친지나 지인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한 공무원이 기관장이나 상사를 후견인으로 삼아 충
성과 보상에 기초한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6%가 급여나 상여금의 액수가 상사
와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차르크비아니는 이 같은 수치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Чарквиани 2006, pp. 247-248). 또 후
견-피후견 관계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후견
인인 상사에게 양도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한다. 설문조사 응답자
의 절대 다수인 81.6%가 일상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사로부터 도움을
바란다고 대답했다.
[표 7]에서 주목할 것은 동료의 불법행위가 ‘윗선과 닿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수치이다. 블라트와 후견-피후견 관계 등의 비공식 관
행이 부패와 닿는 경계선이 희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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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단위: %)

<설문> 직장 내 동료의 불법행위(부정부패 혹은 사적 이익에 따른 결정 등)를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응답

응답률

상사에게 직접 알린다

15.4

자신을 밝히지 않고 상사에게 알린다

5.1

동료들과 상의하여 상사에게 알릴지를 결정한다

42.6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16.3

불법 관행은 늘상 상사의 비호 하에 자행되므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0.6

자료: Чарквиани(2006), p. 248의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3. 조지아 블라트의 역사‧문화적 맥락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비공식 인적 관계는 공직에 입문할 때와 승
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작용한다. 공식적인 규정을 따르
지 않고 공직에 입문한 이는 업무를 학습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행동 패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인 행동 패턴이 바로 블라트인바, 위의 조사 연구를 실시한 차르
크비아니는 비공식적 노동관계를 경제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문
화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조지아에서 블라트 관행이
만연하는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Чарквиани 2006, pp.
242-243).
첫째, 역사적으로 조지아에는 관료기구의 존재감이 작았기 때문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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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를 대신할 비공식 관계, 즉 블라트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전쟁과
식민지배의 위협이 상존한 까닭에 사회안전은 보장받기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사회제도는 취약해지고 주민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문제
를 해결하려 시도하게 된다.
둘째, 조지아가 소연방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은
법치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으며, 소련 시기 많은 영역에서 법이 행동의 지
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행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때문에 법은 비공
식 관계를 통해 파괴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 차르크비아니의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조지아 철학 교수는 “소련 사회
전체가 반사회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였다. 한 쪽에서는 법체계가 존재했지
만, 다른 한 쪽에서는 성숙한 비공식 관계 시스템이 존재했다. 이러한 비공
식 시스템은 새로운 소비에트 위계질서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다”
라고 지적했다.
셋째, 조지아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의 발전이 뒤늦게 이루어진 사실
도 원인 중 하나이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자기
가 체결한 계약과 노동조약이 보호받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넷째, 준법정신이 조지아의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나라
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중 잣대’가 하나의 민족 문화처럼 형성되어 왔다. 익
명의 조지아 문화학자는 “조지아의 군주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신앙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턱수염을 기를 정도였다. 그러나 품속에는
은밀하게 십자가를 걸고 있었다. 이 같은 무원칙적인 순응주의에는 역사적
인 근거가 있다. 순응주의야말로 조지아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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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지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치를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점령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왔다. 법은 이
방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강제된 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것이
비양심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여섯째, 조지아 문화에서는 구두에 의한 합의가 문서나 공식적인 규율보
다 우선적이다.
일곱째, 역사적으로 조지아에서는 법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법 개념과 법 이론이 연구된 바도 없다.
끝으로, 조지아와 이웃한 국가들에서도 법 인식의 수준은 마찬가지로 낮
아 조지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3년 발생한 장미혁명 이후 사카시빌리 정권의 획기
적인 부패척결 노력과 행정 및 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로 인해 조
지아의 부패 수준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차르크비아니는 장미혁명 이후로
한동안 조지아 사회에 팽배해 있던 낙관론적 분위기 때문에 공직개혁이 최
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개혁
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긍정적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권하에서의 개혁이 구세대 관료들, 즉 노멘클라투라를
일소하고 신정권에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들과 공무원들로 교체되어야만 비
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개혁의 결과로 인해 국가재정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봉급이 상당 수준 인상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한다(Ча
рквиани 2006, p. 244).
하지만 3명의 조지아 출신 사회학자들(Durglishvili, Jgerenaia, Kiladze)이
30개의 인터뷰와 20개의 설문을 바탕으로 수행한 2009년의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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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조지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요소와
개인의 수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
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사카시빌리의 민주주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
다고 결론짓는다. 또 나다레이시빌리(Nadareishvili)가 수행한 2005년과
2007년의 연구는 부정적인 사회자본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조
지아가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적 관계와 비공식 인적
관계가 함께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USAID Caucasus 2011, p. 14).

Ⅴ. 나가는 말
본문의 고찰을 통해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즉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가 주
로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혈연 중심의 네트워크 특성상 비상호
성과 위계성이 중요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우정을 기반
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는 상호성이 중시되며, 친구일지라도 준가족적인 수
준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코카서스의 블라트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주목할 점
은, 다민족, 다종교 상황이 유사한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강력하고 전통적인 씨족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또 민족분쟁이
다발하는 코카서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족이나 민족에 기반을 둔 인적
네트워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소비에트의 유산이라는 측면을 공유하면서도, 남코카서스의 블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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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러시아나 여타 옛 소련 국가들의 블라트와 차별되는 특수성이다.
러시아 블라트 연구에서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알레나 레데네바는 소연
방 해체 이후 블라트의 변화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구체상을 보여줄 만족
할 만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블라트가 공산주의 종식 이후 비공식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지적은 남코카서스 지역의 블라트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EU 가입과 서구식 시
민사회 육성을 지향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유럽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한, 또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곤란,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
는 한, 블라트 관행은 끊임없이 이들 국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코카서스 3국의 블라트 연구는 아직 시초 단계에 있으며, 그 실
상을 규명해 줄 자료와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현지 언어로 된 설문의 활용과 현지인 인터뷰 그리
고 인적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며,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서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러시아/소비에트 문화에서 기원한 블라트라는 개념이 주로 친구와 지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면 혈연이 강조된 남코카서스의 비공
식 인적 네트워크를 블라트로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역시 제
기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앞으로 발전시킬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흑해 협력 시대를 전망하는 21세기
이 시점에서 블라트의 시초적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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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1. 들어가는 말
2013년 9월 6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던 박
근혜 대통령은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
었으며, 그중에는 답보상태인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 한국에 닿
게 되는 가스관 사업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두 정상간의 만남
에서 가스관 사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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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여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철도의 꿈을 언급하였다.
하루 전인 9월 5일, 신화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베이징발 기사1)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천
연가스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음”을 전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
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은 9월 3일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연간 천연가스 거래량을 2020년까지 650억 ㎥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계약
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연
간 400억 ㎥씩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연
간 생산량 300억 ㎥ 규모의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건설 후 넘기는 턴키 방
식의 사업권도 획득했다. 국내신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Reuter)
통신은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2) Business New
Europe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Gazprom)
이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건설 예정이던 가스관 건설을
중단했으며, 현재의 상황은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가스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러시아 측 기대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3)
2013년 10월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가스관 연결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양국간에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돌
1) http://prlink.yonhapnews.co.kr/(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2)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9/04/us-gas-turkmenistan-galkynysh-idUSBRE9830MN20130
904(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3) http://www.bne.eu/story5328/Russia_delays_key_gas_pipeline_to_China_as_Turkmenistan_boosts_
eastbound_exports(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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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다”고 밝혔다.4) 윤 장관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 중에 정리할 것은 정리할 계획”이
라고 덧붙임으로써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사업을 조기 추진,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과 함께 조선‧철도‧금융‧에너지 분야 등에서 15건의 MOU를 체
결했다.5)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6) 제10항에서 “양측은 연료‧에너지 부
문 협력 확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 파이프
라인 가스의 중‧장기적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원보유, 경제적 타당성
및 이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윤 장관의 답변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로써 사실
상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7)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이처럼 정체 상태에서 사업 전망 불투명으로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 동안, 푸틴 대통령은 2013년 6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와 만나 사할린의 PNG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이 아닌

4) 한국일보, 2013년 11월 1일.
5)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
6) http://www.president.go.kr/news/newsList.php?&cur_page_no=1&mode=view&uno=254&article_
no=248&&cur_page_no=1(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7) 한‧러 간에 맺은 MOU와 관련하여 “조선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로스네프트(Rosneft),
가즈프롬(Gazprom) 사 등과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 측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수주하는 LNG 운반선 13척 이상의 발주 프로젝트를 따내려 하고 있다”는 보도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는 가스 사업의 관심이 파이프 라인을 이용하는 PNG 사업에
서 배를 통한 LNG 운반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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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北海道)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8)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석유산업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
고 있는 사할린 석유가스개발(SODECO: Sakhalin Oil and Gas Development
Co.)은 사할린 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확보
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이(Mitsui)와 미쓰비시(Mitsubishi)는 사
할린 LNG 프로젝트에 가즈프롬(Gazprom)의 파트너사로서 참여 중이다
(Mochizuki and Alpert 2013).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인 미국 또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
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다. 미국은 셰일가스(Shale Gas)의 개발로 세계 에
너지 시장에서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셰일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1월 말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 파트너(Cheniere
Energy Partners) 사의 ‘사빈패스 리커팩션(Sabin Pass Liquefaction, 이하 사
빈패스)’과 LNG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때 MMBtu(25만 ㎉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11.75달러의 장기도입 계약을 맺었다.9) 이는 북미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헨리허브(Henry Hub) 기준가로 정한 원가 5달러에 액화비용,
수송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가스공사는 사빈패스 LNG 프로
젝트를 통해 2017년부터 20년간 매년 350만 톤의 셰일가스를 들여오기로
했다. 1MMBtu를 대략 0.02톤으로 잡을 때 1톤당 587.5달러, 연간 총 20억

8) 한국일보, 2013년 11월 1일.
9) ｢가스공, 미 셰일가스 가장 비싸게 샀다｣, 뉴스 1. 2013년 11월 11일. http://news1.kr/articles/1395303(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 168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5,625만 달러(약 2조 2,000억 원)규모다. 가스공사가 미국과 계약한 350만
톤은 750만 톤이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 물
량의 반 가까이 된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사업이 지지부진한 반면,
한국은 미국과 가격은 물론 공급물량까지 이미 계약을 마쳤다.
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처
해 있는 간단치 않은 복합적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를 수입하겠다는 점에 있어 원칙적 합의를 보았고,10)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한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한 통과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과 만나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
을 얻었지만,11) 그 이후 남북 간에 발생한 많은 사건들과 이로 인하여 경색
된 남북관계 및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사업은 정지된 상태이다.
본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은 러시
아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복수의 국제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의 복잡성을 상기시킨다.

10)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을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2015년부
터 매년 750만 톤의 시베리아산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PNG)’를 30년간 도입하기로 되
어 있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예상 소비량의 20% 규모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1년 로
드맵에 서명해 2013년 말에는 PNG 도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11)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에 대해 상당 시간 논의했으며, 김 위
원장은 가스관 연결에 지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국경제 201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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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가스관 사업과 전략적 선택
2013년 9월의 G20 회담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가스관 사업을 언급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
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11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의 즉각적 재개가 아닌 탐색적 모색이라는 태도를 표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해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
고 있는 까닭에 가스관 사업에 적극적일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은 차치하고
라도, 2012년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
서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언급했던 점,12) 2013년 11월의 방한을 앞
두고 그 방한 목적에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재개 촉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이라는 여러 예측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가스관 사업에 대한 탐색적
태도로의 귀결은 러시아의 입장에도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
을 가능케 한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은 사업 재개를 기
대하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내의 많은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겠지만, 어쩌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위상 혹은 가스관 사업에 대한 대한
민국 정부 및 러시아 정부의 기대치의 정도를 드러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즉 현 상황을 표면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재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공급자
나 수요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급하지 않은, 다시 말해 성
12)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2012년 3월 13일 첫 통화를 가졌으며, 남‧북
‧러 3국 가스관 건설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한동안 정체되었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루어졌다. 조선일보 201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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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다면 좋겠지만 성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급할 것은 없는, 심지어
추진될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떠안을 수도 있는, 따라서 각자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언제 멈춘다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많
은 요인이 제시될 수 있지만, 한 이유로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갖는
현시적 영향력의 미미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구 수준에서의 행위
자 러시아와 유라시아 및 유럽 등 지역 수준에서의 강력한 행위자로서의
러시아라는 이미지와 달리, 동북아에서의 행위자로서의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13)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제한된 영향력
의 통로로 인하여 러시아의 존재감이 실제보다 훨씬 미미하게 투사되는 것
이 우리가 러시아와의 협력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 측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 전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긍정적 전망을 강조하는 연구들과 상당히 궤를 달
리한다.14) 한국과 러시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의 궤적을 돌이켜 볼 때,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등

13)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존재감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에 관해서는 신범식(2012b), pp.
346-347을 참고할 것.
14) 가스관 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을 포괄하는 기존의 연구들로는 백훈(2011);
백승주(2011); 신범식(2012a); 신범식(2012b); 안세현(2010); 윤성학(2012); 윤영미(2009), 이
윤식(2011) 등을 참고할 것. 또 이 문제를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로는
Ahn(2010); Bilgin(2011)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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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어쩌면 전혀 기대치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자금과 시
간,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격과 그것이 향후 참여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전략균형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을 감안할
때, 가스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아무리 많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기 993년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하여 강동 6주를 가져올 수 있
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상황을 판단하는 정세인
식 능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상대방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
는 적응력과 전략적 사고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한국과 러시
아와의 가스관 협상은 그와 같은 폭넓은 식견과 정세인식,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관 사업
은 그 직접적 참여자이자 관여자인 한국‧러시아‧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행
위자이자 가스‧가스관 및 그에 따른 전략균형 변화의 직‧간접적 연관자라
고 볼 수 있는 중국‧일본‧미국 등의 전략적 선택들이 서로 뒤얽혀 있는 분
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의 바탕 위에
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여러 논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가스관 사업은
남북한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
혀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또 매우 다양한 합종연횡이 가능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가스
관 사업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 국가이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

15) 서희의 강동 6주 협상에 대한 협상학적 접근은 박상현(20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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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합방정식을 어떠한 풀이 방식을 택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
여 다시 한 번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
약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실
현시킬 것인지, 더불어 그 실행과정의 어려움들은 무엇인지를 예측하며, 더
불어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과 그러한 위험요인들
에 대한 통제의 방법들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
한 연구의 진행은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연구 결과물들과는 별개로 가스관 사업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 자체가 갖는 여러 불확실성과 상황적 변화의 가
능성,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선택지의 다양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가능한 전
략의 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쟁점들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들은 무엇인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정치‧경제‧에너지 안보 등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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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면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구수준‧지역수준‧양자수준‧개별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해석에 따라 참여자를 포괄
하는 주변의 행위자들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복합적
사안이다. 이런 까닭에 이 사업의 어느 한 측면, 한 수준, 혹은 한 행위자만
을 강조하여 논리를 전개하거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가스관 사
업이 갖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러시아 가스관 사업
에 대한 접근은 다수의 행위자와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적 다차방정식에 근
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물
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해법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16)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되어야 할 근본적 질문은 ‘과연 가스관 사
업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가스관 사업을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 있
어서 그 시작점이 은연중 가스관 사업의 진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업의 성사를 전제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발
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
은 어쩌면 일견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의 변화 등과 같은 한‧
러 MOU 체결 이후의 상황 변화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 자체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
보다도 먼저 ‘과연 가스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16) 동시에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여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대안
으로서 일정한 수준에서의 통제를 통해 특별한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예측하는 방
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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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에만 ‘그럼 그것은 실현 가
능한가’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 성사를 전제한 이후의 추진전략을 검
토함으로써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이후 논
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은 ‘실현 가능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
현시킬 것인가,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예상되는가’ 등일 것이고, 혹은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현 가능토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
는가’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스관 사업 실행의 디시전 트리(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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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필요한가?
러시아 가스관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것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2008년 한국이 러시아와 가스
수입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을 때에는 가스관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러한 가스관 사업의 성사가 경제적‧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또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오늘에 이르러 변화된 에너지 환경과 세계정세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
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먼저 이를 차례
대로 검토해 보자.

가. 경제적 접근
가장 빈번히 강조되는 것은 참여 3국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것이다. 러
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남한은 기존의 가격보다
30~70% 정도 더 낮은 가격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협력에
이은 경제 및 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파급시켜 갈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천연가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극동 지역 발전과 러시
아의 아시아 정책에 부합하는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과의 추가적
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사업으로 러시아는 향후 30년
간 안정된 가스 시장을 확보해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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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식 2011), 이를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 또 북한의 입
장에서는 매년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통과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PNG 운송수단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인건비 및 지
역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PNG 통과 지역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전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까닭에 세 나라 모두에 윈-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다(이윤식 2011, pp. 29-52).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러시아와의 계약
형태 및 그에 따른 가스 공급 가격, 북한의 통과세 부과 방식과 금액 등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러시아 및 북한과
어떠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권원순은 배관 설치비용 총 22억 3,560만 달러, PNG 북한 통과
비용 연 1억 1,840만 달러일 때 남한이 25년간 러시아 가스 750만 톤을 수
입한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PNG 가격을 1MMBtu당 0.31달러로 추산함으로
써 LNG의 9.4달러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추정했다(권원순 2011).
김연철(2011)은 PNG는 LNG와 달리 액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규
모 저장시설이 필요없고, 가스 소비량에 따라 공급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
에 기술적 편익성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훈(2011, pp. 106-108)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가스
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가격 현황과 우크라이나 등 경유국이 부과하는
통과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사업 효과를 전망
한 바 있다. 즉 그는 북한이 100km를 기준으로 1TCM당 1.7달러의 통과세
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와 러시아가 1TCM당 각각 200달러와 300달러의 가
스 가격을 부과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북한 경유 러시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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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사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
대로 하여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3국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시나리오
Ⅰ(가스 가격 $200/TCM)의 경우 한국의 비용 절감규모는 연간 19억 1,630
만 달러(환율을 1달러당 1,100원 적용할 때 약 2조 1,080억 원, 천연가스 수
입액 대비 절감 비중 11.3%), 북한의 통과세 수입은 연간 1억 6,960만 달러,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판매 수입은 연간 19억 9,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 Ⅱ(가스가격 $300/TCM)의 경우에는 한국의
비용절감 규모는 연간 9억 1,880만 달러(약 1조 110억 원, 천연가스 수입액
대비 절감 비중 5.4%), 그리고 러시아 가스판매 수입은 연간 29억 9,250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백훈 2011, pp. 106-108).

나. 정치적 접근
가스관 사업 필요성의 두 번째 근거는 사업이 성사될 경우 예상되는 정
치적 효과이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어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설치가 실현될 경우 남‧북‧러 모두에 강한 정치적 의미
를 가질 수 있다는 예측에 근거한다. 먼저 러시아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
도의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통합의 추동력에 간섭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11년 9월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전망 2030｣
에서 2020년 후반 남북한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서,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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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Dynkin 2011). 남한의 경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력
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겠지만) 러시아라는 가능한 동조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경우 한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라는
활용 가능한 변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상황의 변화와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자주 인용
되었던 이와 같은 경제‧정치적 기대효과들은 작금에 이르러 세계적 상황의
변동에 따른 후폭풍으로 예전에 예측했던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
편에 처해 있으며, 동시에 해석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점검은 사업 실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을 강하게 제시한다.

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변동
먼저 세계 가스시장의 변동에 따른 가스가격 하락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셰일가스의 등장과 미국의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변신,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계약 체결로 표면화된 동북
아에 대한 지배적 가스공급자로서의 러시아의 지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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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가격인하 요구와 유럽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러시아의 가스 판매망의 재구축 필요성, 셰일가스 기술 도
입에 따른 중국의 가스개발 가능성 등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몇
년 전 예측했던 것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
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굳이 러시아 PNG에 매달리지 않고 대체 가능한
다른 수입선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다.17)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2013년 현재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
국인 러시아는 세계적인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대응하여 유럽시장에서 가

표 1. 세계 5대 천연가스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
순위 국가
1

미국

(단위: 십억㎡)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55.5 536.0 540.8 526.4 511.1 524.0 545.6 570.8 584.0 603.6 648.5 681.4

2

러시아 526.2 538.8 561.5 573.3 580.1 595.2 592.0 601.7 527.7 588.9 607.0 592.3

3

캐나다 186.5 187.9 184.7 183.7 187.1 188.4 182.7 176.6 164.0 159.9 159.7 156.5

4

이란

66.0

75.0

81.5

84.9 103.5 108.6 111.9 116.3 131.2 146.2 151.8 160.5

5

카타르

27.0

29.5

31.4

39.2

45.8

50.7

63.2

77.0

89.3 116.7 145.3 157.0

주: 순위는 2012년 기준.
자료: BP(2013. 1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2.

17) 그러나 셰일가스의 등장이 반드시 장기적인 LNG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는 확신하기 어렵다. 셰일가스의 경우 그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두 의견이 공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자에 들어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LNG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하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유재국(2013), pp. 24-25를 참고할 것. 또한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 참석한
로열 더치 쉘(RDSA: Royal Dutch Shell)의 최고경영자(CEO)인 피터 보저(Peter Voser)는 기조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
다. 뉴스1, 2013년 10월 15일. http://news1.kr/articles/1361612(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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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가격할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으로의 가스 수출확대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세계 1위
의 천연가스 생산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2
위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표 1]은 세계 5대 천연가스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현물가격이 어떤 변동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스 생산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오일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연
동되어 있던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을 벗어나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 천연가스 및 원유 현물가격 추이
$/barrel

$/MMBTU

주: 1977~2013년의 월평균 가격임(오른쪽 축이 천연가스 가격)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 가격 DB(http:// http://www.eia.gov/dnav/ng/hist/rngwhhdM.htm)를 토
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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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러시아 정부와 가즈프롬은 예기치 못했
던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가스가격 인하 요구,
유럽의 가스수요 감소, 중국과의 가스 공급계약 체결지연 등이 그것이다.
가즈프롬은 이와 같은 유럽 가스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고수했던 장기
공급계약을 수정하여 가스가격을 할인해 주는 한편 노드 스트림, 사우스
스트림 건설 등 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가스수출을 전제로 동부가스 프로그램
을 추진해 왔는데, 미국산 셰일가스의 이 지역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차얀
다 가스전 개발, 아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건설, 블라디
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 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2013). 따라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② 러시아 가스 수출 시장의 편향성
[표 2]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현황을 보여준다. [표 2]에 제시되고 있
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가스 수출은 유럽 국가 쪽에 치중되어 있으며, 동북
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또 [표 3]과 [그림 3]이 보여주는 바
와 같이 러시아에 의한 유럽 쪽 가스 공급이 PNG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동북아에 대한 가스 공급은 LNG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PNG 공급선의 다변화를 꾀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LNG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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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현황

공급
방식

PNG

LNG

수출대상국

(단위: 십억㎡)

수출량
2010

2011

2012

독일

34.43

30.8

30.0

터키

16.64

23.5

24.5

이탈리아

14.20

15.4

13.6

폴란드

9.08

9.3

9.0

프랑스

8.05

8.6

7.3

벨기에

-

7.4

7.3

체코

8.44

6.9

6.6

헝가리

6.47

5.7

4.8

슬로바키아

5.47

5.3

3.8

오스트리아

5.25

4.9

4.7

네덜란드

4.03

4.0

2.1

핀란드

4.50

3.8

3.1

기타 유럽

14.02

12.5

10.9

유럽 전체

130.58

140.6

130.0

우크라이나

33.03

40.5

29.8

벨라루스

19.52

18.1

18.3

기타 구소련 국가

3.32

7.8

7.9

구소련 국가 전체

55.87

66.4

56.0

유럽 및 구소련 국가 전체

186.45

207.0

186.0

일본

8.23

9.8

11.3

한국

3.90

3.9

3.0

중국

0.51

0.3

0.5

대만

0.67

0.3

-

태국

-

0.2

-

아-태지역 전체

13.40

14.4

14.8

자료: BP(2013. 1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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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교역량(2012년 기준)

주요 수입국 (from)

수입국

러시아

투르크
메니스탄

-

-

-

-

-

-

-

-

-

-

-

-

-

9.4

17.9

0.4

7.3

-

-

-

25.3

30.8

0.8

30.0

-

이탈리아

-

-

6.8

6.3

5.9

13.6

-

터키

-

-

-

-

-

24.5

-

영국

-

-

7.3

26.8

-

-

-

유럽 전체

-

-

54.5

106.6

24.4

130.0

-

러시아

-

-

-

-

.

-

우크라이나

-

-

-

-

.

29.8

-

구소련국

-

-

-

-

.

7.9

0.9

중동

-

-

-

-

.

-

9.0

중국

-

-

-

-

.

-

21.3

미국

캐나다

미국

-

83.8

-

-

캐나다

27.5

-

-

북미

45.1

83.8

프랑스

-

독일

수출국

주
요
수
출
국
(to)

(단위: bcm)

네덜란드 노르웨이 기타유럽

자료: BP(2013. 1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8.

수출선 다변화의 필요성은 석유가스 부문이 러시아 재정수입에서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고
에너지 가격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의 해외 수출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
어들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가계
소득과 소비 또한 증대되었다. 이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지만,18) 국가경제와 정부 재정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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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연가스 교역현황(2012년)

(단위: bcm)

자료: BP(2013. 1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9.

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19) 이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방
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수년간 경제다각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
나,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석유가스 부문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석유가스 부문이 전체 재정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49.6%로 증가했으
며,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출비중도 1990년대 40%에서 2011
년에 70.2%로 늘어났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0월 발다이 클럽(Valdai
Club) 정기회의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18) 이 시기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Popov(2008)을 참고할 것.
19)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Neil Buckley(2012); The Global Warming Policy
Foundation(2012)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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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현
실적으로는 석유가스 부문 외에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20) 국방,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재정지출
증대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데 반해,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의 적자를 보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석유가스 수입의 역할
이 중요하다(한국은행 2013, 이권형‧제성훈‧강부균 2013에서 재인용).

표 4. 석유가스 부문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십억 루블)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0월

총 재정수입

8303.8

11,366.0

10,453.2

3830.7(46.1)

5641.8(49.6)

5276.2(50.5)

기타

4473.2

5724.2

5177.0

부가가치세

2498.3

3250.4

2963.4

수익세

255.0

342.6

322.5

특별소비세

144.0

278.4

319.5

자원세

1376.6

2007.6

2016.7

수입세

587.5

783.3

710.9

수출세

2508.1

3710.3

3315.8

기타

934.3

993.5

804.5

석유가스 수입

주: ( ) 안은 총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러시아 재정부(www.minfin.ru), 이권형‧제성훈‧강부균(2013)에서 재인용.

20) The Jamestown Foundation(2013. 1. 18), “Consolidating State Control in an Uncertai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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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석유가스 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러시아 통계청(www.gks.ru), 이권형‧제성훈‧강부균(2013)에서 재인용.

③ 공급/수요 역학관계 변화와 새로운 시장 형성의 가능성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러시아가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둘러싼 협상의
측면에서 또 다른 예측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의 가스 가격은 공급자 위
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급이 가능한 주체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
자는 넘치는 상황이었던 까닭에, 공급자의 이익에 기반한 장기계약이 일상
적이었다. 이런 까닭에 석유의 공급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가격 결정이 가능했던 데 반해, 가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변화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더 이상 러시아 측 의도에 많이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며, 상황에 따라 한국이 기존 가격보다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스의 주요 수입국
인 EU 국가들의 가스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며(표 5 참고),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가스 공급자의 등장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석유와 같은 수요-공급
의 원칙이 작동하는 천연가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바, 이는
한국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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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EU 국가들의 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십억㎡)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영국

99.3

91.2

99.2

82.8 (-16.5)

78.3 (-5.7)

독일

81.2

78.0

83.3

74.5 (-10.6)

75.2 (0.7)

이탈리아

77.8

71.5

76.1

71.3 (-6.3)

68.7 (-4.0)

프랑스

44.3

42.6

47.4

40.9 (-13.7)

42.5 (3.7)

네덜란드

38.6

38.9

43.6

38.1 (-12.6)

36.4 (-4.5)

스페인

38.6

34.6

34.6

32.2 (-6.9)

31.4 (-2.8)

벨기에

16.5

16.8

18.8

16.6 (-11.7)

16.9 (1.7)

폴란드

14.9

14.4

15.5

15.7 (1.3)

16.6 (5.1)

루마니아

15.9

13.3

13.6

13.9 (2.2)

13.5 (-3.5)

헝가리

11.7

10.2

10.9

10.4 (-4.6)

9.7 (-6.5)

오스트리아

9.5

9.3

10.1

9.5 (-5.9)

9.0 (-4.8)

체코

8.7

8.2

9.3

8.4 (-4.7)

8.2 (-2.9)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BP(2013. 1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3.

그러나 에너지 전체 수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는 여전히 에너
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 국가의 석유수요 전망과 가스수요 전망을 보았을 때, 한국을 비
롯한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많은 석유와 가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7]에서 보여주듯이 2035년까지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가스 생산국이며, 2020년 이후에는 미국을 넘어서 다시 가스 1위 생산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의 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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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실패할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5. 주요 국가의 석유수요 전망(2011~35년)

자료: IEA(2013), World Energy Outlook, p. 85.

그림 6. 주요 국가의 가스수요 전망

(단위: bcm)

주: 차트 내 수치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IEA(2013), World Energy Outlook,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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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국가의 가스생산 전망

(단위: bcm)

주: 차트 내 수치는 연평균 증가율.
자료: IEA(2013), World Energy Outlook, p. 138.

④ 정치적 상황의 변화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러시아와의 가스공급 계약 체결이 초래하게 될 정치
적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들
의 경우, 경제적 이득에 대해 표명되는 과도한 기대에 반해 이 사업의 추진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는 고도로 정치화(politicized)하는 것이 가능한 재화(commodity)
이며,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전략적 재화이기도 하다.21) 따라서 러시아 가
스관 사업은 그 경제적 이득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스관 사업의 정치적 효과는 크게 국제수준
과 지역수준으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수준에서의 고려

21) 정치화된 재화(politicized commodity)라는 표현은 신범식(2012a), p. 249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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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살펴보자.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이라는 공동의 견제대상을 놓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해오던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국이 투르
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스 직수입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스관 사업의 성공으로 그 영향력을 더 강화시
키고자 할 것이 쉽게 예측되는바, 멀리 보자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자 하는 목적하에 가스관 사업에 대한 세계적 주요 행위자들의 의도적 개입
혹은 간섭의 가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이를 둘러싼 행위자
들간의 갈등 혹은 충돌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고려사항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국의 반
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원의 확보에 외
교적 총력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osen and Houser 2007; Bader
2008; Klare 2008). 이러한 노력 속에서 중국은 이미 한반도와 직접 연결되
는 가스관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민감
한 반응을 표명하였다(정용환 2013).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
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될수록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 있어 양
보를 행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당분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
맹이 유지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양국이 서로를 온전히 믿고 모든 부분에
서 협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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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차원에서의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동시에 에너지 안보의 문제에서
접근되어야 한다.22) 에너지는 경제적 원리에 따르는 속성과 안보적 원리에
따르는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까닭에, 이 중 어느 한 속성으로 환원된 에너
지에 대한 접근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신범식 2012a, p. 249). 따라서 에너지 안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에너지와 안보 간의 관계를 적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조건하에서 에
너지 안보는 기업의 과제이기보다는 국가의 과제이며, 경제적이기 보다는
외교‧안보적 성격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세계 강대국들
의 경쟁은 에너지 동맹의 결성, 에너지의 외교‧안보 수단화, 에너지 자원 부
존 가능성을 지닌 영토를 둘러싼 영토갈등, 에너지 회랑을 둘러싼 경쟁, 에
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해군력의 경쟁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사안과
직접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도현재 2003; 신범식 2012a, p. 249).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외교‧안보적 측면에 대한 탐구는 국가수준에서 논
의되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지역수준 및 지구수준의 논의로 확장하는 것
을 용이하게 해준다. 동북아 지역 정치의 특성은 경제와 안보의 경향성이 불
일치하고 있는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
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간 안보적 경쟁과 긴장은 고조
되고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소위 말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의
심화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가 안보적 협력 내지 안보경쟁의 완화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역내 정치적 상황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정치‧경제
22) 에너지 안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태현(2012); Goldemberg(2000); Yergin(2005) 등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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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 역학구도의 급속한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
는 휘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 정치의 중요한 퍼즐이 증대하는 경
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경쟁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
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상충되는 경향의 공존점을 급격하게 흔들 수 있
는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라. 가스관 사업의 지속요인과 재고요인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필요
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
하여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지속요인과 재
고(再考)요인을 요약해보면 [표 6], [표 7],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한국 측 입장에서 본 가스관 사업의 지속요인과 재고요인

구분

지속요인

◦ 에너지 안보의 확충
◦ 남북관계 개선 및 파급효과 기대
정치 ◦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한 북핵 해결
및
및 군사적 도발 억제
안보 ◦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 확보
측면
◦ 한반도 안정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재고요인

◦ 북한 통과 리스크
◦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 아시아 패러독스의 심화 촉발
◦ 러시아의 가스관 군사적 목적 전용 가능성
◦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
◦ 중국 및 일본과의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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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구분

지속요인

◦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및 안정적 공
급망 확보
◦ 수송수단 다양화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
경제
◦ 남‧북‧러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의
측면
파급효과
◦ 통일을 상정할 때 통일 한반도의 주
요 인프라가 될 수 있음.
◦ 기타 경제적 기대 이익과 파급효과

재고요인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유동성 예측
불가
◦ 셰일가스의 공급 확산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가능성
◦ 건설비용 부담의 문제
◦ 가스자원 물량확보의 미달 가능성 혹은
공급과잉 가능성23)
◦ 러시아가 장기계약을 고집할 경우의 대응
문제

표 7. 러시아 측 입장에서 본 가스관 사업의 지속요인과 재고요인

구분

지속요인

재고요인

◦ 아시아 패러독스의 심화 가능성
◦ 북한과의 관계회복
◦ 한반도에대한러시아영향력의확장기대 ◦ 주변국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우려
정치
있음.
◦ 동북아에서의 발언권 강화
및
◦ 동북아 균형자 역할 제고
◦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강화될 경우
안보
◦ 극동전략의 내실화 및 기능주의적 남
굳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통해
측면
진정책에 긍정적 효과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없어짐.24)
◦ 동북아 세계은행설립 계획에 긍정적 효과
◦ 새로운 에너지 수출선 확보, 장기적으
로 아시아 시장 확대
◦ 대중 에너지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
경제 ◦ 대일 에너지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
측면 ◦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 발휘
◦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
력 확대
◦ 재정확보에 기여

◦ 블라디보스토크 LNG 액화기지 건설
사업 등 대체 사업의 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의지지부진으로인한러시아주
요 에너지 기업들의 부정적 반응 가능성
◦ 상황변화 및 북한 리스크에 따른 가
스관 사업의 효용가치에 대한 회의
◦ 가스시장 판도에 따른 러시아의 전략
변화로 인한 LNG 집중 가능성

23) 감사원은 2013년 9월 16일 발표한 ｢공기업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계약단
계에 이르지 못한 러시아 PNG를 제외하더라도 가스공사의 장기 확보물량(3,244~3,367만 톤)
이 2017~24년 96~102%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공급과잉을 예상했다. 에너지경제 2013년
9월 16일.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85482(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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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한 측 입장에서 본 가스관 사업의 참여요인과 거부요인

구분

참여요인

◦ 남북관계 개선

거부요인

◦ 외부 접촉으로 인한 대내 통제력 약화

정치
◦ 중국 의존에 대한 러시아 레버리지 ◦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핵 문제 등에
및
확보
있어 자주노선 추구에 어려움이 생길
안보
수 있음.
측면 ◦ 김정은 체제 강화

◦ 국경통과 수수료와 사업진행으로 인 ◦ 자금 유입에 따른 기존 경제질서의 붕
한 각종 경제적 효과 창출
괴 가능성
◦ 구소련 채무 탕감
경제
◦ 대중국 경제의존 완화
측면
◦ 북한 자체 가스 수급구조 구축 가능
◦ 철도 사업으로의 연계 및 확장 가능
◦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활성화

2.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검토
상기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은 가
스관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걸리고, 그만두기에는 부
담이 되는, 그리하여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스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이슈에 대한 한국
과 러시아 두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전개형 게임과 동시 게
임을 통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24) 가스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
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취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Blank(200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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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정보하의 전개형(순차) 게임
완전정보하의 전개형 게임을 만들어 보자. 이 게임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가 행위자로서 전제된다. 이들 두 행위자간의 가스관 사업 게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개형 게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스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08년 체결한 MOU를 근거로 러시아가 사업지속과 중단 여부를
놓고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중
단할 것이냐를 놓고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뒤, 러시아가 선택을 하고, 두 행
위자간의 이러한 순차적 선택이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단순한 게임 하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그림 8]
은 이러한 간단한 전개형(혹은 순차) 게임을 나타낸다.

그림 8. 완전정보하의 전개형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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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러시아가 MOU를 근거로 한국에 대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
지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한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에 대
해 사업을 지속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한국이 선택을 하면, 러시아는 한국의 선택에 대해 각각 두 가지 방
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한국이 사업지속을 선택할 경우 러
시아는 한국의 협조적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한국과 관계를 더욱 증진시
킴으로써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공하든지(이를 협상 negotiation, N으로 표현
한다), 아니면 원래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요구에 한국이 항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이를 항
복 capitulation, C로 표현한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사
업중단을 선택하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함으로써 처벌하거나 아
무런 보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한국에 대하여 보복을 한다면 그
결과는 관계악화[이를 bad relationship(war), W로 표현한다]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만약 러시아가 아무런 보복을 가하지 않으면 한국이 이 게
임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이를 착취 exploit, E로 표현
한다) 상황을 초래한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이 [그림 9]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네 가지 결과들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해 보
자. 한국은 위의 네 가지 결과 중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할까? 먼저 한국은
항복보다는 착취를 당연히 더 선호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항복보다는 협
상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만약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반드
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라는 결과를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보다
더 선호할 것이 틀림없다. 세 번째, 한국은 관계악화보다는 착취를 더 선호
한다. 러시아와의 MOU를 깨뜨리고도 보복받는 경우보다는, MOU를 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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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도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는 결과를 당연히 선호할 것이
기 때문이다. 항복과 관계악화의 비교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 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 관계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당
장 가스관 사업에서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이 경제적 이득보다 러시아와의 장기적
우호관계 유지를 더 중시한다면, 관계악화라는 결과보다는 항복이라는 결
과를 더 선호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협상과 착취를 비교해 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감안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N)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얻는 이익(E)보다 큰가 작은가의 문제이
다. 사업중단에 대해 보복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의 장기적 관계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한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착취보
다는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지
도자가 경제적 이득보다 관계를 중시한다면 사업을 지속할 것이고, 경제적
이득을 중요시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 계산하에서) 사업중단보다는 사업
지속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
업은 경제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이나 기타 러시아와의 관계협력 증진, 동아시아
에서의 에너지 안보 협력기구 구축,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더 중
시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떠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사업지속이냐 사업중단이냐의 여부는 정치
적 판단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고려하에 한국의 선호도를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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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국 정부의 선호도
관계중시: 협상 ] 항복 ] 착취 ] 전쟁
이익중시: 협상 ] 착취 ] 항복 ] 전쟁

다음으로 이러한 네 가지 가능한 결과들 중 러시아가 어떠한 결과를 가
장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자. 러시아의 입장 또한 관계중시냐 이익중시냐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러시아는 여러 여건상 사업이 지속되는 것을 선
호한다고 가정한다. 러시아가 관계를 중시한다면 한국이 사업중시의 결정
을 내렸을 때 보상함으로써 더욱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 할 것이고,
이익을 중시한다면 MOU를 근거로 한국에 유리하게 계약이 성사되는 것보
다는 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한국이 사업중단의 결정
을 내렸을 경우 한국과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보복하지 않는 착취를
선호할 것이고, 장기적 관계보다 당장의 손실을 중시하여 힘의 과시를 통
해 MOU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보복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하에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러시아 정부의 선호도
관계중시: 협상 ] 항복 ] 착취 ] 전쟁
이익중시: 항복 ] 협상 ] 전쟁 ] 착취

25) 한국의 선호도에 있어 한국이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에조차 착취보다는 협상을 선호한다는
가정은 국가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을 비롯한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착취보다는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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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에서는 각각 두 가지 입장을 가진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를 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해서 네 번의 게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개형 게임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으로 젤텐(Reinhardt Selten)의 ‘하부게
임 완벽(subgame-perfect) 내시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26) 이 개념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후진 귀납법’을 사용한다.27) 이러한 개념에 의하
면, 먼저 한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락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를 결정할 때, 한국 정부는 자신이 선택을 할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예상해 본 후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사업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는 협상과 항복의 결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
다는 사실을 한국은 충분히 고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익을 중시하는
러시아는 협상보다는 항복의 결과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보상 없음을 선
택할 것이라고 한국은 예상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항복의 결과가 초래
된다는 것을 안다. 또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는 항복보다는 협상을 선택
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국은 예상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협상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안다. 이 게임은 완전정보하의 게
임이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의 선호도에 대해 다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
그러나 한국이 사업중단을 선택했을 경우 러시아는 보복하든지, 아니면
보복하지 않든지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익을 중시하
는 러시아는 보복하는 선택을,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는 보복하지 않는

26) 이와 같은 균형점의 적용 방법은 김우상(2012), pp. 138~147에서 빌려왔다. 젤텐의 개념에
관해서는 Selten(1975)을 참고할 것.
27) 또는 look ahead reason bac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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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예상한다. 이러한 경우 착취의 결과가 초
래된다는 것을 한국은 알고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러시아가 관계를 중
시할 경우에는 사업지속을 선택할 경우 보상 있음의 결과를, 사업중단을
선택할 경우 보복하지 않음(착취)의 결과를 예상한다. 이때 관계를 중시하
는 한국으로서는 착취보다는 항복을 선호하고, 따라서 사업지속을 선택한
다. 이에 대응하여 관계중시의 러시아는 보상을 할 것이고, 이익중시의 러
시아는 항복을 선택한다. 결국 이 게임은 사업지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중시할 경우 사업중단보다는 사업지속
의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게
임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완전정보하의 전개형 게임의 결과

한국

러시아

이익중시

관계중시

이익중시

항복28)

협상29)

관계중시

항복30)

협상31)

28) 한국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가 항복의 선택을, 중단할 경우 전쟁의 선택을 할 것을
안다. 따라서 전쟁보다 항복을 선호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업지속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항
복이 된다.
29) 한국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가 협상의 선택을, 중단할 경우 착취의 선택을 할 것을 안
다. 따라서 착취보다 협상을 선호하는 한국은 사업지속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협상이 된다.
30) 한국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가 항복의 선택을 중단할 경우 전쟁의 선택을 할 것을 안
다. 따라서 전쟁보다 항복을 선호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업지속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항복
이 된다.
31) 한국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가 협상의 선택을, 중단할 경우 착취의 선택을 할 것을
안다. 따라서 착취보다 협상을 선호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업지속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협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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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게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협
상 혹은 항복의 결과에 놓이게 되는 까닭에 사업지속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
면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가 관계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항
복이 아닌 협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이와 같은 게임의 결과는 각자의 선호도를 어떻게 해석하느
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전제를 바꿔서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에 대해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본 절에서 유추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가스관 사업을 여러 옵션 중의 하나로 취하고 있다
면, 이 경우 한국의 선호도가 바뀌어야 하고, 러시아의 선호도도 바뀌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과 러시아가 수요 및 공급자로서 대
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어느 일방이 우위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상기한
선호도는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선호도를 결정할 때 에너지 부족에 방
점을 둔다면, 그 결과 러시아가 공급자로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고, 대
체에너지 개발과 기술발전에 따른 에너지 문제 해결과 공급선 다변화에
방점을 둔다면, 한국이 수요자로서 우위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호도를 결정함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가 수요자와 공급
자라는 위치에서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우호적이라고 전제
하고 있다.32)

32)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러시아가 공급자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연구로 한종만 외(201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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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 게임(simultaneous game)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가스관 사업
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전제하
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선택과 관련한 동시 게임을 만들어 보자. 사업
지속이 한국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두 국가가 공히 가스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
는 것’을 협력(C), 가스관 사업의 진행을 미루고자 하는(혹은 천천히 진행
하는) 것을 배신(D)이라고 하자. 또 한국이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음
표 12. 가스관 협상의 게임 트리(한국)

한국의 선택

적극 C

러시아의
선택

적극 C

결과

CC
빠른 사업 성사

온건 D

온건 D

적극 C

온건 D

DD
CD
DC
사업이 성사될 가능
느린 사업 성사 느린 사업 성사 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 현상유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 러시아 측에 ◦ 러시아와의 ◦ 서로의 관계를 손
손상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다급
관계를 손상
상시키지 않으면
서 사업을 성사시
함을 드러냄
시키지 않으
서 현상을 유지함
킴으로써 가스관
으로써 협상
면서 우리 측
으로써 사업 추진
사업 추진의 목적
에서 불리한
페이스대로
에 더 적합한 시기
한국
을 달성할 수 있음.
입장에 취할
사업을 성사
를 기다릴 수 있음.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그러나 협상에서 대
수 있음.
시킴으로써 ◦ 그러나 이 상태가
해석
등한 입장에 서게
장기간 지속될 경
계약에서 유
됨에 따라 협상시
우 사업은 사실상
리한 입장에
러시아측에 많은 요
폐기되는 수순을
설 수 있음.
구를 하기 힘들 수
밟을 수 있음.
있음.
선호도

2nd

3rd

1st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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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행보다는 완만한 진행을 선호하고, 러시아의 경우
에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이 지지부진
할 경우 양국 모두 그 귀책사유가 자국에 있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
을 선호하며, 사업의 속도보다는 협상에서 가능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
을 더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또 두 국가 모두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되는(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포기하게 되는) 것보다
는, 자국이 계약조건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한국과 러시아의 선택과 관련한 게임 트리를 만들고
선호도를 정리하면 [표 12], [표 13]과 같다.
두 게임의 결과, 한국의 선호도는 DC > CC > CD > DD의 순서를 갖게

표 13. 가스관 협상의 게임 트리(러시아)

러시아의
선택

적극 C

온건 D

한국의 선택

적극 C

온건 D

적극 C

온건 D

결과

CC
빠른 사업 성사

CD
느린 사업 성사

DC
느린 사업 성사

DD
사업이 성사될 가
능성이 없는 상태
에서의 현상유지

◦ 애초 가스관 사 ◦ 협상에서 약간 ◦ 한국의 적극 추 ◦ 이 상태가 장기
업을 추진한 목
의 양보를 한다
진으로 사업이
간 지속될 경우
러시아
표를 달성함과
고 할지라도 가
성사됨으로써
사업은 사실상
입장에서
동시에, 동등한
스관 사업의 성
유리한 입장에
폐기되는 수순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협상
사를 통해 원래
서 계약을 진행
을 밟을 수 있
해석
을 진행시킬 수
의 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음.
기 때문에 가장
있음.
할 수 있음.
꺼리는 결과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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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러시아의 선호도는 CC > DC > CD > DD의 순서를 갖게 된다. 한국
의 선호도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의 선호도인바 한국의 지배전략은 없
으며, 전략적 선택은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평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러
시아의 경우 배신(D)을 택할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이러한 선호도하에서는
상호 협조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
든 협조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협조할
때 상대가 협조하면 CC의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협조할 때 상대가 배신
한다고 할지라도 CD가 DD보다 선호되는 까닭에 내 상태는 나빠지지 않는
다. 따라서 이 경우 행위자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건 협조(C)를 택하면 되는
것이다.33) 이 선호도하에서는 러시아는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협조를
택하는 것이, 즉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믿을 만하고 국제협약을 잘 준수하며 가스관
사업에 따른 위험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협조의 자세를 취할 것이며,
만약 러시아가 믿지 못할 국가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배신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러시아
가 배신할 수 없게 만든다면,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보상구조(pay off structure)와 선호도(preferential
order)는 가스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러시아가 관계를 중
시하는 국가라는 확신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유리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수인의 딜레마 및 기본형 게임들과 선호 순서 등에 관해서는 Poundstone(1992), pp. 215-217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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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위의 두 게임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러시아 가스관 사
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며, 사업을 지속
하기로 결정했다면 러시아의 배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고안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결과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34)

3.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실현 가능한가?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한국
으로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먼저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사업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가예측적 요소들에 대한 방
지책이 감안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과 주변 국가 등의 여러 요소가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제기되는 질문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실현 가
능한가?’이다.
이 질문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필요하며, 한국이 사업을 진행시킬 것
이라는 전제하에서 던져질 수 있다. 여러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스
관 사업이 한국으로서는 꼭 추진해야 하는 필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
아 간 MOU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의 전개과정을 감안
할 때,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긍정과 부정이 반
반씩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집단은 주로 가스관 사업
34) 물론 이 게임의 결과 또한 선호도의 변경과 북한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삽입하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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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경제‧정치적인 효과들을 강조한다. 반면 부정적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설혹 가스관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지라도 그에 가늠하는 부정적 효과가 예측되는 까닭에 쉽사리 실현되기 어
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측이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측이든 상관없
이 양측의 우려가 공통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북한 요소이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가장 큰 경제적 효용성을
갖는 것은 육로를 통해 운송될 때이다. 그러나 이 육로 운송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제기하는 불가예측성이다. 그 입장
의 변화에 대한 안정적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존재는 가스관 사업
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로 자리한다. 특히 2013년에 경험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이라는 훌륭한 소재를 남한
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누구
에게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의 제어를 위한 많은 제안들이 이
루어진 바 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완벽하게 북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둘째는 러시아의 합의 준수의 지속성 여부이다. 러시아는 타국과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스라는 천연자원을 이미 전략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고상두
2013).35) 따라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실현되었을 때, 러시아가 이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시장의 변화와 안보상황의 변화,

35) 지금까지 제안된 유럽연합의 가스 통과 리스크 감소방안으로는 국제규범의 마련, 대체가스
관 건설, 가스관 모니터링, 공급방식의 다양화, 비상대책 수립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논의
는 고상두(2013)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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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러 요소들이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까닭에,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악화되었을 때조차 러시아가 가스 공
급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는 주변국가들의 반응이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 지역의 세
력균형과 동맹관계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
서 한국과 러시아의 사업 진척을 중국과 일본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대안으로
서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을 제시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도 홋카이도에 가스관이 건설되고 일본 내부의 공급망이 완성
될 경우 한국과의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더불어 미국이 러시아와 한국이 에너지 전략동맹의 수
준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반길 것인가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여
러 사안들을 감안했을 때, 주변국의 방해가 러시아 가스관 사업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4. 가스관 사업이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
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앞선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즉 러
시아 가스관 사업이 필요하고 실현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제시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이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는 국제수준, 지역수준, 양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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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수준의 다차원적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리고 이 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막상 참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하고 그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발생 가능
한 위험요소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혹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해법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메커니즘도 위험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거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범주에는 참여국의 배신뿐
만 아니라, 정치적 급변 사태, 지진, 해일 등을 포함한 자연 재해도 포함되
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
려하여 사업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참여국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법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가스관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들간의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남‧북‧러 3국의 합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의 입
장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위험성이 남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리
스크와 러시아 리스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의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하의 협력(cooperation under anarchy)’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
는 협력에 대한 국가간 관계의 기본 규칙이라고 전제한다면, 협력에 따른
배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
는 제도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Oye 1986). 이렇게 전제할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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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관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다자간 협의체인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를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자간 기구를 통한 사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기구의 창출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
제가 남는다.
[그림 9]는 북한의 위험요소를 인정했을 때 그에 따른 대안 모색의 과정
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가스관 사업을 받아들이고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남‧북‧러의 3자간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동
북아 에너지협력기구를 통한 진행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그림 9. 가스관 사업과 위험요소 방지의 디시전 트리

∙ 210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후진 귀납법을 사용했을 경우 북한이 협조적이든 비협조적이든 장기적
인 관점에서 북한 요소를 포괄한 지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접
근할 때, 남‧북‧러 3국 협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 동북아에너지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주변국과의 협조하에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점보다는 주로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
를 갖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여러 국가들의 협력이 보다 우호적인
결과를 담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6) 하지만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이 다
자협력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음 절에서는 다자협력기구 구성에 앞서 지역협력의 경험과 현황을 점
검한다.

5.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지역협력
가. 지역협력의 현황
현재 에너지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를 살펴볼 때 어떤 두드러진 리더쉽
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국제기구의 영향력 또한 그다지 강력하게
발휘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나 에너지헌장조약
(ECT: Energy Charter Treaty) 등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소비자간 협력 및
소비자-생산자 간 협력은 생산국간 협력에 비해 그다지 원활하게 작동하

36) 이와 같은 다자적 협력의 단점으로서 행위자가 늘어날 때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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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IEA는 1차 오일 쇼크 이후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설립되었지만, 그 주도권은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으며, 참여국들 중 상당수가 수요 감소국들에 속하는바, 소비국 연
합으로서의 기능만을 놓고 보자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으로,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거대한 에너지 수요 증가국이 IEA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OPEC 회원국과
IEA 회원국들이 국제에너지포럼(International Energy Forum)을 운영하면서
석유생산과 교역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에 관한 논의를
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못하다. ECT 또
한 유럽에너지조약(European Energy Charter)에 기반하고 있는바, 이것은 유
럽과 러시아 간 에너지 교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형성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된 공급국인 러시아가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까닭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에너지 거
버넌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제기구를 통한 에너지 거버넌스는 수적으
로는 적지 않으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공백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갖는
다. 이로 인해 수급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 소비국들은 다자기
구를 통한 거버넌스보다는 생산국과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급 구조
를 선호해 왔다(이재승 2011, p. 9).
현재 아시아에서 에너지 관련 협의체가 공식으로 출범한 적은 없으며,
IEA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및 아세안+3(ASEAN+3) 틀 안에서 에너지 관련 어젠다가 다루어지거나 고
위 관료회의 등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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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관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에너지고위관료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가 개최되고 있다. 또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
(ECNEA: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ve Mechanis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한‧중‧일 3자 에너지 대화(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Energy Dialogue), 5자 에너지 대화(The Five Party Energy Dialogue: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5개국 에너지장관회의(The Five Country
Energy Ministers Meeting: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이슈가 논의된 바 있다. 또 비정부적인 활동으로서 학계와 연구포럼
을 통한 교류, 그리고 민간영역의 대화와 포럼 등이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구도가 강하게 편성되어 있는 데
비해 협력을 추진할 동력 및 제도적인 틀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화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Lee 2010).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협력 논의는 다자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딜레마
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APEC, ASEAN+3
등을 중심으로 다자에너지 협력 논의가 지난 수년간 활성화되어 왔다.
APEC은 연 2회 에너지장관회의와 에너지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에너지 문
제들을 다루고 있고, ASEAN+3는 에너지장관회의, 에너지정책관리그룹들
을 통한 연간 포럼들을 개최하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의 경우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직후 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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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에너지협력 태스크포스와 실무그룹을 발족시켰다. 이러한 지역적 기
구들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협력에 밀
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적 이니셔티브에서 진척되고 있는
협의의 수준은 여전히 낮고,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스템의 도출을 이끌
어내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상당수는 전력망 연계 및 가스 파
이프라인 연계사업을 비롯한 역내 에너지 협력을 논의해 왔고, 이를 제도
적인 차원에서 진전시켜 왔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승 2011, p. 12).
결국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대화기구를 넘어서서 협력추진 동
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동
북아에서의 어떤 에너지협력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임
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협력 경험의 부재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나.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각 행위자들의 고려사항
여기에서는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을 둘러싼 각 행위자들의 입장
을 검토한다. 이들 행위자들은 각자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가스관 협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이를 동북아 지역 차원을 비롯
하여 각 행위자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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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북아 지역 차원
표 14.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고려사항

동북아 지역 차원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수요국과 공급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시설을 건설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에너지 수급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에너지 안보
에 대한 의식이 높음.
◦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급격한 상
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서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
음. 천연가스가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5년까지 25% 비중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
기함.
◦ 에너지협력기구 수립 시 장기적으로 에너
지 공급망 통합, 공동 에너지 시장 구축 등
을 시도할 수 있음.

◦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은 상태에
서 국가간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 및 경쟁
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내 협력의 경험이 전무하지는 않으
나 성공적이라고 보기도 힘든 까닭에, 역
내 에너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율하기
힘듦, 이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에너지협
력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함.
◦ 아시안 프리미엄(Asian Premium)의 존
속,37) 이는 동시에 협력 촉진이 필요한 요
소로 작동할 수 있음.
◦ 주요 행위자들의 발전 정도 및 정치체제
의 상이, 역사인식의 차이 존재
◦ 냉전적 동맹구조의 잔존
◦ 주요 행위자들간 영토분쟁이 존재함.
◦ 가장 불확실한 행위자로서의 북한의 존재
◦ 지역협력기구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참여자간 갈등 가능성

37) 아시안 프리미엄이란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
로써 에너지 구입 시 가격결정에 있어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김현진(2003)의 연구에 의
하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오일의 경우 배럴당 약 0.94달러의 아시안 프리미엄이 존재
하였으며, 이를 아시안 프리미엄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5조 원에서 10조 원의 추가
비용이 매년 발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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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
표 15.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한국의 고려사항

한국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행위
자들과의 협력이 필요
◦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
우라고 할지라도 북한 요소의 위험성을 줄이
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 창설이 보다 효율적
◦ 동북아에 상존하는 냉전적 동맹의 잔존구도
속에서 통일을 모색하고, 기존 동맹국과의 관
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에너지 협력기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북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의 지원자로 활
용할 수도 있음.
◦ 에너지 협력은 경제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역사인식 및 영토분쟁으로 인한 일본
과의 악화된 관계
◦ 탈북자 문제 및 역사인식 등으로 인하
여 중국과도 갈등요소 존재
◦ 에너지 자원이 zero-sum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타국과의 협조 없
이 독점적 확보를 원할 수 있음.
◦ 기존 동맹관계와의 조화가 쉽지 않음.

③ 러시아
표 16.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러시아의 고려사항

러시아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시장 다변화와 아시아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 ◦ 기존의 양자협상 우선정책이 무너질
◦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러시
수 있음.38)
◦ 아시안 프리미엄의 상실
아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파생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재 ◦ 러시아가 장기전략으로서 과거의 영
정확보 및 수출 다변화 전략에 도움받을 수
광을 되찾아 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있음.
성장을 도모한다면 이와 배치될 수
◦ 구상 중인 동북아 세계은행 설립 계획의 징
있음.
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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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한
표 17.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북한의 고려사항

북한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적극 협력할 경우 심각한 에너지 난 극복, 통과료 ◦ 핵문제를 비롯한 기존 국제사회와
및 노동수입 등 경제효과 창출, 남북한 관계 회복
의 협력거부 문제를 어떻게 분리시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
◦ 추진하고 있는 특구 개발 및 경제개방 정책, 해
음.
외직접투자 등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 ◦ 경제협력은 자동적으로 안보협력
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낼 수 있음.
◦ 국제사회의 직접적 압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진
까닭에, 핵무기 등과 관련하여 기존
행 중인 모기장식 개혁개방 노선을 지속할 수 있
의 정책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는 자금확보 가능
가능성 있음.
◦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생존전략을 모색 ◦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과의 충돌 가
할 수 있음.
능성

⑤ 중국
표 18.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중국의 고려사항

중국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안 ◦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독점적 후원
정적 협력기구의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로서의 지위 상실
익임.
◦ 한국, 일본 등과 겪고 있는 역사인식
◦ 북한을 배제한 한‧중‧러 가스관 사업을 제시했
및 영토분쟁
을 만큼 에너지 확보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갖 ◦ 지역 에너지협력기구에의 참여는
고 있음.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일정한 독자

38)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 있어 ‘양자’협력을 고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
는 소비국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공급자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고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권원순, 민충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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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속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꾸준히 추구해온 에너지 자원 확보의 다양화 노 성을 담보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고수에
력과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협력은 중국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에너지 관련 국유기업 개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
는 친시장적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G2 시대 새로운 파트너십에 어울리는 국제적
협력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음.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입장

◦ 에너지 종류 및 수입선의 다변화로 인해 러시아 가스에 대한 급박한 수요 없음.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큰 관심 있음.
◦ 남‧북‧러 중심의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으나, 북한을 배제한 한‧중‧
러 가스관 사업에 관심 있음.
◦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 매우 유동적 태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됨.

⑥ 일본
표 19.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일본의 고려사항

일본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의 창
설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 높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환경정
책의 가동으로 안정적 에너지 확보 절실
◦ 에너지 동맹을 통한 중‧러 접근을 견제하고, 지
역패권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필요가 절실함, 이는 에너지 다
자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해외투자 확대 및 시장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추진
이라는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은
에너지 다자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39)

◦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체제하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40)
◦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통해 꾀하
고 있는 관계 강화로부터 부정적 영
향을 받을 수 있음.
◦ 지역 내 국가들과의 과거청산 문제,
역내 패권경쟁, 영토분쟁 등으로부
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은 다자협
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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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계속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입장

◦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계약 체결
◦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에서 해상수송을 통해 LNG를 공급받고 있음. 따라서 사할린에
서 출발예정인 남‧북‧러 가스관은 공급루트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중국 견제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남‧북‧러 가스관 프로
젝트의 경우 이와 같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 높음.
◦ 전체적으로 보아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음.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성격만을 놓고 본다면 일본의 이해와 크게 부딪히는 점이 없지만, 가스
공급루트 다변화와 대중국 견제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해될 수 있음. 한‧
중‧러 루트의 형성으로 중러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것을 일본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일본은 한‧중‧러 루트보다는 남‧북‧러 루트를 선호할 것임.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급속한 접근은 남‧북‧러 가스관 프로
젝트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 더군다나 러시아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부추겨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과 러시아의 급속
한 밀착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음.

⑦ 미국
표 20.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한 러시아의 고려사항

미국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신형대국관계론’ 형성에 ◦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방위적
합의하면서 미‧중 협력체제 구축에 표면적으로 합
판단과 대치될 가능성 상존함.
의한 상태로서, 동북아에서의 협력 증가는 이러한 ◦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과의
양국 협력에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협력할
관계 조정에 대한 부담
가능성 있음.

39)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kantei.go. jp/foreign/96_abe/documents/2013/1200485_7321.html(검색일: 2013년 11월 15일).
40) 일본은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미국의 대중 에너지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
서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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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계속

협력 촉진 요소

협력 저해 요소

◦ 국방비 삭감에 따른 동북아 영향력 약화를 극복하 ◦ 동북아 지역에 대한 LNG 판매 증
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가를 통한 러시아 견제 전략에 차
◦ 북한 핵을 비롯한 동북아 현안에 대한 지역 행위자
질이 생길 가능성
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미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성
사되는 것보다는, 미국이 참여한 상태에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
◦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시베리아 개발에
의 참여가능성 상승
◦ 송유관, 가스관 분야에서 갖고 있는 독보적 기술과
자본을 감안할 때, 동북아에서의 협력적 분위기 형
성은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이익임.
◦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급진전에 대한 우려로부터
의 해방
◦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 균형상실 가능성으로부터의
해방
◦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일치, 잠재적 경쟁국인 러시아
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음.
◦ 대중 견제의 측면에서 중국에 유리한 에너지 협력
구도 전개를 막을 수 있음.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입장

◦ 가스관 사업에 대해 전략적‧지정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폐기, 지역균형 및 전략‧방위적 판단, 자국의 석유‧가스 사업체 등
의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
◦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일방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스관 사업에 대
하여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지역균형에서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
북아 동맹체제에 균열 발생 가능성
◦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배치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 부합하지 않음.
◦ 중국에 유리한 에너지 협력구도의 형성은 바라지 않음.
◦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우호보다는 비우호
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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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수립에 대한 각국
의 입장이 상기한 바와 같다고 했을 때, 이에 근거하여 각 행위자들이 가
장 선호하는 결과(Best Option)를 예측해 본다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기반하여 각 행위자들의 입장을 평면적으로 표시
하면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 21. 가스관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설치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선호(Best Option)

구분

남‧북‧러 가스관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한국

◦ 단기계약에 기반한 가스관 사업 추진
◦ 가스관 건설비용 러시아 부담

◦ 북한 리스크 제거 및 통일준비 차원에
서 환영
◦ 협력기구의 중재자 역할 원함.

러시 ◦ 장기계약에 기반한 가스관 사업 추진
아 ◦ 가스관 건설비용 공동 분담
북한

◦ 장기계약에 기반한 통과료 징수
◦ 가스관 건설사업 인력 및 장비 제공

◦ 아시아 진출 교두보로서의 이용 희망
◦ 진행 시 자국 주도 원함.
◦ 다자보다는 양자관계를 통한 줄타기
외교 선호

◦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 참여하는 가스
◦ 미국‧러시아 견제 차원에서의 접근
관 사업 추진 선호
중국
◦ 진행 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굳히
◦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 전달자 입장
기 원함.
에서는 장기 계약 선호
일본

◦ 한‧중‧러 가스관 사업보다는 남‧북‧러 ◦ 중국‧러시아 견제 차원에서의 접근
가스관 사업 선호
◦ 진행 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희망

미국

◦ 남‧북‧러 / 한‧중‧러 모두 선호하지 ◦ 중국‧러시아 견제 차원에서의 접근
않음.
◦ 진행 시 자국 주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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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각국의 입장

그림 1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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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에너지
다자협력체 구성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들을 한 곳
에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관 사업을 성사시키고 에너지 다자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그 안정적 실
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협상/협력의 틀로
서 투-페이스 게임의 이론을 소개한다.

Ⅲ. 투-페이스 게임과 국제협력
1. 투-레벨 게임과 투-페이스 게임
가. Putnam의 투-레벨 게임41)
1988년 Robet D. Putnam은 투-레벨 게임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국제문제 연구에 있어 하나의 뛰어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Patnam 1988, pp. 427~460), 이후 많은 후속 연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
제협상(혹은 협력)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레벨 게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는 서로 얽혀 있
으며, 국제 협상의 무대에서의 협상결과는 협상대표자의 전략적 결정 및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Putnam의 투-레벨 게임 이론으로서는
41) 이하의 투-레벨 게임과 투-페이스 게임에 대한 논의는 정기웅(2002)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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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힘든 상황들 또한 존재하는 까닭에 후속의 연구자들에 의한 이론
적 틀의 수정‧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스관 사업을 둘
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은 투-레벨 게임에서 (의도치 않게) 한정되어 버린 각 행위자들의 범위를
확장시킨 투-페이스 게임의 이론 틀이다.

나. 투-레벨의 대체개념으로서의 투-페이스: 내부평면과 외부평면
투-페이스 게임에서는 가장 먼저 투-레벨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벨42)
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시도한다. Putnam의 투-레벨에 관한 정
의를 요약하면, 국제적 교섭을 둘러싼 정치란 ‘국가적 레벨의 게임(Level Ⅱ
의 게임)’과 ‘국제적 레벨의 게임(Level Ⅰ의 게임)’의 두 가지 게임으로 구
성되어 있고, 협상 대표자(혹은 최고 결정권자)는 Level Ⅰ과 Level Ⅱ의 게
임의 접점에서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적 레벨
과 국제적 레벨이라는 구분은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한정시킨다는 것이 투페이스 게임의 주장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단위의 문제이다. Putnam이 협상과정을
국가레벨에서의 협상과 국제레벨에서의 협상으로 나눈 것은 (Putnam 자신
42) 본 논문에서는 Putnam의 투-레벨 게임에서 제시되고 있는 레벨(level)을 지칭할 때 원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서 ‘레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투-레벨 게임이 국내학계에서는 흔
히 ‘양면 게임’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레벨을 ‘면’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
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페이스 게임의 페이스(face)를 ‘면’이라고 해석하고 있
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레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 외에도 개념상의 혼란
을 막기 위해 ‘Two-Level Game’은 투-레벨 게임으로 ‘Two-Face Game’은 투-페이스 게임으
로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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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협상을 양국간의 관계로 한정짓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 국가적‧국제적이
라는 구분은 분석 대상을 양국간 협상에 한정시키게 된다. 국제적 협상이
라는 것이 항상 양국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구분은 맞다.
그렇지만 국제적 협상이 언제나 양국간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2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와 한 국가 사이에, 그리고 다수 국가와 다수 국가
사이에서도 협상은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의 수가 늘어났을 때 (국
가적‧국제적이라는 구분을 따른다면) 각 행위자가 갖게 되는 협상의 레벨
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레벨의 문제는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단위에 대한 가정과 밀접한 연
관을 갖고 있으며, ‘레벨’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다. 투-레벨 게임은 양국간 협상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
니며, Putnam 이래의 연구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
지만, 국가적 레벨과 국내적 레벨이라는 구분은 분석대상의 선정을 의도치
않게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형 그대로의 투-레벨 게임을 다자간 협상의 무대로 확대 적용시
킬 때 등장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각 행위자간에 진행되는 협상의 접
점을 어떻게 설정함으로써 레벨을 Level Ⅰ과 Level Ⅱ로 한정짓는가이다.
국가적 레벨과 국제적 레벨이라는 분류가 갖는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이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필요가 있다. 즉 협상의 참여자가 다수라고 해서 협
상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달라지는 것은 레벨이 아닌 행위자의
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페이스 게임에서는 ‘레벨’에 대한 개념설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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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 즉 협상의 진행이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국내
적‧국제적이라는 구분은 적실성을 가질 수 있지만, 협상이 다수의 국가나
집단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적실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협
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X와 Y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X를 대표하는 협상의 대표자가 Y와 진행하게 되는 게임
인 외부 평면의 게임(external face game)과, 그리고 그와 같은 외부평면의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X에 포함되는 다수의 행위자들간에 진행되는 내부
평면의 게임(internal face game)으로 나뉘어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하관계 혹은 단계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용어는 ‘면’ 혹
은 ‘형세’라는 뜻을 갖는 ‘페이스’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벨’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김태현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투-레벨 게임을 직역하자면 ‘양차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러나 Putnam과 그 이래의 연구에서 ‘국제차원’과 ‘국내차원’은 동격으로 상
하관계가 없는 반면, ‘차원’이란 용어는 묵시적으로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영어의 투-레벨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아
마 Putnam은 David Singer 이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석의 차원
(level-of-analysis)’을 염두에 두고 명명을 한 듯하나, ‘양면 게임’의 내용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태현 외 1995, p. 43의
편역자 주).”
이처럼 흔히 ‘레벨’이라는 용어는 묵시적으로 어떤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Putnam과 그 이래의 연구에서 ‘국제적 레
벨’과 ‘국내적 레벨’은 동격으로 상하관계가 없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레벨’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동등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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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Putnam의 논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
이 있다. 즉 용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연구자들에게도 일종의 선험적 편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동등
한 상호작용이라는 Putnam의 논지를 감안한다면, 어떠한 상하관계 혹은 단
계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면’ 혹
은 ‘형세’라는 뜻을 갖는 ‘페이스(fa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Putnam
이 제시하고자 했던 바를 더 잘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관성 및 동등한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투-레벨 게임이 아닌 투-페이스 게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국내의 학계에서도 Putnam의 투-레벨 게임을 소개할 때면 한
글로 번역할 때 ‘양수준 게임’이나 ‘양차원 게임’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흔히 ‘양면 게임’으로 지칭하거나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투-레벨 게임’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점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투-레벨을 투-페이스로 바꾸는 것은 행위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은 적용가능성을 가져온다. 국가적‧국제적이라는 분류는 협상의 진행을
양국간 관계에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국가행위자에 한정짓게 되
기 때문이다. 물론 Putnam이 행위자를 국가행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에 따르면 협상은 두 조직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조직은 하나
의 국가일 수도 있고 다수의 국가연합일 수도 있으며, 개인일 수도 있고 혹
은 어떤 집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상은 국가적 레벨과
국제적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아측의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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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내부평면의 게임) 그리고 아측 연합의 대표자와 상대측의 대표자간에
(외부평면의 게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Putnam이 제시한 투-레벨 게임 이론은 국제적 협상의 경우를 분석
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내적 집단간의 협상을 예로 드는 것은 그의
원래의 논지와는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43) 그렇지만 분석의 대상을 내
부평면의 협상과 외부평면의 협상으로 구분한다면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협상의 상황이 훨씬 확장되게 된다. 아측 내부평면에서의 협
상과 상대측과의 외부평면에서의 협상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여하한
수준에서의 협상도, 즉 그것이 국가간 협상이건 집단간 협상이건, 혹은
양자협상이건 다자협상이건 간에 상관없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2. 러시아 가스관 협력/협상과 투-페이스 게임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상기한 바와 같은 투-페이스 게임의 분석틀을 적
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준의 협상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행위자의
분류를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물론 전통적 국제정치이론에서의 주된 행위자가 국가로서 전제되었던
43) 투-레벨 게임이 꼭 국제적 협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도 무리가 있
다. Putnam 자신도 투-레벨 게임을 비유하면서 노사간의 협상을 예로 들고 있으며, Putnam
이후의 후속 연구들에서 국가적이라는 뜻을 갖는 ‘national level’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적
혹은 내부적이라는 뜻의 ‘domestic level’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과 ‘국제적’이라
는 구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 228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데 반해, 오늘날 세계정치의 무대에서의 주된 행위자들은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NGO,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개인 등으로 전제된다. 이는 어떠한
국제적 사안의 협상의 진행과 분석이 단순하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협상의 의제와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분류되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 그룹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론의 간결성(parsimony)이 갖는 장점을 감안했
을 때, 행위자를 국가행위자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석의 용이함
에 있어 많은 유리함을 제공한다.
러시아 가스관 협상은 범위의 설정과 해석에 따라 남한과 북한, 러시아
뿐만이 아닌 동북아와 세계 정치무대의 주요 행위자들이 포함될 수 있으
며, 이들을 협상의 틀에 따라 분류할 때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행위자를 상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Klare 2008). 세계에서 가장 많
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다국적 기업(IOCs: International
Oil Companies)이 아니라 국영기업(NOCs: National Oil Companies)이 되었
다. 소위 자원 또는 에너지 민족주의 현상으로서 에너지 분야만큼은 국가
의 정책이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신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김태현 2012, pp. 52~53). 물론 각 국
가 내부 혹은 국가간 연합은 찬성과 반대의 세력으로 다시 갈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국가에 따라 내부평면 행위자들을 겨냥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가스관 협상을 분석함에 있어 투-페이스 게임과 같은 분석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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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각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폭과 의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단지 한국‧북한‧러시아의 세 행위자만이 아닌 주변의 가능한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 즉 미국‧중국‧일본 등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가스관 사업의 주요 행위자는 먼저 사업 당사자와 사업 관계자의 두 집
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였을 때 행위자는 사업의 주된 당사
자로서의 한국‧북한‧러시아 세 나라와 가스관 협상 결과 및 그 진행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주요 국가행위자들로서의 미국‧중국‧일본의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 행위자들을 이해관계에 따
라 찬성과 반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전략 선택과 상
황 변경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행위자 집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각자의 내부에서 다시 각각의 국내적 수준의 행위자들로 분화되어 가스관
협상에 찬성하는 국내적 행위자들과 반대하는 국내적 행위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스관 협상의 행위자들로서 6개국
모두를 상정하고, 이들을 크게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나누어 그 상호작
용을 예측하여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각 이해 당사국가 내부의 국내적 수준의 행위
자들의 찬반행위는 무시하고, 국가수준에서의 찬반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
로 삼는다. 이렇게 전제할 경우 러시아 가스관 협상의 행위자는 좁은 수준
에서는 한국‧북한‧러시아의 3개국으로 구성되고, 넓게 확장시킬 경우 미국‧
일본‧중국을 포괄하는 동북아 6개 국가의 복합구도 속에서의 게임을 진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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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투-페이스 게임으로 도식화한 가스관 협상

이러한 전제하에 참여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자. [그림 12]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할 때, 6개의 행위자의 작동을 전제한 상태에
서 가능한 행위자 조합의 수는 36개가 되겠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점검할 필요는 없다. 상기한 [그림 10]과 [그림 11]을 참고했을 때, 에너지
다자협력기구 구성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 요인을 좀 더 활성화하
는 것이 사업의 성사와 에너지 다자협력기구 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투-페이스 게임의 틀을 받아들이고 주된 행
위자를 국가행위자로 전제할 때,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는 상대방 내부평면 행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사안 연계,44) 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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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45) 정치적 쟁점화46) 등의 방법과 상대방 협상 대표들을 타깃으로 하는
대표자간 담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관 사업의 특성과 행
위자들을 감안했을 때 각자의 내부평면을 향한 전략실행보다는 국가수준의
협상대표자를 겨냥한 전략실행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47)
협상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끌어내는 기본 방법은 상대방이 사용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는 비용은 줄이고 기대하는 이득은 커지게 하는 것이다. 투페이스 게임의 논리를 빌리자면 행위자들간의 합의가능 영역, 즉 윈-셑
(win-set)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상황의 변화 혹은 행위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만약 확대된 행위자들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를 꺼려해 그 구성이 어렵다면, 해결책은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그
것의 구성이 가져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늘이는 것이다. 예로서
행위자 모두의 공통 및 개별 이익과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이익의 확장과
갈등요소의 타파를 통해 동기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도적 행위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누가 주도적 행위자

44) 사안을 연계시킴으로써(linkage of issues) 상대방 내부평면의 비활성집단을 활성화하여 상
대방 내부세력간의 균형을 변경시킴으로써 상대측의 윈-셑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 협상력
의 제고를 노리는 전략이다.
45) 사안의 일반적 이미지의 변화를 통하여 상대측의 윈-셑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 협상력의
제고를 노리는 전략이다.
46)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여 비활성 내부평면 행위자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윈-셑을 축소, 협상
력의 제고를 노리는 전략이다.
47) 물론 국가에 따라 내부평면 행위자들을 겨냥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
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로서 미국 내 로비집단의 존재 등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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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인가?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주도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이와 같
은 다자적 협력의 경우에는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국가가 전체의 흐름
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선택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된다.
[그림 13]은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기본 포맷과 목적을 보여준다. 이
러한 구도하에서 제Ⅱ장 2절의 전개형 게임과 동시 게임을 통해 검토한 바
있듯이 가스관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소극적인 역할보
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그림 9]가 보여주
듯이 사업당사자들인 남‧북‧러의 입장에서 디시전 트리를 그려보았을 때
양자보다는 다자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
고, 발생가능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리는 나머지 관계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흐름의 디
시전 트리를 그렸을 때 미국‧중국‧일본의 경우에도 남‧북‧러 세 국가만의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바탕하여 참여 가능국들을 설득하고 공통의 이
익과 갈등요소를 파악하여 이익은 늘이고 갈등은 줄이는 노력이 행해진
다면,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형성을 둘
러싼 공통의 이익과 갈등요소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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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포맷과 목적

표 22.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구성의 공통이익과 갈등요소

공통이익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
◦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 시장의 확대와 경제적 이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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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갈등요소

◦ 지역 패권에 있어서의 주도권 다툼
◦ 전략 균형 속에서의 복잡한 합종연횡
◦ 자국 이기주의
◦ 에너지 자원의 수급에 대한 불가예측성
◦ 에너지 수급 및 계약의 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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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
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사업 실행 가능성과 쟁점들, 그리고 대안으
로서의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창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안건들과 행
위자들간의 상호작용들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는 우리가 추구해 나아
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재 동북아의 지역 정세는 매우 휘발적(volatile)이고 불안정(unstable)하
다. 안보 및 정치‧경제적 측면에 있어 다른 사안들을 제외하고 에너지 측면
에서만 접근해 보았을 때도 현 상황은 결코 한국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특
히 러시아와의 협력,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
국 같은 지역 내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 역내 행위자들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우
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격차가 커지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접근할 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으로서 접
근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가스관 사업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동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이 사업 또한 가
스관 사업이 직면해야 했던 북한 리스크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중국‧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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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스관 사업의 추진은 동시에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
되어야 한다. 엄존하는 북한 리스크와 가능성 있는 러시아 리스크를 감안
할 때, 양자간 협력보다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안전장치의 확보가 필요하
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추진은 현재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주된 흐름
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자간 협력의 구도를 다자간 협력으로 확장시킴으
로써 역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의 지원 또한 얻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다자간 협력의 추진은 가스관 사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PNG 형태의 수입을, 일본은 LNG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동시에 PNG 형태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의 주요 3국이 모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3국의 협력 여부에 따
라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과 동
시에, 연대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이며, 다자간 협력기구의
창설은 선순환적인 시장의 확대와 지역 안정성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자협력의 추진은 에너지 시장에서 갖는 개별 국가의 제한적 능력의 측
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태현(2012, pp. 57~58)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논의는 주기를 그려왔고, 그 주기는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에너지원의 고갈 우려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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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에너지 가격, 지금까지는 주로 석유가격이 안정화되면 사라졌다는 것
이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할 때 에너지 안보는 세계적 차원의 일로서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
은 행위주체들의 정책과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도하는 제도의 수립에 초점
을 두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스관 사업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의 구성을 위
하여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 선택들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
고자 한다.
첫째, 진행의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러한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게임의 결과
가 보여주듯이, 가스관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주도적 행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협상에서 초기 제안 값은 협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초기 제
안 값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협상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협상을 주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의 흐름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적극적인 행위
자가 되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
지협력기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적 마
스터플랜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관련 행위자들에게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도한 약속이나 양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참여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협력이란 드물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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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각 행위자는 참여를 결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양보와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의제의 확대와 연계(linkage)를 시도한다. 에너지는 영합적인 성격
을 띤 협력 대상이지만, 상황의 변경을 통해 정합적 협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이외의 분야에서 보상의 대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적 호혜성 원칙의 적용과 이슈 연계의 방식은 다른
행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넷째, 기존 목표와 어젠다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
는 중강국 역할론, 중견국 외교, 평화적 중재자론 등과 같은 외교목표가 가
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 이미
한국은 충분히 성장한 국가이며, 굳이 그 역할을 중견국에 한정시킬 필요
가 없다는 점 또한 상기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토론토대학 G8 리서치
그룹(Research Group) 소장인 존 커튼(John Kirton) 교수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커튼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48) “박근혜 정부의 중견국
외교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겐 미안하지만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할 단계를 지났다… 이미 주요국 지위에 올라서 있다…
한국이 G20 회원국이 되었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
가 이미 주요국에 진입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지적처럼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48) ｢한국, 독자적 외교 가능한 주요국으로 컸다｣(2013), 중앙일보.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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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견국 혹은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정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국,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필요가 있다.
에이스모글루와 로빈슨(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 2012)은
그들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국가의 흥망성
쇠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 개념을 제
시한 바 있다. 어쩌면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한국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
역적‧세계적 권력 재분배에 성공하여 성공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지, 아니면 지역의 여러 행위자 중의 하나로서 머무를지, 그것도 아니면 시
대의 흐름에 뒤처져 실패의 길을 걷게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분
기점일 수도 있다. 아니, 사실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 모든 주요한 사업들
은 그러한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그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과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이익과 미래를 감안한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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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로이자 경계선이며, 나아가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이자 강대국간의 각축장이었던 흑해 지역(Black Sea
Region)1)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다. 흑해경제권은 유

1) 흑해 지역은 보통 ‘흑해연안 6개국(6 Black Sea littoral states)’,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
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를 포함하는 지리‧정치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발칸
반도로부터 코카서스(Caucasus), 남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터키의 아나톨리아
(Anatolia)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확장된 흑해 지역 개념은 12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들, 즉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흑해 지역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
고. Charles King(2008), “The Wider Black Sea Reg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in Daniel
Hamilton and Gerhard Mangott(eds.), The Wider Black Sea Region in the 21st Century:
Strategic, Economic and Energy Perspectives(Washington D.C.: Center for Trans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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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터키의 경우
2011년 성장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이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흑해 지역은 슬라브 문명(러시아), 이슬람 문명(터키), 그리고
기독교 문명(유럽)이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냉전시대 흑해 지역은
소비에트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NATO의 교두보였으며, 냉전 이후 흑해 지
역은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그림 1. 흑해경제권 주요 국가들

Relations), pp. 1-2; Tedo Japaridze(2007), “The Black Sea Region: Meaning and Significance,”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29, pp. 113-125.

∙ 246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진출전략

위치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만 부각되던 흑해 지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
장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소연방의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
들과 CIS 흑해 지역 국가들이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이
다. 여기에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터키가 급성장하면서 오늘
날 흑해 연안 지역은 자원, 시장, 제조업, 물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경제권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흑해경제권은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국이 다수를 형성하
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1990년대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2)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
안정, 투자의 부진, 신뢰할 만한 금융체제의 부재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가
져왔고, 이에 따라 흑해 지역 국가들은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1998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환위기, 1999년 터키 지진과 코
소보 사태 등은 흑해경제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등 체제전환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 개혁과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호의적인 세계 경제환
경과 EU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무역과 투자 확대가 흑해 지역 경제에 긍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0～08년 사이 12개 흑해경제협
력기구(BSEC)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5.9%을 기록하였으며, 지역
내의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2) Panayotis Gavras(2010),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Black Sea
Regio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10, No. 3, pp. 263-265.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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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면서 흑해경제권은 일시적으로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2009년
유로존 국가들이 –3.9%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EU의 경제적 지원과 시장
에 의존하고 있었던 BSCE 국가들의 성장률은 –6.4%로 대폭 하락하였다.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한 2009년을 지나자 흑해경제권은 다시 반등에 성
공하는데, 유로존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이 L자형의 경
기침체를 경험한 반면, 러시아, 터키 등은 V자형의 극적인 전환에 성공하
였다. 이러한 차이는 EU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BSEC 국가들이 EU의
지원 감소로 동반침체를 겪은 반면, 터키와 CIS 국가들은 독자적인 시장
과 자원 및 제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흑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러시
아와 터키는 유로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흑해경제권이 독자적인 경제블록
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흑해경제권이 부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
해 지역과 유럽, 중동 지역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 자원의 통로라는 점이다.3)
흑해경제권은 고대로부터 남북으로는 북유럽 및 동유럽과 비잔티움을 연결
하고, 동서로는 오스만 튀르크 등 아시아 내륙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십자
로상에 위치해 있어 물류 및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현대에도 이러한 역
3) 흑해 지역은 역사적으로 동서 문화가 교류하는 지정학적 통로에 위치해 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식민시들이 건설되면서 유럽과 직접 접촉하기 시작한 이 지역은 제정 로마 시기에는
로마의 호수인 지중해와 우랄 서쪽 지역을 연결해 주는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하였고, 중세에
는 북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의 교역을 주도한 노르만인들의 바다였고,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강성한 시기에는 이슬람의 지배 아래 동서 교통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20세기에는
터키 연안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었다. 이렇듯 흑해 지역이 지
나온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지배적인 세력권으로부터 다양하고도 종종 상충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다양한 국가군을 형성하게 된 이 지역의 특성이 형성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김
영진(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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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카스피 해의 에너지 자원을 유럽과 터키로 연결
하는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나부코
(Nabucco) 송유관 및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와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흑해 지역이
물류와 에너지 자원 수송에 있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흑해경제권의 잠재력과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흑해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놓여 있다. 흑해경제권에 대한 연구 부족의 가장 큰 이
유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유럽도 구소련 지역도 아닌 경계가 애매한 동
서양의 교차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흑해경제권은 유럽 전공
자도 구소련 전공자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4) 1992년
BSCE가 출범하면서 이 지역에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2009년 유
럽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흑해경제권에 대한 연구도 크게 줄어들었다.
흑해경제권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 방법론을 통해 흑해경제권의 경제통합 과정
을 추적하고 예상할 것이다. 경제적‧인적 교류와 협력이 정치적‧인종적 갈
등과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미 EU 경제권에 상당히 접근한 터키와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우
크라이나,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흑해경제권 국가들이 지
역간 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 내부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역내 안
정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발견할 것이다.

4)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한 논문집에서 흑해경제권에 대한 논문은 2010년까지 한 편에 불과했
으며, 그 이후 이 지역의 정치문제를 다루는 논문은 다수 나왔지만 경제분야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서유럽 전공자들은 거의 흑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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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흑해경제권의 시장 규모
및 구조, 투자 여건, 위험 요인 등을 역내 국가별로 조사하고 비교 연구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흑해경제권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성장, 인구증가, 소득증가 세 요소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 전망 위에서 국가
별 투자 여건, 위험 요인 등 국가별 위험(country risk)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흑해경제권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 러시아, 중국 등의 흑해 진출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흑해경제권의 투자환경을 분석할 것이다. 흑해 주변 강대국들의
이 지역 진출 전략 검토을 통해 한국의 대흑해 진출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
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한국에서 부진했던 흑해 지역 연구에 대한 최신의 자료와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 지역 동향과 국제학계의 흐
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흑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
에 대한 한국의 진출은 그동안 부진하였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이 지역 진출을 위한 기회 요인
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진출 전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학문적으로 이 논문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흑해경제권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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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역내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화시켰으며,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업그레이드하였다. 국경 통과와 비자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흑해
주변의 교통 물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흑해경제권의
역내 정치‧경제‧통상‧안보‧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 흑해경제권 사례는 경제적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
관계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Ⅱ.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성장 전망
1. 유럽 재정위기 이후 흑해경제권의 성장
흑해 국가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성장이다. 그리스와 터키를 제
외한 BSEC 국가들 대부분은 지난 20년의 탈냉전시기 동안 중앙통제적 계
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에 체제전
환 BSEC 국가들은 경제적 혼란과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지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2-08년
사이에는 흑해경제권의 모든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비즈
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5) 그러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는 심각한 성장률 저하와 경기침체에 직면
5) 국가위험도(country risk score)가 1999년 60%에서 2003년 50%, 2008년 40%, 2008년 35%로
감소한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Panayotis Gavras(2010),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Black Sea Regio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10,
No. 3, p. 267. (September)

25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하게 되었다. 2009년에 러시아는 -7.1%, 터키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하
였으며, 우크라이나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2009년
BSEC 국가들의 성장률은 –6.4%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림 2. 흑해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 IMF–IFS.

2009년 유럽 재정위기는 EU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흑해경제권에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기침체가
깊어졌지만, 반면 EU에 덜 의존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흑
해경제권은 극적으로 반등하였다. EU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
고 2010년 흑해경제권의 전체 성장률은 4.2%로 V자형의 반등을 이루었다.
흑해 지역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은 2009년 글로벌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2011년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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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크라이나는 5.2%, 터키는 무려 8.5%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2011년 유로존의 성장률이 겨우 1.6%에 불과한 반면, [표 1]에서 보이듯이
흑해경제권 핵심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무려 6%에 이른다.
2012년 흑해경제권은 불온한 날씨 때문에 농업의 성장 감소와 그리스의
지속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2.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동아시아(7.5%), 동남아(5.4%), 라틴아메리카(3.0 %), 북아프리카(3.8 %) 성
장률에 비해 낮았지만, 인근 EU의 성장률이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러시아와 터키의 경제성장이 EU 국가들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경제를 주도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흑해경제권이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
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터키와 러시아의 경제성장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2012년 체제전환 국가인 러시아(3.4%)를 필두로 아르메
니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EU 국가인 그리스(-6.4%), 불가리아(0.8%), 루마니아(0.2%)는 여전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에 있어서
도 러시아(3.7%), 아제르바이잔(21.7%)만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
분의 국가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인데, 이것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현금창출 능력이 있는 에너지 수
출국가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공공부채에 있어서도 주력 수출품이 없는
농업국가인 알바니아(60.9%), 아르메니아(44.2%)가 공공부채의 규모가 매
우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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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2년 BSCE 국가들의 주요경제지표

경상수지
/GDP

예산
/GDP

공공부채
/GDP

FDI/GDP

2.0%

-11.7%

-3.4%

60.9%

6.5%

7.2%

2.6%

-8.4%

-1.5%

44.2%

5.4%

아제르바이잔

2.2%

1.1%

21.7%

0.3%

12.6%

1.2%

불가리아

0.8%

3.0%

-1.3%

-0.8%

18.5%

3.7%

조지아

6.1%

-0.9%

-11.5%

-2.9%

34.9%

5.5%

그리스

-6.4%

1.5%

-2.9%

-6.6%

157.5%

0.2%

몰도바

-0.8%

4.6%

-7.0%

-2.5%

28.3%

2.2%

루마니아

0.2%

3.3%

-3.8%

-2.5%

34.6%

1.2%

러시아

3.4%

5.1%

3.7%

0.4%

11.5%

2.6%

세르비아

-1.7%

7.8%

-10.6%

-6.4%

44.5%

0.9%

터키

2.2%

8.9%

-6.0%

-2.0%

36.1%

1.6%

우크라이나

0.2%

0.6%

-8.4%

-3.3%

34.7%

4.4%

국가명

성장률

인플레이션

알바니아

1.1%

아르메니아

자료: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2009년 이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로 번져가는 유럽 재정위기는 EU
가입을 갈망하던 터키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하도
록 압박하였다. 만일 터키와 우크라이나가 유로존에 가입한다면, 이 두 국
가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금융 부문이 활성화
되면서 버블경제가 만성화될 것이다. 더욱이 유로존이 설령 이번 재정위기
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 규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터키의 성
장 정책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6) 이에 따라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EU
와 거리를 두면서 향후 성장전망이 높고 자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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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흑해경제권을 주목하고 있다.
흑해경제권이 출범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12개 BSCE 국가들은 성장률
이나 재정건전성, 성잠잠재력 측면에서 확연하게 나뉘게 된다. 고소득 국가
로서는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농업국가로서 수출잠재력이 약
한 알바니아, 아르메니나, 몰도바, 세르비아 등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중위국 국가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7)
12개 BSEC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흑해경제권의 각
국가들은 경제구조, 산업구조. 경제발전 수준, 영토 크기 등의 차이가 존재
하고, 이에 따라 대외 경제협력 형태 및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EU애 이
미 가입한 흑해 국가들은 EU와의 협력을 중요시 여기고, 경제상황 또한 다
른 EU에 가입하지 않는 흑해 국가들에 비해 나은 편이다. 특히 비EU 가입
흑해 국가인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의 경제규모는 소득과 GDP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국가들은 흑해 지역에서 가장 저발전
되고 빈곤층이 많다.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산
업 구조의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치
불안정, 동서 지역간 갈등, 여전히 문제가 많은 시장경제 구조, 낡은 중공
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6) 보통 신흥국가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재정정책, 금융정책, 산
업정책 등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유로존에 가입하게 될 경우 환율, 금리, 정책 금융 등에 대
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EU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유럽문화는 전혀 다른 터키의 정치‧사회 환경과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7) 우크라이나는 흑해경제권 가운데서 중위권으로 분류되지만,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자원과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언제
든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 재정위기가 극복된다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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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흑해 국가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기업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점
이 있다.

2. 흑해경제권의 강점과 약점
2009년과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
나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거대한 내수시장, 세계적 규모의
부존자원, 튼튼한 제조업이 결합한 결과이다. 흑해경제권의 핵심을 이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의 인구는 무려 2억 6,300만 명에 이르며, 1인당
GDP도 평균 1만 달러로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와 GDP 규모,
1인당 소득수준으로만 흑해경제권 주요 3국을 평가한다면, 글로벌 지역주
의(globallocalism)8) 범주들 가운데 수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 가스, 철강, 석탄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
며, 터키는 자동차, 기계, 철강, 의류 분야 등의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총인구가 무려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흑해권 국가들
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흑해경제권의 성장 잠재
력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지역주의 가운데 흑해경제권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정
학적 장점에 있다. 흑해경제권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으며, 나아
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경제권과 인도가 주축이 되는 서남아

8) 글로벌 지역주의는 EU, NAFTA, ASEAN, MENA(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등이 있으며, 신흥지역 가운데 흑해경제권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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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흑해권 주요 국가들의 최근 현황

총인구

GDP

1인당 GDP

(2012년)

(2012년)

(2012년)

2011년

2012년

만명

억 달러

ppp 기준/달러

%

%

17,098

14,283

18,840

13,236

4.3

3.6

우크라이나

604

4,550

1,801

7,598

5.2

0.5

터키

784

7,470

7,911

10,550

8.5

3.3

종합

18,486

26,303

28,181

10,461(평균)

6.0(평균)

2.4(평균)

국가명

러시아

면적
(천 km2)

경제성장률

자료: IMF 종합. 1인당 GDP, 경제성장률은 3개국 평균임.

경제권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다. 흑해를 통해 다양한 물류가 가능해지고,
물류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위치할 수도 있다.
흑해경제권은 또한 다른 글로벌 지역주의가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장
점들을 흡수할 수 있다. EU 경제권에 속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 제
도와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고, 러시아의 자원들을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으며, 터키의 제조업 기반도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카프카스 지역의 농업과 관광업도 흑해경제권의 장점을 더해주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흑해경제권의 핵심적인 국가인 러시아
와 터키가 흑해경제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럽 재정위기가 결국 유럽 시장의 위축을 야기하면서 터키는 수출시장을
일정 정도 상실하였고,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에서의 상품과 에너지의 수입 감소는 이 지역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터키의 성장위기 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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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국가들은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자 대안으로 흑해 경제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터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
하고,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CIS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흑해경제권은 지정학적 장점,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자원, EU와 인접
한 선진 제도의 수입, 그리고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라는 측면에
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존재한다. 흑해경제권의 가장 큰 문
제는 주도 국가의 부재이다. 터키는 경제력 규모나 종교적 차이점으로 흑
해경제권을 주도할 만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고, 러시아의 경우 여전히
국내외적인 위기로 흑해경제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과거
구소련의 패권주의에 상처받은 국가들(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반발도 러시아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계속되는 갈등으로 흑해경제권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 2009년 야누코비치 정권이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러
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받는 가스대금을 2019년까지 30% 할인해 주는
대가로 세바스토폴의 흑해 함대의 주둔기간을 최장 3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가스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진행된다. 흑해 인근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리더
십 부재는 조지아와의 갈등, 몰도바 사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흑해경제권의 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흑해경제권 통합의 또 다른 장애는 역내 국가들의 갈수록 벌어지는 경제
력 격차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득 상위권 국가와 하위권 국가들의 경제
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지역 협력의 큰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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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중요한 반면, 종교적‧문화적
차이는 역내 인적 교류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EU 가입을 희망해온 터키의 경우 세속주의 이슬람과 종교적
색책의 약화로 슬라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과 치명적인 갈등을 겪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흑해경제권의 경제통합
흑해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가교 역할을 해왔다. 흑해 지역은 로마, 비
잔틴 제국 등 유럽 문명권과 오토만 제국의 이슬람 문명권, 동서 냉전을 거
치면서 전통적으로 소비에트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슬라브 문화권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
는 이 지역은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전체 질서 변화에 역동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 EU와 NATO의 동진,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노력, 이슬람의 지
역 복귀 시도가 다층적이고 다문화적인 이 지역에 독특한 성격의 지역주의
를 형성하고 있다.
흑해경제권이 자원, 인구,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부각되
지 못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과 침
체, 그리고 터키의 경기침체 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흑
해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구속력 있는 경제통합체로서 실질적인
활동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BSCE는 터키의 제안을 토대로 199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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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스탄불에서 흑해에 접해 있는 6개국(터키,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
아, 우크라이나, 조지아)과 흑해 지역의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5개국(그리스,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총 11개국
국가수반들이 참여하여 ｢이스탄불 공동 선언문(The Istanbul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9)
BSCE 회원국들은 분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며,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지
역주의를 지지하고, 유럽의 분할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위해 흑해 지역에서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10) 2001년 모스크바
에서 BSCE 장관협의회에서 채택된 ‘장래의 BSCE 어젠다’에서는 실질적인
편인을 가져오고 역내의 개혁과 지역의 경제통합을 자극할 수 있는 합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SCE는 냉전 종식 이후 기존 협력의 틀이
붕괴되고 새로운 기반에서 지역협력의 틀을 경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흑해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BSEC는 주도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EU라는 거대한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통합력이 의심받아 왔었다. 터키는
흑해경제권의 주도세력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하기보다는 EU 가입에 관

9) 1995년 5월 BSEC 사무국이 이스탄불에 수립되어, 조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 6월엔 BSEC 헌장이, 1999년에는 각국 의회로부터 비준절차가 완료되고, 제 54회
UN 총회에서 UN 기구 안의 옵서버 자격 획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BSEC는 국제적으로 인
정되는 지역협력기구가 되었다. 2004년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세르비아가 흑해 연안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SEC에 가입하게 되면서 총 12개 회원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BSEC는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17 참관인 17 부문별 대화 파트너를 갖는 것은 영구 국제
사무국, 즉 4 개의 관련 기관, 흑해 경제협력의원 총회(PABSEC), 기업협의회(BSEC BC), 흑
해무역개발은행(BSTDB) 흑해연구를 위한 국제센터(ICBSS)가 있다.
10) M. Aydin(2005), “Europe’s New Region: The Black Sea in the Wider Europe neighbourhood,”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5, No. 2.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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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집중하였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서 EU와의 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하였다. 과거 흑해 지역의 절대 강자였던 러시아 또한 지
난 20년간 진행된 체제전환의 혼란으로 인해 흑해 지역에 관심을 둘 여력
이 없었다.
BSCE가 실효성 있는 지역주의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만, 나름대로 BSEC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
2001년 BSEC 외무부 장관 위원회는 BSEC 헌장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
성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고 BSEC 경제 의제를 채택했다.
이 액션 플랜의 기본 원칙은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역내 무
역과 투자를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역내 무역 확대와 기업 애로사
항 해소,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방해하는 장벽 해소에 초점
을 맞추고,11)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BSEC 네트워크를 만들기
로 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BSEC 회원국들간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아가 BSEC 회원국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지역12)
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1) 주요 목표는 세관 및 국경 검문소 주관청간의 협력인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가의 법령과 관습과 일치하여 국경통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
로 하고, 세관 당국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트럭을 통한 물류 트레킹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12) 1997년 BSCE 이스탄불 외무‧경제 장관회담에서 ‘BSCE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려는 의향
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회원국간 조율을 시도하였는데, 이미 EU에 가입한 국가들과 러
시아의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유야
무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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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Black Sea Ring Highway Project

이 경제의제의 또 다른 목표는 회원국간의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이다. 이 프로젝트는 ‘The Black Sea Ring Highway Project’로 BSEC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약 7,500km 고속도로이다. 이 도로는 지역 불균형을 줄이
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 네트워크에 BSEC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BSEC 지역의 여객 및 화물의 영역에서 법적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틀 내
에서 EU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데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의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흑해 에너지 시장 개발
에 초점을 두었다. 통합 흑해 에너지 시장의 창출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과
규제를 정하고, BSEC 지역의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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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에너지 안보, 상호연
결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스와 경로를 다각화하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에너지 시장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BSEC 회원국간 전력 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림 4. 흑해 지역의 파이프라인 현황

흑해 지역은 거대 에너지 소비국인 유럽과 생산국인 러시아, 나아가 중
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역내외 국가들간 협력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터키에 위치한 보스포러
스와 다나넬스(Bosporus and Dardanelles) 해협은 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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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조선 통과로이다. 이 해협을 통해 러시아는 카스피 해에서 생산된 원
유를 매년 1억 5천만 톤 가량 수출하고 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
스탄 등 카스피 해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BTC 송유관을 통해 운송되
면서 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추가 송유관의 건설이 급한 실
정이다.13)
현재 흑해 지역에 운영 중인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미 언급한 BTC,
BTE에 더해 바쿠-숩사 송유관, 바쿠-노보로시스크 송유관, 바쿠-바투미 송
유관, 터키-그리스 가스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블루스트림
(Blue Stream) 가스관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흑해 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파이프라인 중 대표적인 것들은 사우스스트림, 나부코 가스관
등이 있다.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
시아는 흑해를 통해 남부유럽과 동유럽에 가스 자원을 수출하는 전략을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다. 블루스트림 가스관의 성공적인 설치와 운영은
러시아의 흑해 에너지 공급망에 자신감을 주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우하기보다 흑해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 가스 공급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
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사우스스트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SEC가 출범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12개 국가 정상회담조차
개회하지 못하였으며, 역내 무역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 통관, 투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기본적인 합의도 아직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주

13) Pamir(2007),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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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역내 무역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가속화
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BSCE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조
차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BSCE 국가들은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정책의 조
정이나 회원국간 관세 축소, 비관세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통의 상품
표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만, 통신, 통관 분야의 협력도 이루어지
지 않음에 따라 BSCE 효과가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BSCE 경제통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흑해 국가들이 흑해라는 지역주의
보다는 EU, CIS 등 다른 지역주의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지대의 경우도 EU 국가인 불가리아, 그리스 등은 EU 협약에 위반될 것
을 걱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도 CIS 경제통합에 흑해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와 CIS 경제통합이 힘들
어지면 질수록 단일지역으로서 흑해 경제통합의 매력은 강화될 것이다.

Ⅲ. 흑해경제권과 세계경제
1. 러시아의 흑해 진출 전략
구소련 시절 러시아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 조지아, 루마
니아, 불가리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흑해를 장악하였다. 러시아의 흑해
지역에 대한 패권은 NATO 회원국으로서 터키가 유일하게 소련의 지중해
로의 진출을 견제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민주화와 1991년 소연방
해체와 독립국의 탄생은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크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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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반면 EU가 소프트
파워와 경제력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함
으로써 러시아는 더 이상 흑해 지역에서 전통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도 2008년 유센코 정부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고,
친러파인 야노코비치 정부조차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흑해 연안
국인 조지아가 부시 행정부 때부터 EU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푸틴 정부는 근린지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흑
해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푸틴 정부
는 흑해 지역에서 더 이상의 EU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와 조지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EU 가입을 차단하는 데 성
공하였다.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 대한 미국, EU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14)
러시아의 대흑해 지역 전략은 흑해경제권 국가들의 일원으로서 흑해 연
안 관련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흑해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2012년 세 번째로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라는 정책 목표
를 흑해 지역에서도 관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같은 흑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흑
해 지역의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한편

14) Yannia Tsantoulis(2009), “Geopolitics, (sub)regionalism, discourse and a troubled ‘power triangle’ in the Black Sea,”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9, No. 3, pp.
243-258.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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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흑해 연안국간 경제협력체인 BSEC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EU
가 지원하고 있는 나부코 가스관에 대응해 사우스 스트림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BSEC의 중심 국가이자 NATO 가입국인 터키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
하고 있다. 러시아의 BSEC 국가들과의 협력은 BSEC 기구 차원보다는 개
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서
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BSEC 국가들과 양자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0년 대선 결과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인사
인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위치한 흑해의 주요 해
군 거점지인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구에 대한 조차권을 확보하는 데 성
공하였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흑해 지역에 다시
금 화려하게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경학적 이해는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송로를 구
축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
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지점으로 선박을 통해 원유와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스 해협의 안전
을 보장받기 위해 에너지 및 물류 협력과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 가스의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을 위한 장
기계약을 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전통적으로 추진하였다. 러
시아는 기존의 블루 스트림과 함께 흑해를 경유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사우
스 스트림15)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스 스트림이 완공되면 러시아 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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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이 다양화되고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전
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대흑해 정책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흑해경제를 통합하는 한편, 우크
라이나와 조지아의 EU 가입을 저지하고 터키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
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BSCE 국가 중 일원으로서 이 다자기구 참여를
통한 경제권 통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BSCE 통합과 영향력이 강
화될수록 러시아의 흑해 지배력은 공고화되고 EU의 영향력은 축소될 가능
성이 많다.

2. 터키의 흑해 진출 전략
오스만 제국의 후예로서 터키는 흑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다. 터키는 19세기 흑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시아 제국과도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1950년대에는 소련의 남진정책에 대응해 미국과 서
유럽 중심의 NATO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소련의 남하를 저
지하기 위해 흑해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자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였던 터키
에 대해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지원하였다.

15) 2012년 러시아는 러시아 남서부에서 흑해 해저를 통해 동유럽 경유로 이탈리아 북부 등에
이르는 전장 약 2,350km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160억
유로이며 2016년 수출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스관의 수송능력은 EU 가스소비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최대 연간 630억 입방미터에 이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가스 수출루트를 활성화하여 우크라이나로의 가스수출에서도 가격교섭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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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으로 터키는 외교적‧국제적으로 심
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냉전 시기 동안 터
키는 지리적 위치와 친서방 정책으로 서방으로부터 경제, 외교, 군사적인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약화시
켰고, 따라서 터키로서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다.
터키는 냉전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독립 국가들이 탄생한 흑해 지역이
호혜적인 다자협력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국익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보았다. 이를 위해 터키는 흑해 지역에서 자국의 국익과 위상을 제고시
킬 수 있는 흑해 지역 국가들간 협력 확대 및 통합을 추진하는 BSEC를 창
설을 주도하였다. BSEC의 창설로 터키는 흑해 지역 협력에서 역내 강대국
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대립‧경쟁 관
계를 지속해온 러시아와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BSEC의 시작은 1990년 터키의 외잘(Turgut Özal) 대통령의 제안에서부
터 비롯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터키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를 견고히 하고, 흑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흑해 지역의 협력기구
를 제안하였다. 터키의 제안을 토대로 1992년 6월 25일 이스탄불에서 흑해
에 접해 있는 6개국(터키,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과 흑해 지역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5개국(그리스, 알바
니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총 11개국 국가수반들이 참여하여
BSEC의 탄생을 알리는 ｢이스탄불 공동 선언문(The Istanbul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된다. 2004년 세르비아가 BSEC에 가입하게 되면서 총 12개 회원
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BSCE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과거 소련처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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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패권국가가 없었고, 동시에 정치적‧민족적‧종교적 목적이 아닌 순수
한 경제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실제로 터키는 중
앙아시아 등 지역을 대상으로 범투르크 민족회의를 추진하였지만 우즈베키
스탄 등 같은 투르크 국가들의 반발로 실패한 반면, 비정치적이고 경제협
력을 전면에 내세운 BSCE는 흑해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변
국가들의 동의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BSCE는 출범 이후 터키는 다른 한편으로는 EU 가입을 조기에 실현시키
기 위한 정치‧경제‧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터키는 1960년대부터 유럽
지역과 협력관계를 이어왔고 2005년에 EU 가입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
나 EU는 터키가 여전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등
의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하며,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EU 국가인 사이프러스가 자국의 독립국 지위를 터키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터키의 EU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
른 EU 국가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터키의 EU 가입은 당분간 힘
들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2009년 유럽이 재정위기에 휘청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열망해 온
EU 가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흑해 역
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

16) 1993년 6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조건부 EU 가입기준으로 ① 민주주의 확보,
법률, 인권 및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안정적 제도 구축(정치적 조건), ② 역내 경쟁압력 및
시장지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장경제기능 확립(경제적 조건), ③ 정치경제 통화
동맹 등 회원국 의무사항 준수능력(공동체 규범 준수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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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반면, 터키 경제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 브뤼셀에서 터키의 유로존 가입 논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터키 국민의 75%가 유로존 가입을 원했으나, 최근 유로존 가
입을 원하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7) 터키는
2010년 이후 유럽 위기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
는데, 젊은 노동력과 탄탄한 내수시장, 제조업 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는 유로존에 가입할 경우 유로화에 종속되면
서 독자적 환율정책을 펼치지 못하여 수출 중심의 터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터키는 흑해경제권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터키는 EU와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지지하는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터키는 BTC와 BTE 파이프라인의 당사국이자 나부코
의 핵심적인 통과국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블루 스트림과 사우스 스트림의
핵심 협력국이기도 하다. 터키는 EU가 추진 중인 Black Sea Ring Corridor,
Black Sea Pan European Transport Area, 트라세카(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터키
는 유럽과 코카서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트라세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002년부터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중앙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으로 연결된 대규모 물류가 발생하
면서 터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Schupige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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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흑해 진출 전략
EU는 1991년 소연방의 붕괴 이전에는 주로 터키와 그리스를 통해 흑해
지역에 관심을 기울였다. 냉전 시기 EU의 흑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소련의 남진 저지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이슬람 국가인 터키를 완충국가
로 설정하고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흑해 연안
국가 중에서 터키만이 EU의 전략적 동맹국가였으며, 배후에 그리스가 이
를 지지하는 형태였다.
1989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흑해 연안의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
입하면서 EU의 흑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흑해 연안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는 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CIS 국가들마저
도 EU 가입을 적극 희망하게 됨에 따라 EU의 동진정책은 러시아의 위기감
을 촉발켰다.
1990년대 EU의 흑해 지역에 대한 주된 정치적 관심은 이 지역의 민주화,
인권,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등의 문제였다. 동시에 EU는 불가리아, 루마니
아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를 지원하였
다. EU는 장기적으로 체제전환 국가들의 EU 경제권으로 통합을 추진하였
다. 이를 위해 EU는 유럽개발은행(EBRD)을 통해 다양한 체제전환 프로그
램을 지원하였다.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흑해 국가들은 1990년 이후 대외
교역에 있어 EU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흑해 지역 국가들의 교역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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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흑해 지역에 대한 EU의 경제적 관심은 에너지 및 기타 상품들의 수송
로 및 통과 지역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다. 2006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스분쟁 이후 EU가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
진하면서 EU의 흑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EU가 2003년 채택한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에 따르
면, EU는 흑해 지역에서 안보‧정치‧경제 이익을 갖고 있다. EU의 에너지
수입 중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33%,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18)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시장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공급물량 감소 등 경제
적 위험성이 증감함에 따라 EU는 중앙아시아 가스를 흑해를 통해 공급받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흑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
가 상승하였다. EU는 가스공급 다변화를 위한 나부코 천연가스 파이프라
인을 추진하고 있다.19) 나부코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 가스가 아닌 중앙
아시아 가스를 흑해를 통해 수입함으로써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다.
EU는 이러한 정치‧경제‧안보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양자 차원에서, EU
는 1990년대 그리스와 터키를 제외한 흑해 지역 국가들과 PCA(Partnership
& Cooperation Agreements)를 체결하였다. PCA는 경제협력, 무역, 경제‧정

18) EU 27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8년 53.8%에 이르며, 석유의 80% 이상과 천연
가스의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한다. Europe’s Energy Portal, “Energy Dependency,”
Europe’s Energy Portal, http://www.energy.eu/#CO2(검색일: 2011년 2월 12일).
19) http://www.nabucco-pipeline.com/portal/page/portal/en/pipeline(검색일: 201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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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양자 협정이다.
또한 EU는 미국과 더불어 1997년 러시아를 배제하고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참여한 GUAM의 창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EU
는 2002년 ‘유럽근린정책(ENP: 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을 출범시켰
다. 이후 EU는 2004년 이후 ENP 참여 국가로 하여금 EU와의 양자간 정치
적 협력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유럽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심화시킬 수 있
는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EU는 다자 차원에서 BSEC와는 물론 흑해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양
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BSEC 등 흑해 지역의 다양한 지역
협력과 통합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EBRD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U는 흑해 지역 국가들의 기업환경 개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인프라 건설,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BSEC의 부문별 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4. 미국의 흑해 진출 전략
소연방 붕괴 후 흑해 지역은 미국의 우선적인 외교정책 대상이 아니었
다.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핵 강대국인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흑해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이 흑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 대테러 전쟁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중동에서
대테러 전쟁을 추진한 부시 정부는 흑해 지역을 유럽과 코카서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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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통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인
식 변화는 9‧11 테러 사태 이후 대 아프가니스탄 전을 수행하면서 강화되
었고, 2000년대부터 중국 위협론의 대두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의 역할과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흑해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2000년 중반 흑해경제권의 CIS 블록을 형성하였던 조지아와 우
크라이나에서 민주혁명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출범한 유센코 정부와 사카슈빌리 정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EU
와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고, 미국도 새로운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이들 국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미국은 지경학적으로 흑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상업로(commercial route)
이자 유럽의 대러‧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로
(energy corridor)’라고 인식하였다.20) 미국은 EU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정책, 즉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 추진되었다. 미국은 오일 메이저를 동원하여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
원을 흑해로 연결하는 BTC, BTE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BTC, BTE 파
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독점을 깨뜨리고 흑해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흑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BSEC의
옵서버 국가로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은 흑해 지역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도 정치‧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해 오
20) Ognyan Minchev(2006), “Major Interests and Strategies for the Black Sea Region,” Institute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p. 4.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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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조지아와의 협력을 통해 흑해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을 저지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Ⅳ. 한국의 흑해 진출전략
1. 흑해경제권의 투자환경
EU 국가인 그리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EU 가입을 추진해온
터키는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완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이 다른 흑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다.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세르비
아 등은 아직도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미흡한 상태이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실하다.
BSEC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점차 지속
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1999년 60%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35%로 떨어진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비즈
니스 환경의 개선은 흑해 지역 국가들의 국가신용도를 높여 주면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전체 GDP의 1% 미만
이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08년 GDP의 4.2%로 증가하였다. FDI의 액
수는 80억 달러에서 16배 증가한 1,300억 달러가 되었다.2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로존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었던 흑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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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와 제조업 기반의 터키를
제외한 BSEC 국가들은 2009년 대부분 투자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경제위
기를 경험하였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외
채 부담, 외국인투자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였다.

그림 5. 2010~12년(흑해경제권에 외한 외국인투자 동향)

자료: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 IMF-IFS.

유럽 재정위기는 흑해 지역 대부분의 국가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활동의 위축은 세수 감소를 초래했고, 국가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 불황이 장기화되자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증
대 등 사회보장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러시
21) Panayotis Gavra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Black Sea Region,”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 10, No. 3, pp. 267-268.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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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제외하면 여타 BSEC 국가들의 재정상태는 심각하다. 러시아를 제외
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0년 –3.1%, 2008년 0.8%에서 2009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 BSEC 국가들의 재정상태 악화는 외환보유 상태를 크
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년 들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흑해 지역 국가들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위기의 여파로 2012년 흑해 지역에 대한 FDI는 절대적으로나 상대
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흑해 지역에
대한 FDI는 전년보다 17%나 줄어든 7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금액은
2003년 이후 가장 저조한 투자 실적이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유로
존의 위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BSCE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아르메니
아만이 FDI가 증가하였고, 알바니아와 조지아가 전년 수준을 겨우 유지하
였다.
흑해 지역 국가들의 신용등급은 2009년 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데, [표 3]에서는 지난 13년 전과 비교하여 커다란 발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9년만 하더라도 흑해경제권 국가들 가운데 알바니아,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신용등급 자체를 부여
받지 못하였는데, 2012년에는 낮은 순위이지만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자원수출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BBB-로 투자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반면 일찍부터 유로존 국가였던 그리스는 1999년 A등급의 신용이 2012년
에는 투자부적격인 C를 받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다. 터키와
러시아의 경우 1999년에 비교하여 투자등급이 상승하였으며, 2009년 위기
이후에도 신용등급이 소폭 상승하는 등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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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의 위기가 흑해경제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
만 흑해 지역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위기를 통해 본격적인 자체 개혁에 나
서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에서 흑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2011~12년 기간 순위가 상승하였
다. 터키는 전년대비 16단계 상승한 43위를, 불가리아는 12단계 상승한 62
위를, 조지아는 11단계 상승한 77위를, 아르메니이나는 10단계 상승한 82
위를, 아제르바이잔은 9단계 상승한 46위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9단계 상
승한 73위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3년 Doing Business

표 3. 흑해경제권의 신용등급의 비교(1999년/2012년)

국가명

1999년
Moody’s

S&P

알바니아

B1

B+

아르메니아

Ba2

아제르바이잔

Baa3

BBB-

BBB-

Baa2

BBB

BBB-

Ba3

BB-

BB-

BBB+

C

B-

CCC

B-

B3

불가리아

Moody’s

B2

S&P

2012년

B

Fitch

B+

조지아

A-

Fitch

BB-

그리스

A2

몰도바

B2

루마니아

B3

B-

B-

Baa3

BB+

BBB-

러시아

Ca

SD

CCC

Baa1

BBB

BBB

터키

B1

B

B+

Ba1

BB

BBB-

우크라이나

B3

B3

B

B

자료: Credit Rating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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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185개 국가 가운데 흑해 국가들은 전년
보다 크게 약진하였다.22)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로, 그리스는 여덟 번째로,
세브비아는 아홉 번째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된 국가로 선정되었다.
모든 흑해 국가들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순조
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나, 우
크라이나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2. 한국의 대흑해 진출방안
글로벌 경기침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 요
인이다. 미국과 EU 등 주력시장의 부진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불안
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시장은 결국 신흥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신흥지역이 시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수준, 지속적인 성장이 뒷
받침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흑
해경제권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는 3억의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럽과 CIS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지
역이다.
한국의 흑해 진출은 아직 일천하다. 흑해경제권이 갖는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성격 때문에 한국은 이 지역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1990년
대와 2000년 초반 20년 동안 한국은 흑해를 하나의 지역경제권으로 보기보

22) World Bank(2013), Doing Busin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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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지역의 연장선상에서 흑해를 바라보았으며,
이 지역에 대한 통합적 진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2010년 흑해경제권이 EU
와의 차별성을 보이고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흑해 지
역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1월 1일 한국은 BSEC와 ‘부문별 대화 동반자(SDP: 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를 구축하고 이 지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9월 BSEC 회원국 11개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
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보화 전략’에 관한 다자협
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간 통합과 전산화에 관심이 많은 흑
해경제권 국가들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BSEC는 지역통합과 경제개
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하 기관인 흑해무역개발
은행(BSTDB)23)은 이를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
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개별 국가가 아닌 BSCE를 통해 흑해경제권에 진출
하게 되면 진출의 효과는 12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금융지원도 손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흑해 진출 분야는 강대국간의 경쟁이 치열한 에너지 자원 분야
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물류와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흑해경제권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류 및
교통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이 분야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한국은 조지아 정부와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흑해 지역으로 진
23) BSTDB는 그리스, 러시아, 터키의 주도로 1998년 3억 달러의 초기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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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흑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
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철도, 도로 등 다양한 복합물류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선반, 철도, 항만 건설 분야의 진출이 적
극 요구된다. 또한 흑해 국가들은 단순한 자원통과보다는 부가가치 기능을
갖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LNG 플랜트, 흑해 발전설비 플랜트가 향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랜
트 관련 한국 기업은 흑해 진출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흑해경제권의 통합에 절대 필요조건인 통신, IT 분야 진출
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BSCE는 흑해경제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전산망
의 통합과 통신 네트워크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무선 초고속
통신망, 다양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한국기업은
이 분야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표준화 기능을 갖고 있는 통신시장
의 특성상,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한국식 방식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채택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은 흑해 진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와 병원도 흑
해 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분야 MOU 체결 추진 및 이를 토대로 의료
분야 첨단 IT 솔루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 확대와 의료 기관‧인력
진출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육 분야의 경우 e-러닝 인프라 구축,
대학간 교류 확대 등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교육 서비스 진출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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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현지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을 추진하여 한국학 진흥 및
친한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흑해 지역에 대한 KSP(지식공유 프로그램)를 실질협력 확대 계기
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KSP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흑해 지역 전체와 개별 국
가를 상대로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
니아 등 구소련권 국가는 KSP 사업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정책자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경협사업은 EDCF 및 무상
협력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할 것이다. KSP 사업과 동시에 흑해 지역의 고
위인사 및 경제정책 수립담당 공무원 초청‧교육, 분야별 정책 전문가 장기
파견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지한파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개척 시장인 흑해 진출을 위해서 기업보다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업 단독으로 흑해 진출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 자금, 국가간 다양한 보장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흑해 진출 경쟁력 제
고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입찰‧계약상담 등을 실시
하고, 공기업과 해외 건설업체간 공동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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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반도의 2배 크기에 해당하는 흑해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대
한 에너지 자원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며, 이를 기초로
탄생한 BSEC는 약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연간 대외교역이 3천억 달
러, 그리고 대략 2천만 ㎢ 지역이 포함된 거대한 지역협력기구라 할 수 있
다. 흑해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카스피 해를 연결하
여 세계시장으로 가는 에너지 통로이며, EU와 미국, 러시아 등은 다양한
에너지 수송로를 건설하고 있다. BSEC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그리
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신흥시장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EU 등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흑해 지역 진
출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흑해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송로 확보 문제를 둘
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경제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특히 터키, 러시아, 우크라
이나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으로서 흑해의 가치는 크
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BSEC와의 협력
관계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BSEC와의 협력 프
로젝트는 흑해 지역 12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더해주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지역과 기구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와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터키 등 핵심적인 흑해 국가들의 BSEC에 대한 정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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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하여 대BSEC 협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BSEC는 결국 제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도 국가인 러시아와 터키의 정책
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터키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한‧터키
FTA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BSCE와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2013년 비자 면제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에 누구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흑해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흑해경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현재, 한국
이 이 지역 진출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양의 정보수집과 이 지역 정세에 능통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장기적 과제로
요구된다. 흑해 지역 관련 학과는 한국외대를 비롯하여 2~3개에 불과하고,
전문 연구소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정부부처에서도 흑해 관련 부처는 외
교부로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어 흑해 진출에 관
한 종합적인 전략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흑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경제개발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물류 및 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참여, 그리고 BSCE와의 전략적 지역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야 할 것이다. 즉 유럽 재정위기 이후 흑해경제권이 점차 하나의 지역 공동
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 한국의 대흑해 접근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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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을 중심으로

김 민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차

Ⅰ. 서 론
Ⅱ.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정신문화
Ⅲ. 나가는 말

Ⅰ. 서 론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는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자원개발 및 에너지 수송,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일련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등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은 주변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 확보, 대륙 교통로 확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확보 등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러시
아 극동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및 정권교체 등 상황 변화, 셰일가스 개발기술 실용화로 러시아 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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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매력 감소, 북극해로 이용 가능성 확대에
따른 대륙철도에 대한 관심 감소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극동지역
에서의 양국 협력이 대폭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있어 극
동지역은 정치, 경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할 지역이다.
한편,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은 역사‧문화
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인문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심화시
켜 나갈 가치와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극동지역의 원주민족들은 우
리 민족 고대국가인 부여, 고구려, 발해 등과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
들의 언어도 고구려어 등 고대 한국어 연구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바가 적지 않고, 또 그들의 전통 신앙을 포함한 전통 문화도 우리의 고대
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주민족으로 아무르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데
게족, 나나이족 등 만주-퉁구스계 민족과 고아시아계에 속하는 니브흐족,
그리고 캄차트카 반도의 이텔멘족, 코랴크족, 추코트카 반도의 축치족, 에
스키모족 등 고아시아계 민족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러시아 극동
지역 연구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정재‧곽진석 등의
만주-퉁구스계 민족들의 민담연구와 곰 제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들 원주민
족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극동지역 원주민족 가운데 아무르 강 유역에 분포
하는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정신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극동지
역의 여러 원주민족 가운데 이 세 민족을 선택한 것은, 먼저 니브흐족의 경
우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만주-퉁구스계가 아니라 고아시아계 민족
이라는 점, 나나이족의 경우 해당 지역 만주-퉁구스계 원주민족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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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라는 점, 우데게족의 경우 곰과 호랑이를 공히 종
족의 기원과 연관시키는 신화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 동물숭배 측면에서 호
랑이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나나이족과 곰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니브흐
족 간의 경계적 또는 혼합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민족의 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나누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
대 이전의 전통이다. 최근에는 주체와 객체 간 경계에 대한 재인식, 근대적
개념에서의 생산보다는 재생, 재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새로운 사조의 등
장에 따라 관념과 실재라는 이분구조가 가치를 잃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적으로 언어,
종교, 의례 등을 민족의 정신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본다. 그것
들이 여전히 민족을 구분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민족간 정신문
화적 공통성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브흐족, 우데게족, 나나이족의 고유어는 현재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언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세 민족의 인구가 극히 적고 민족어의 사회적 기
능이 극히 미약하여 민족 구성원들은 민족어와 러시아어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
거나, 러시아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민족어를 모르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표 1. 2010년 러시아연방 인구조사에 따른 인구수와 민족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

민족

항목
총 인구수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

4,652명

12,003명

1,496명

민족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

8.5%

18.7%

11.6%

민족어 구사자 비율

3.9%

6.6%

5.5%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2010 인구조사 결과
(http://www.gks.ru/free_doc/new_site/perepis2010/croc/perepis_itogi16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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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훔볼트나 사피어와 워프의 ‘언어상대주의’에 따르면 민족정신을
구성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언어를 종교, 의례, 그리고 민담과 서사시 등 민
족 전승과 문학, 예술, 나아가 민족의 정치적 성향 등을 포괄하는 민족문화,
나아가 민족 정체성의 가장 커다란 징표로 볼 수 있다. 또 언어는 민족의
정신문화를 보존, 전승,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므로, 한 민
족의 언어가 융성하면 그 민족의 정신문화도 그만큼 활발하게 보존‧전승되
어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경우
러시아어에 심하게 동화되어 민족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도 극히 낮으며
민족어 구사자 비율은 더 낮은 상황이어서 이 민족어들이 소멸 위기에 처
해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 전승의 기본 수
단인 민족어가 쇠퇴한 만큼, 그들의 전통 정신문화도 크게 쇠퇴해 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언
어상황은 국가의 민족정책과 언어정책, 타 민족과의 교류사, 민족언어 발전
사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민족 정신문화를
민족어 언어상황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별도의 커다란 연구주제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종교적 측면과 의례를 중심으로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정신문화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민족들의
종교적인 양상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경
전을 갖추고 교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
서의 민간신앙에 가깝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전통 신
앙’을 구성하는 세계상과 신격, 영혼 및 저승에 대한 관념, 물과 불 등 자연
물 숭배와 동물숭배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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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지면 관계상 전통적 요소들이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장례와 혼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이 민족들은 소비에트 정부가 문자를 만들어주기 이전에는 문자
기록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고유의 문헌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전통
신앙체계나 의례에 대한 학술적 기록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 아무르
지역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된 이후부터이며, 당시 L. I. 슈렌크와 1920년대
의 L. Ya. 슈테른베르그가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문헌을 남겨 현재까지 아
무르 지역 소수민족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이 민족
들의 전통 신앙과 전통 의례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기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로 그들의 연구물을 인용한 문헌들에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Ⅱ.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정신문화
1. 민족 개관
가. 니브흐족
니브흐족은 하바롭스크 주 니콜라옙스크 행정구, 울치 행정구, 그리고
사할린 주에 거주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니브흐족 인구는 4,652명이며, 하
바롭스크 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2,362명, 사할린 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2,290명으로 내륙과 섬에 거의 절반 정도씩 분포되어 있다(러시아연방 통
계청 2010 인구조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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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니브흐족 분포 지도

자료: Суляндзига, Кудряшова, и Суляндзига(2003), p. 52.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20년간 인구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
으며, 아무르 강 유역의 니브흐족 인구와 사할린 주의 니브흐족 인구 간
비율도 커다란 변동이 없다. 다만 2002년에 인구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인구수 증가라기보다는 인구조사 시 설문
문항에 따른 응답자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표 1]에서 볼 수 있
듯이, 러시아어의 강한 사회적 압력으로 민족어에 대한 의식이 크게 약화
된 상태여서 민족의식이나 민족 정체성 역시 심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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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니브흐족 인구 변동

그중

연도

1989

2002

2010

총인구

4,673명

5,162명

4,652명

내륙

2,386명

2,452명

2,362명

사할린

2,008명

2,450명

2,290명

자료: Батьянова и Тураев(2010), p. 380.

니브흐족의 명칭 ‘니브흐(нивх)’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니브흐구(нивхгу)’,
‘니부흐(нивух)’, ‘니바흐(нивах)’라고도 부른다. 주변 민족들은 니브흐족을
‘길랴하(гиляха)’, ‘길레미(гилэми)’, ‘길레케(килэкэ)’ 등으로 불렀고, 이에
따라 1930년대까지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길략(гиляки)’이라 불렀다. 이
‘길략(гиляк)’이라는 민족 명칭은 그 기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니브흐족은 인종학적 측면에서 몽골인종 중앙아시아 유형에 속한다. 니
브흐족 기원에 대한 시각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니브
흐족은 아무르 강 하류에서 발생된 원주민으로 주변의 아이누족, 퉁구스족
을 비롯하여 시베리아의 여러 종족과는 연관성이 없고, 동북아시아의 축치,
코랴크, 이텔멘족 그리고 북서 아메리카의 고아시아족과 혈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의 여러 원주민족들을 연구하고 축
치, 코랴크, 이텔멘족을 ‘고아시아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분류했던 슈렌
크(Л.И. Шренк)가 제안한 가설이다. 둘째, 니브흐족이 아메리카 인디언과
혈연적 연관성이 있으며, 축치, 코랴크, 이텔멘족 등과 더불어 아메리카 대
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주한 종족이라는 가설로, 니브흐족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 친족체계, 혼례, 신화 구조 등을 비교‧연구한 슈테른베르그
(Л.Я. Штернберг), 요헬슨(W. Jochelson) 등이 제안하였다. 셋째, 니브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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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쪽에서 이주했다는 가설이다. 20세기 초 미국의 제섭 탐사대 일원으
로 극동지역을 탐사‧연구했던 B. Laufer가 니브흐어와 한국어 간 유형적‧형
태적‧어휘적 유사성을 근거로 니브흐족이 과거 한민족의 조상 및 고대 만
주족과 밀접하게 접촉하다가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견해를 밝혔다(Батьянова
и Тураев 2010, p. 423).
그런데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샤브쿠노프(Э.В. Шавкунов)는 기원전
10~5세기에 연해주, 한반도 북부, 동만주 지역에 니브흐어를 구사하는 종족
이 널리 분포했다가, 중국의 주나라가 강성해지면서 황해 및 동중국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숙신족 일부가 북쪽과 북동쪽의 니브흐어 구사 종족의 영
역으로 밀려나 혼합되었으며, 니브흐적 요소가 한민족 구성에서 가장 오래
된 요소라고 보았다. 또 고대 한민족의 일부였던 예맥족(濊貊族)의 맥(貊)
이라는 말의 음성-의미적 구조가 곰을 터부시하여 부르는 니브흐어 단어
‘목(мок)’과 일치하며, ‘아침의 신선함’이라는 의미의 한민족 고대 국명 조
선(朝鮮)과 ‘신선한, 새로운’이라는 뜻의 니브흐어 단어 ‘추즈(ч’уз’)와 음성의미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예로 들고 있어 흥미를 끌기도 한다.(Шавкунов,
1990, pp. 30-32; 재인용 Батьянова и Тураев 2010, p. 423).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설은 아직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중반 레빈(М.Г. Левин)의
인종학적 연구와 오클라드니코프(А.П. Окладников)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
로 아무르 강 하구에 니브흐족의 조상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신석기 시대
부터이며, 이후 아이누족이나 만주-퉁구스계의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Гурвич 1980, p. 197).
니브흐족 발생에 관한 이런 가설들은 니브흐족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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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가설들의 기반이 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크게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다양한 민속학, 민족지학적 선행연구에 인종학적‧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더
하여 제시한 가설, 즉 니브흐족이 아무르 강 하류 지역의 원주민족이자 만
주-퉁구스계 민족들에 비해 선주민족으로 본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
고자 한다.
니브흐족이 극히 오랜 세월 동안 아무르 강 하구에 자리 잡고 살아온 민
족이라는 점은 그들의 생업이 강과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
해준다. 그렇듯 니브흐족의 주된 전통 산업은 어로와 해양동물 사냥이었으
며, 연어와 물개가 그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연어
가 회귀하는 시기에 대량으로 잡아서 반건조시킨 ‘유콜라’는 겨울을 나는
데 필수적인 식량이 되었으며, 연어 기름은 조리용과 조명용으로 사용하고
연어의 껍질은 신발과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연어의 가시나 내장은 썰
매용 개들의 먹이로 사용했다. 물개의 고기와 지방도 식용 그리고 신발과
옷 및 기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강어귀에 터전을 잡고 물과 관련된 산업에 치중한 만큼, 니브흐
족의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곰이나 순록, 다양한 모피동물
사냥, 그리고 각종 식용 열매나 식물 채집은 보조적인 의미를 가진 산업이
었다. 한편, 이동수단인 썰매를 끌고 겨울철 물개 사냥 시 얼음구멍으로 드
나드는 물개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 사육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또 개는 중요한 재산으로 화폐를 대신하여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기
도 했고, 여러 의례의 제물로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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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나이족
나나이족은 2010년 기준 인구수 12,003명으로 80% 이상이 하바롭스크 주에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가 연해주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나나이족 인
구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상황은 니브흐족
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나나이 상황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양호한
상태가 아니어서 소멸 위기가 향후에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나나이족 인구 변동

연도

1897

1926

1959

1970

1979

1989

2002

인구수(명)

5,439

5,860

8,026

10,005

10,516

12,017

12,160

자료: The Red Book of the Peoples of the Russian Empire(http://www.eki.ee/books/redbook/nanais.shtml);
러시아 2002 인구조사 자료(http://www.perepis2002.ru/content.html?id=11&docid=10715289081463).

그림 2. 나나이족 분포 지도

자료: Суляндзига, Кудряшова, и Суляндзига(200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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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нанай)’라는 민족 명칭은 땅이라는 뜻의 ‘나(на)’와 사람이라는
뜻의 ‘나이(най)’가 합쳐져 형성된 것으로서 ‘이 땅 사람들’이라는 의미이
다.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초이며, 이전에는
‘골드(гольд)족’이라 불렸다. 따라서 슈테른베르그 등 학자들의 문헌에서
나나이족은 골드족으로 지칭되었으며, 아르세니예프의 작품 데르수 우잘라
에서도 주인공 데르수가 자신을 골드족이라고 소개한다. ‘골드’라는 족명이
울치족이 나나이족을 ‘맨 머리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골디 니(голди ни)’
라고 부른 데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Самар 2010, p. 6). 나나이족이 주변
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19세기 말까지 만주족처럼 앞머리를 밀고 뒷머리
는 땋아내리는 풍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나나이족은 하바롭스크 주, 연해주, 사할린 등과 중국의 숭가리 강, 우수
리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중국 동북지역 숭가리 강과 우수리 강
유역에도 나나이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중국명으로 허저족(赫哲族)으로
불리며, 2000년 기준 그 수가 약 4천 명이다.
나나이족은 만주에서 발생하여 우수리 강을 따라 아무르 강 하류 쪽으로
이주하면서 다양한 퉁구스계, 투르크계뿐 아니라 아이누족, 니브흐족 등 고
아시아계 선주민족들과 섞여 형성된 민족이며, 언어‧문화‧인종학적 측면에
서 만주-퉁구스계의 일파로 분류된다(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 자료). 따라서
나나이족의 언어와 문화는 주변 민족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슈테른베르그도 언어와 문화적 공통점과 스스로를 사람이라는 뜻의 ‘나니
(нани)’로 부른다는 점을 근거로 나나이족, 울치족, 오록족, 오로치족을 하
나의 민족으로 보기도 했다.
나나이족의 전통산업은 사냥과 어로였으며, 보조적인 경제활동으로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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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짓고 우수리 강 유역에서 산삼을 채취하기도 했다. 17~19세기까지는 철
갑상어와 담비를 잡아 중국인과 교역했으며, 19세기 말부터는 철갑상어와
담비가 줄어들어 연어와 청설모를 잡아 러시아인과 교역하였다. 나나이족
내부적으로는 아무르 강 유역에 거주하는 그룹은 사냥보다는 주로 어업에
종사했고, 아무르 강 지류 유역에 거주하는 그룹은 어업보다는 사냥에 치
중했다(Толстов 1956, p. 791). 이처럼 나나이족의 전통 산업은 니브흐족이
어로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어로와 사냥이 공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나나이족의 경우에도 개가 사냥과 어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썰
매를 끄는 역할을 하여 나나이족 전통 생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개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으며, 샤먼이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령으로 표상되기도 했다.

다. 우데게족
우데게족은 2010년 기준 인구 1,496명으로 대부분 시호테알린 산맥 양
사면, 즉 하바롭스크 주 내 호르 강과 연해주 내 비킨 강 유역 마을에 거주
하고 있다.
우데게족도 나나이족과 마찬가지로 만주-퉁구스계에 속하며, 민족명칭
‘우데게(удэге)’는 ‘숲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우데에(удээ)’, ‘우데헤
(удэхэ)’, ‘우디헤(удихэ)’ 등으로도 불린다. 우데게족과 밀접한 혈연적 관
련을 가지는 종족으로 ‘타즈족(тазы)’이 있다. 타즈족은 19세기 후반 러시
아와 중국이 우수리 지역을 적극 개발하면서 우데게족 또는 나나이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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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데게족 분포 지도

자료: Суляндзига, Кудряшова, и Суляндзига(2003), p. 84.

국인 또는 만주인과 결혼하여 형성된 혼혈 민족이다. 2002년 기준 인구가
약 276명이며, 절대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표 4. 우데게족 인구 변동

연도

1897

1926

1959

1970

1979

1989

2002

인구수(명)

2,407

1357

1,444

1,469

1,551

2,011

1,657

주: 1897년 인구수는 오로치족 인구가 포함된 것임.
자료: The Red Book of the Peoples of the Russian Empire(http://www.eki.ee/books/redbook/nanais.shtml);
러시아 2002 인구조사 자료(http://www.perepis2002.ru/content.html?id=11&docid=1071528908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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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데게족 인구는 20세기 내내 커다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약간의 증가
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민족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과 모어 구사자 비율
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니브흐족, 나나이족과 다름없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절멸 언
어가 될 위험이 있다. 언어가 문화전승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데게족을 포함한 세 민족의 정신문화뿐 아니라 물질문화도 지속적으로
민족어를 통해 전승‧발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데게족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세 부류의 종족, 즉 고아시아계 원주민족
및 그와 유사한 문화를 가졌던 한반도와 연해주 지역의 종족들, 황해와 동
중국해 해안을 거쳐 아무르 강 유역으로 이동한 숙신계 종족, 바이칼 동부
에서 이주한 퉁구스계 수렵 종족인 읍루족을 기반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우데게족 북부 그룹은 고아시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부 그룹은
고대 조선, 발해, 투르크, 퉁구스, 만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스타르체프에 따르면, 우데게족의 조상은 발해를 구성한 여진족
의 주요 부족 가운데 하나로, 발해 멸망 후에는 후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었던 ‘우’씨 집안과 연관되며, 그 후 여진족의 금나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부족이었으며, 몽골군의 침입으로 약화되었고 만주족의 군사징발
을 피해 숲속 깊이 도피해 들어간 종족이다(Старцев 2004, pp. 78-80). 따라
서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 발해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한‧러 공동연
구 및 학제간 연구를 추진해야 할 민족이다.
우데게족의 전통 산업도 나나이족과 마찬가지로 사냥과 어로이지만, 나
나이족과는 달리 사냥이 주된 산업이고 어로는 부차적인 산업이었다(Звиде
нная и Новикова 2010, p. 71). 사냥의 대상은 주로 담비를 비롯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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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 수달 등 모피동물이었고, 특히 담비는 청나라뿐 아니라 19세기 이
래 러시아 제국의 주요 교역 품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냥감이었다. 그
리고 산삼 채집도 우데게족 남자들의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였으며, 채
집한 산삼은 주로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정
부의 집단화 정책에 따라 여러 전통 문화적 요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생활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니브흐족, 나나이족, 퉁구스족은 공히 아무르 강과 아무르 강 지
류를 생활터전으로 오래전부터 극동지역에 거주해온 원주민족이며, 유사한
자연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상호 접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
면이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현재 인구가 극히 적
고 민족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니브흐족은 고아시아적인 요소가 강한 아무르 하구의 원주민족
으로 전통 산업은 어로가 중심이고, 나나이족은 퉁구스계, 투르크계, 고아
시아계가 혼합되어 형성된 원주민족으로 사냥과 어로가 공히 전통 산업이
며, 우데게족은 고아시아계, 숙신계, 퉁구스계가 혼합된 원주민족으로 전통
산업은 사냥이 중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제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이 세 민족의 우주관을 비롯
하여 신격, 영혼관 등 전통 신앙적 측면과 혼례와 장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2. 전통 신앙과 의례
가. 세계상과 하늘에 대한 제사
니브흐족은 이 세상을 ‘쿠른(курн)’ 또는 ‘쿠르(кур)’라고 부르며, 이 세
상 자체도 숨을 쉬고 먹고 자라고 움직인다고 여겼다(Тураев 2008, p. 113).
또 이 세상이 천상, 지상, 지하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가장 중
요한 것이 지상세계이며 인간이 그 중심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니브흐족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눈앞의 모든 것
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형상의 세상 만물의 내
면에 인간과 동일한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세상 만물은 각각의 인간처럼 자립적인 것임과 동시에,
신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상호관계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런 시각은 사람이라는 뜻의 민족명 니브흐에서도 드러나며, 하늘이나 바
다에 사는 신령들을 하늘에 사는 사람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틀르 니브히(тлы нивхи)’, ‘톨 니브히(тол нивхи)라고 부르는 데서도 드러
난다.
니브흐족의 그런 애니미즘적 우주관에서 신이 정해놓은 질서는 사람을
통해 의례와 금기로서 구체화되며, 사람이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생활
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자 풍요를 보장받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신
앙 차원의 믿음이 되었다.
그런 세계관에서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주관하며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
여하는 지고의 신은 하늘에 거주하는 ‘틀르 으즈(Тлы ыз)’이다. 니브흐족은
그가 거주하는 천상계가 9층 또는 7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는데,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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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여러 신과 신령들이, 6층에는 별의 신령들이, 5층에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다 죽어 하늘로 올라간 니브흐족 조상들이, 4층에는 땅 위에서 시집
갈 처녀들을 교육했던 할머니들이, 3층에는 천둥과 번개의 주인 부부가 살
고 있으며, 2층과 1층에는 그보다 격이 낮은 신들이 산다고 여긴다(Тураев
2008, p. 116).
니브흐족은 그렇게 인간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신들이 모여 사는
하늘에 대해 1년에 한 번 12월에, 또는 1년에 두 번 12월과 7월에 헌제를
거행했다. 니브흐족은 각 부족별로 숲속에 집안의 신성한 나무를 정해두는
데, 하늘에 대한 제사는 바로 부족의 신성한 나무 앞에서 거행했다.
이 의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부족의 신성한 나무에 걸쳐 놓는 낙엽송
을 들 수 있다. 헌제를 위해 숲속에서 적당한 낙엽송을 베어 그것을 부족의
신성한 나무에 걸쳐 두는데, 이는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오는 길을 상징한
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은 닭이나 돼지를 현장에서 잡아 그 피를 부족의
신성한 나무에 뿌린 뒤, 그 고기로 만들었다. 때로는 붉은색 털을 가진 개
를 잡아 심장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Тураев 2008, p. 117). 이 의례의 목
적은 하늘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 부족 구성원 모두 탈 없이 잘 살도록 비
는 데 있었다.
나나이족 역시 이 세계가 천상, 지상, 지하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에는 신들이 거주하며 지상의 인간들의 삶을 관장한다고 여겼다. 나나
이족 전통 세계상에서도 천상계는 9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을 지배하
는 신은 다음과 같다(Смоляк 1991, pp. 14-15).
9개 층의 천상계에 거주하는 신들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
한 벌로 영혼을 거두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병이 들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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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죄를 지은 자의 영혼은 천상계 1층에서부터 죄를 심판하여 더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바로 위층의 신에게 보내 심판하도록 한다. 죄가
무거워 9층까지 가는 경우에는 죽음의 벌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주로 1층과 2층의 신에게 전달된다. 무거운 죄
를 지어 중병에 걸린 자의 영혼은 샤먼이 천상계를 방문하여 구해내야 한
다(Смоляк 1991, p. 15).
이렇게 천상계를 9층으로 보는 관념은 극동의 만주-퉁구스계 여러 원주
민족뿐 아니라, 알타이족을 비롯한 여러 투르크계 민족들에도 공통적인 현
표 5. 나나이족 전통 세계상에서의 천상계 구조

층
9층
8층
7층

지배자

호시아 언두르니(Хосиа Эндурни)

특징

천상계의 지배자

100명의 자녀를 둔 여신 냔그냐 언두르니
(Нянгня Эндурги)
여신들의 구역-임신과 출산을 도와
주는 여신들
50명의 자녀를 둔 여신 룬게 언두르니
(Лунге Эндурни)

6층

후윤 무두르 어데니
(Хуюн Мудур Эдени)

9마리의 용으로 표상되는 신

5층

라오야(Лаоя 또는 라오이 Лаои)

세상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신

4층

버드나무와 비슷한 천목 9그루

보통 사람의 기도가 도달하는 최고 층

3층

산시 언두리(Саньси Эндури)

-

2층

요르하 언두르니(Ёрха Эндурни)

1층

후투 언두르니(Хуту Эндурни)

기도를 듣고 병을 낳게 해주는 신

주: 9층을 지배하는 천상계 최고신의 이름은 호시아 언두르니(Хосиа Эндурни)이며, 천상
계뿐 아니라 세상 모든 곳,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고신의 이름은 보아 언두르니(Боа Э
ндурни)이다. 보아(Боа)는 나나이어로 태양을 뜻한다.
자료: 필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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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투르크계 민족과 만주-퉁구스계 민족이 이처럼 천상계를 수직의 9
층으로 본 것은 고대 중국에서 하늘을 중천과 8방을 합쳐 9개의 수평적 하
늘로 본 것과 대조적이기도 하다.
한편, 나나이족도 니브흐족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니브
흐족과는 달리 1년에 한 번 가족 단위로 집안마다 멀지 않은 곳에 정해둔
집안의 성스러운 나무에 모여서 거행했다. 그 나무에는 평소 집안을 보호
하는 신령들과 산업활동과 관련된 신령들의 형상을 만들어 걸어두고 음식
을 바쳤으며, 제물로 사용한 돼지머리도 걸어 두었다.
하늘에 대한 제사에는 집안의 남자들만 참가했으며, 집안 어른이 서서 기
도문을 읽는 동안 나머지 의례 참가자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때 여
자들은 보통 집에 남아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이 의례의 목적은
지고신 ‘보아 언두르니(Боа Эндурни)’와 기타 신들에게 복이나 건강, 산업
활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데 있었고, 제물로는 주로 돼지를 사용했다(Смоляк
1991, p. 11).
우데게족도 애니미즘적 관념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으며
인간과 유사한 존재들이라고 여겼다. 또 세상도 천상, 지상, 지하의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계에는 주인이 되는 신과 그를 보조하는 신령
들이 살고 있다고 여겼다.
우데게 판테온에서 최고신은 하늘의 주인 언두리(Эндури)이다. 언두리
는 곧 창조주이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
고 언두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존재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언두리의 보조자는 하늘의 개 보아 이나이
(Боа инаи)와 천둥 아그디(Агды)이다. 아그디는 큰 소리와 번쩍이는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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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들을 쫓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단계의 신은 하늘에 거주하는 타구 마
마(Тагу мама) 노파와 치니헤 마파(Чинихе Мафа) 노인이다. 이들은 부부이
지만, 노파는 남쪽에 노인은 북쪽에 서로 멀리 떨어져 살다가 초승달이 뜨
는 날에만 만난다. 이 두 노인은 선한 신으로, 타구 마마는 아이와 동물의
영혼을 지상으로 내려 보내 환생하게 해주며, 치니헤 마파는 날씨를 주관
한다(Паничев 2005).
우데게족 관념 속의 천상계는 니브흐족, 나나이족의 관념에 비해 단순하
여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이나 집안별로 하늘의 신들에게 올리는
천제에 대한 기록도 찾기 어렵다. 그것은 우데게라는 종족 명칭이 ‘숲 사람’
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데게족이 니브흐족이나 나나이족에 비해 타이가 숲속
이라는 보다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생활해온 자연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늘
에 대한 관념이 상대적으로 덜 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항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6. 세계와 하늘의 구조 그리고 지고신

항목

세계에 대한 관념 / 구조

하늘의 구조 / 천계 주신

천제

지고신

니브흐족

생명체/천상, 지상, 지하

9(7)층/틀르 으즈

○

틀르 으즈

나나이족

생명체/천상, 지상, 지하

9층/호시아 언두르니

○

보아 언두르니

우데게족

생명체/천상, 지상, 지하

2층/언두리

×

언두리

민족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애니미즘적 관념과 세상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관념은 세 민족 모두 동일한데, 하늘의 구조는 우데게족은 2층으로, 니
브흐족과 나나이족은 9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니브흐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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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족은 부족 또는 가족 단위로 주기적으로 성스러운 나무 앞에서 하늘
에 제물을 바치는 헌제를 지내는데, 우데게족도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지
여부는 여러 문헌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고신의 명칭은 니브흐족과 우데게족의 경우 하늘의 주신의 명칭과 동
일하며, 공히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나이족의 경우 하늘의
주신은 호시아 언두르니인데, 지고신은 태양을 의미하는 보아 언두르니이
다. 이를 통해 나나이족의 경우 하늘보다 태양을 더 우위에 두고 숭배했다
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대 동이족의 ‘여러 개 태양 신화’, ‘사냥꾼 예와
삼족오 신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영혼과 저승에 대한 관념

1) 니브흐족
니브흐족은 사람의 영혼이 3개라고 여겼다. 니브흐족의 영혼에 대한 관
념은 부족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개의 영혼 가운데 주된 영
혼은 크기가 사람과 같고 사람이 죽어도 지속적으로 독립적 존재를 이어나
는 영혼이며, 두 번째 영혼은 계란 모양으로 주된 영혼의 머릿속에 들어 있
다가 사람이 잠을 잘 때 육체를 벗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녀 사람이 꿈을 꾸
게 만드는 영혼이고, 세 번째 영혼은 주된 영혼의 그림자라고 여겼다. 또
이와는 달리, 사람의 몸과 크기가 같은 주된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고, 두 번째 작은 영혼이 죽은 자의 세계로 가기 전 장례가 진행되는 동
안에 망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개의 몸속에 깃들어 지낸다고 여기기도 했다
(Тураев 2008,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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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흐족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극동지역 여러 원주민족 또는 축치
족, 코랴크족, 이텔멘족 등 고아시아계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활
동 정지보다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영혼이 몸
을 떠나는 것은 영혼 스스로의 의지로 떠나는 경우, 악한 귀신에게 잡혀가
는 경우,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신이나 수호령이 데려가는 것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사람이 질병 또는 자살로 죽거나 자연사한 경우 영혼은 곧바로
저승세계로 가지만, 부자연스런 원인으로 죽은 자의 영혼은 특별한 운명
을 겪게 된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경우, 그들의 영혼은 오랜 세월 동안 타이가의 신 ‘톨 으즈’와
물의 신 ‘팔 으즈’의 시중을 들다가 저승세계로 간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영혼은 복수의 새 ‘타흐츠(Тахч)’로 변하며, 친족들이 ‘피의
복수’를 해 주거나 살인자가 배상하여 속죄한 뒤에야 저승세계로 간다. 그
리고 어린아이의 무구한 영혼은 새가 되어 하늘에 있는 씨족의 나무로 돌
아갔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이승으로 환생한다고 여겼다(Тураев
2008, p. 119).
니브흐족은 저승은 지하세계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니브흐족도 주변의
다른 원주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는 밤낮과 계절이 서로
반대인 것 말고는, 지하세계의 죽은 사람들의 생활이 지상세계의 살아 있
는 사람들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지하세계 사람들도 씨족 공동
체를 이루고 모여 살며, 물고기를 잡고 육상 및 해양 동물을 사냥하여 살아
간다. 그리고 이승에 짝을 두고 죽은 사람은 다시 결혼을 하며,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고 병들고 죽는다. 한편, 사람들의 이어지는 죽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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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른 세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여기며, 저승의 입구는 샤먼 외
에 살아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장례가 끝나면 그 입
구를 쉽게 찾는다고 여긴다.

2) 나나이족
나나이족은 사람의 영혼을 기본적으로 2개로 보았다. 사람 몸의 영, 즉
몸 내부에 존재하는 영혼은 ‘욱시키(уксики)’라고 불렀으며, 아기가 태어나
면서 생겨나는 영혼, 즉 그림자 영혼은 ‘파냔(панян)’이라고 불렀다. 그 외
에도 생명력이나 숨길을 의미하는 ‘어르건(эрген)’을 포함하여 영혼을 3개
로 보기도 했다. 그 가운데 주된 영혼인 그림자 영혼 ‘파냔(панян)’은 사람
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며, 몸 내부에 존재했던 ‘욱시키(уксики)’는 무덤에
남게 된다. 파냔과 욱시키의 관계는 우리의 혼과 백의 관계와 유사하다.
한편,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영혼은 새의 모습으로, 그것을 오먀-가사
(омя-гаса)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영혼 나무 오먀-모니(омя-мони)의 가지에
앉아서 때를 기다렸다가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 태어난다. 오먀-가사(омя-гаса)
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와 함께 있게 되며, 아기가 잘 자라면 함께 자라
나 더 큰 새가 되었다가 결국 사람 모습으로 변하며, 아기가 성인이 되면
육신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데, 다만 키가 더 작다(Смоляк 1991, p. 106; Левин
и Потапов 1956, p. 805).
나나이족은 니브흐족과는 달리 죽은 자들의 세계인 저승이 서쪽의 지하
에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곳의 지하세계는 귀신들의 세계
로 샤먼도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여겼다(Смоляк 1991, p.11). 즉 죽은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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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가는 저승세계와 귀신들만 모여 사는 지하세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3) 우데게족
우데게족은 지상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영혼을 가지며, 사람은 영혼이
2개라고 여겼다.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몸 밖에 위치하며 악한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영혼 ‘찰리니 하냐(чалини ханя)’이고, 나
머지 하나는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며 강하지 못해 자주 악한 귀신들의 공격
을 받는 영혼 ‘하냐(ханя)’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던 약한 영혼 ‘하
냐’는 저승으로 가고, 몸 밖에 있던 강한 영혼 ‘찰리니 하냐’는 이 땅에 남
아 선한 귀신 또는 악한 귀신이 되는데, 어떤 귀신이 되느냐는 사람이 생전
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의 ‘찰리니 하냐’는
가족을 수호하는 수호령 ‘센기(Сэнги)’가 되며, 살아있을 때 관습이나 집안
의 규칙을 자주 어긴 자는 악한 귀신 ‘옥제(Огдзе)’가 된다.
한편, 사람의 몸 밖에 위치하는 영혼 ‘찰리니 하냐’는 천상의 신들이 정
한 대로 여러 세계를 여행하며 변화과정을 거친다. 먼저 한 살 이전 아기의
영혼인 상태를 ‘오메(Оме)’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혼은 항상 아기의 옆에
머문다. 그러다가 아기가 커서 걷기 시작하면 안개 모양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이때부터 영혼은 성인으로 취급되며 ‘찰리니 하냐’라고 불린다. 아기
가 어릴 때 죽으면 아기의 영혼 ‘오메’는 곧바로 하늘로 돌아가는데, 성인
이 죽은 경우에는 영혼 ‘찰리니 하냐’는 여러 세계를 여행한다. 먼저 죽은
자들의 세계인 ‘부니게(бунигэ)’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영원한 어둠,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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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이 지배하는 지하세계 ‘상쿠(сангку)’로 가며, 거기서 다시 하늘나라
의 ‘타구 마마(Тагу мама)’ 할머니에게 간다. 타구 마마는 여행에 지친 영혼
의 상처를 치료해 준 뒤에, 이전 인간 생애의 성(性)과 반대되는 성으로 바
꾸어 지상의 출신 집안으로 되돌려 보내 인간으로 환생하게 한다(Паничев
2005).
한편, 아르세니예프의 기록에 따르면, 우데게족은 저승이 아주 먼 곳, 해
가 지는 서쪽의 지평선 너머에 있다고 보았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그곳으로
가서 이승에서와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고 결혼도 하고 살다
가 결국 다시 죽는데, 두 번째 죽음 이후 영혼은 좀 더 작아져서 해가 지는
서쪽의 더 먼 곳으로 간 세 번째 생을 살며,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진다고 여기기도 했다(Арсеньев 1926, p. 45).
이처럼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관념에서 사람의 영혼은
한 개 이상이며, 그 가운데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지만
몸 밖에 있는 영혼은 사람의 육신이 성장함에 따라 같이 성장하고, 사람이
죽어도 소멸되지 않고 저승으로 가거나 긴 여행을 거쳐 환생하는 존재이다.
한편, 어려서 죽은 아기의 영혼은 공히 씨족이나 부족의 나무로 돌아갔다
가 때가 되면 다시 환생한다.
그리고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 공히 사람의 죽음을 영혼의 상실
과 관련시키는데, 영혼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떠나거나 죄를 지은 벌로 저
승으로 잡혀가 영혼이 떠난 몸이 죽는다고 본다. 이 민족들의 신화에서는
이 땅 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신화적 인물이 저승으로 가는 입구를 열어 놓아 그때부터 지상에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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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세계는 나나이족은 ‘부니(буни)’, 우데게족은 ‘부니게(бунигэ)’, 니브
흐족은 ‘믈리보(млыво)’라고 부르는데, 나나이족과 우데게족의 경우 저승
세계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지하세계는 귀신들이 사는 어둠,
추위, 굶주림이 지배하는 세계로 저승과 지하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이지만,
니브흐족의 경우에는 저승세계가 곧 지하세계이다. 따라서 니브흐족은 발
아래 지하세계가 곧 저승세계라고 여겼는데, 나나이족과 우데게족의 관념
에서는 저승세계는 지하세계와 별도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천상, 지상, 지하의 수직 공간 구조에서 천상은 신들의 세계, 지상은 산
자들의 세계, 지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둠, 추
위, 굶주림이 지배하는 지하세계와 별도로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저승세
계가 서쪽에 있다고 본 나나이족과 우데게족의 관념은 흥미롭다. 아무르
강 하구 지역이 원향인 니브흐족이 죽은 자의 영혼이 가게 되는 저승이 지
하에 있다고 여긴 것과 달리, 나나이족과 우데게족은 서쪽 또는 서남쪽에
서 발생하여 아무르 유역으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민족들이라는
점에서 민족의 원향을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갈 곳으로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자연현상 및 자연물 숭배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은 만물을 주관하는 천상계의 신들 외에 물과
불, 타이가, 산, 바위, 나무 그리고 동물 등 이 땅 위의 모든 자연물에도 주
인인 신령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집과 집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에도 주인
인 신령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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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어로, 사냥, 채집 등 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의 신령이
나 타이가의 신령을 중시하여 그들의 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가를 구하
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의례를 행했으며, 관련된 각종 금기를 철
저히 지켰다. 그리고 금기를 어기거나 필요한 의례를 행하지 않아 주인인
신령의 분노를 사는 것은 곧 산업활동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병에 걸리는
징벌로 이어져 굶주림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한다고 여겼다.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은 주변의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주인인
신령을 상정하고 섬긴 것은 동일하지만, 거주 영역의 자연환경과 주요 산
업활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 신령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어
로와 해양동물 사냥이 중심적인 산업활동이었던 니브흐족은 물의 신령을
보다 더 중시했고, 우데게족은 불의 신령을 보다 더 중시했으며, 나나이족
은 중간적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각 해당되는 신령에 대한 의례가 상
대적으로 더 발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을 소홀히 대했다는 것은 아니다. 물과 불, 타이가에 대한 태도와 금기, 헌
제의 기반은 동일하다.
한편, 나나이족의 경우 집의 신령 숭배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 보다 뚜렷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민족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연물 숭배, 즉
니브흐족의 물 숭배, 나나이족의 집 신령 숭배, 우데게족의 불 숭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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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브흐족의 물 숭배
니브흐족은 주요 산업이 물과 관련되는 어로 또는 물개 등 해양동물 사
냥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과 관련된 의례가 발달했다. 물의 세계를 대표하
는 신격은 범고래로 상징되는 물의 신 ‘톨 으즈’(тол ыз)이다. ‘톨 으즈’는
인간에게 물고기 및 해양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준 문화 영웅적 존
재이자, 자연을 무분별하게 대하면 끔찍한 벌을 내리는 신적 존재로 표상
된다. 한편, 범고래는 축치족, 코랴크족 등 생업이 해양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민족들의 경우에도 바다의 신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나 해양동물을 몰아주어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선한 신이자, 불필요
하게 많은 물고기나 해양동물을 잡으려 욕심을 내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
신으로 표상된다.
니브흐족의 관념에서 물의 신 ‘톨 으즈(тол ыз)’는 백발의 노인으로 표상
되기도 하며, ‘위대한 주인’이라는 뜻의 ‘타야한(таяɧан)’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바다는 ‘톨 으즈’와 더불어 여러 신령들이 거주하는 커다란 집이며,
그들도 니브흐족과 마찬가지로 천막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개썰매를 타고
다니며 여름에는 보트를 타고 다닌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들이 생업에 지
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여긴 만큼, 그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끊임
없이 접촉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겼다. 따라서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마
치 그들의 집에 찾아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담배, 음식 등을
물에 제물로 던져 넣기도 했다.
니브흐족은 물의 신에 대한 주기적 헌제를 봄에 얼음이 완전히 녹기 전
에 한 번, 얼음이 완전히 녹은 뒤에 또 한 번, 그리고 얼음이 언 뒤에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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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거행했다. 그렇게 물의 신에 대한 헌제를 절기에 따라 거행한 것은 농경
민족이 땅의 해빙과 결빙 시기에 맞추어 땅에 대해 수행하는 의례 사이클
과 유사하다.
물의 신에 대한 첫 번째 헌제는 얼음이 완전히 녹기 전에 헌제 날짜를
정하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헌제 당일 저녁 늦게 준비된 음식
과 지난해 가을에 잡아 말려둔 연어의 꼬리를 가지고 얼어 있는 바다로 나
가 수행한다. 먼저 얼음 구멍에 말린 연어 꼬리를 집어넣고, 이어서 물의
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조금씩 집어넣는다. 말린 연어 꼬리는 물의 신을
보조하는 개를 위해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거두어 집으로 가
져와 나무그릇에 담아 집안의 신령 형상 앞에 진설해 두고, 노인들이 각각
의 음식을 조금씩 집어 먹은 뒤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주어 먹도록 한다
(Таксами 1971, p. 206).
물의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두 번째 헌제는 강과 바다에 얼음이 완전히
녹은 후 ‘톨 아르드(тол ардь)’라는 봄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축제는
헌제와 더불어 각종 전통 놀이와 보트 경주를 비롯한 각종 경주, 전통 의상
을 입은 여성들의 노래와 춤 등으로 구성된다. 물의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
그림 4. 니브흐족의 물의 신을 위한 헌제용 그릇

자료: Таксами(1977),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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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번째 헌제는 바다에 얼음이 덮이는 시기에 이루어지며, 개썰매 경주
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때로는 ‘곰 축제’에 즈음한 한겨울에 이루어지
기도 한다(Таксами 1971, p. 206; Таксами 1977, p. 91).
한편, 물의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반드시 물새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
그릇에 담아 바쳤으며, 그런 제기들은 집안 원로의 집 창고에 잘 보관해 두
고 사용했다.

2) 나나이족의 집 신령 숭배
나나이족은 나무나 돌로 집의 신령 ‘듈린(дюлин)’

그림 5. 나나이족 듈린상

의 상을 만들어 집안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
겨지는 ‘말로24)(мало)’에 모셔두고 그 앞에 식탁
을 놓아두고 항상 깨끗한 물을 그릇에 담아 바쳤
다. ‘듈린’은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는 신령
일 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의 산업활동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돌보아 주는 신령이다.
따라서 집안 식구들이 사냥이나 어로를 위해 장
기간 집을 떠나기에 앞서 ‘듈린’에게 헌제를 올렸
다. 제물로는 가장이 직접 칼로 돼지나 닭의 심장
을 찔러 받아낸 피를 사용했으며, 가장이 그 피를

자료: 쿤스트카메라.

24) 나나이족, 우데게족 등 극동지역 만주-퉁구스계 민족들은 집안의 가장 신성한 장소를 ‘말로
(мало)’ 또는 ‘말루(малу)’라고 부르며 각종 신령의 형상을 그곳에 모셔둔다. 귀한 손님이
오는 경우에도 그곳으로 모신다. ‘말로’ 또는 ‘말루’와 우리말 ‘마루’를 언어‧문화적인 측면
에서 비교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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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린’ 상의 입에 바르고 사냥이나 어로의 성공과 남은 가족의 건강을 비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런 헌제 때에 ‘듈린’ 상에
신발을 신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듈린’이 직접 사냥이나 어로의 현장에 나
와 사냥감이나 물고기를 몰아주기를 바란다는 표시였다(시카치알랸 마을
학교 박물관 자료).

3) 우데게족의 불 숭배
우데게족 전통 신앙에서 불 숭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하늘의 불,
즉 태양은 에너지의 상징이자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져, 극동지역 여러 민
족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개 태양신화’, 즉 과거 태양이 3개 또는 9개가
있어서 지상의 모든 생물이 타죽어 가는 불행이 닥쳤을 때 영웅이 나타나
활을 쏘아 하나의 태양만 남기고 모두 떨어뜨리자 다시 세상이 평화로워졌
다는 신화를 우데게족도 공유하고 있다. 또 번개도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우데게족은 여러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신령들 가운데
불의 신령 ‘푸쟈(Пудзя)’를 가장 독립적이고 강한 신으로 여겼다. 한편, 불
의 신령 ‘푸쟈’가 거느리는 보조령의 명칭이 ‘푸쟈의 개’라는 뜻의 ‘푸쟈 이
나이니(Пудзя инаини)’인데, 그것은 녹색의 두꺼비로 표상된다(Паничев
2005). 따라서 우데게족은 두꺼비를 ‘푸쟈’의 보조령이라 여겨 건드리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 우데게족이 이렇게 물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불의
신령의 보조령이라는 상하관계를 설정한 것은 그들이 물보다 불을 더 우위
에 두고 숭배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우데게족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불의 신이 사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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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익히고 물을 데워주며 건강과 복을 지켜주고, 나아가 사냥이 성공하
도록 도와준다고 여겼다. 따라서 집안의 화덕이나 사냥 또는 어로 장소에 피
운 불에 먼저 음식을 바치는 의례를 행했고, 불과 관련된 각종 금기를 지키
는 방법으로 하늘과 땅의 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에 침을
뱉거나 쇠붙이 등 날카로운 것으로 쑤시거나 물이나 오줌을 붓는 것은 금기
시되었으며, 불결한 것을 불에 태우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런 금기를 어기는
경우 불의 신령이 죄인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고 여겼다.

라. 동물숭배
극동지역 원주민족들은 곰, 호랑이, 순록, 개 등 육상동물뿐 아니라 오리,
기러기 등 다양한 새와 범고래 등 해양동물, 나아가 뱀, 두꺼비와 개구리
등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종족의 토템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
겨 신성시했다. 특히 니브흐족이 해상의 범고래를 바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곰과 호랑이 가운데 니브흐족은 곰을, 나나이족은 호랑이를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하게 취급하며, 우데게족은 곰과 호랑이를 공히 신성시한다는
점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은 대부분 산업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들일 뿐 아니라,
샤먼에게 영적 능력을 전해주거나 샤먼의 보조령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샤머
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동물들에 대한 신앙차원의 관
념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샤머니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의 커다란 연구주제가 되므로, 여기서는 동물과
관련된 관념에서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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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곰과 개에 관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곰과 관련해서는 가
장 중요한 의례인 ‘곰 제의(медвежий праздник)’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곰 제의
곰 제의는 극동지역 여러 민족뿐 아니라 멀리 북극해 연안의 한티-만시
족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북부의 여러 소수 원주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수행
했던 의례이다. 시베리아 전역의 곰 제의를 성격에 따라서 ① 고대 산업적
숭배 형식의 시베리아 공통의 곰 제의, ② 한티-만시족 등의 씨족적 곰 제
의, ③ 아무르-사할린식의 친족 제례적 곰 제의의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Соколова 2002, p. 54).
한편, 곰 제의와 관련하여 니브흐 또는 아이누족의 곰 제의가 극동지역
곰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식들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며, 니브
흐족의 모든 전통 신앙 의례와 부계 공동체 생활양식의 정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Тураев 2008. p. 114). 따라서 여기서도 니브흐족의 곰
제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니브흐족의 곰 제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즉 곰 사냥 전후의 절차를 중
심으로 하는 제의와, 숲에서 잡아오거나 이웃 부족에게서 구입한 새끼 곰
을 일정 기간 마을에서 양육했다가 살해하는 제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곰 사냥과 관련된 제의를 보면, 니브흐족은 곰 사냥을 나가기 전에
먼저 사냥을 주도하는 마을 원로의 집에 모두 모여 숲 쪽으로 배치된 화덕
에 불을 피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한다. 곰 사냥이 있는 날에는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 화덕에서 익힌 음식만 먹으며 기다린다. 남자들이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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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서기 전에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물 쪽에 놓아둔 평상에 모여앉아 남
자들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곰은 항상 곰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사냥을 하며, 기다란 장대
로 굴 속의 곰을 자극하여 곰이 굴 밖으로 나와 몸을 일으킬 때 활이나 창
을 사용하여 사냥한다. 곰을 죽이고 나면 반드시 곰의 머리를 마을 쪽으로
향하게 두었다. 그 후 사냥을 주도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곰의
등에 걸터앉아 ‘우’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수컷을 잡은 경우에는 세 번, 암
컷을 잡은 경우에는 네 번 외치고, 곰의 왼쪽 귀에 담뱃잎을 집어넣는다.
나머지 사냥꾼들은 곰의 왼쪽 귀에 음식을 집어넣어 곰의 영혼을 위로한다.
그리고 모두 곰의 머리 쪽으로 연기가 가도록 담배를 피운다. 이어서 곰의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뉘어 놓고, 사냥을 주도한 사람이 먼저 세로로 길게
배를 가르고 가로로 마치 단추처럼 네 줄을 그어 놓는다. 그러면 나머지 사
냥꾼들이 가로로 그어놓은 네 줄을 마치 단추를 풀듯이 손으로 열어젖힌다.
가죽을 벗긴 곰은 머리가 앞으로 향하도록 해서 마을로 들고 간다. 마을 가
까이에 도착하면 사냥을 주도한 사람이 곰 가죽을 깔고 앉아 앞서 했던 것
처럼 세 번 또는 네 번 소리를 쳐 마을 사람들에게 곰을 사냥했음을 알린
다. 그리고 사냥꾼 일행이 곰과 함께 마을로 들어설 때, 여자들은 통나무
속을 비워 만든 북을 나무 막대로 두드리며 맞이한다.
위에 서술한 사냥과 관련된 곰 제의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형식을 ‘음-양’
의 기호적 대비로 해석할 수 있다. 곰은 일반적으로 물을 상징하는 동물,
곧 ‘음’의 속성을 가진 동물로 취급되는데, 사냥 전에 곰이 사는 숲 쪽으로
놓아 둔 화덕에서 익힌 음식만을 먹고 여자들은 물 쪽에 놓인 평상에 모여
앉아 기다리는 행위를 ‘양’의 정수인 불의 힘으로 ‘음’의 힘을 제압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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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음’을 상징하는 여성과 물을 한데 묶어둠으로써 ‘음’의 힘을 약화시
켜 곰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사냥한
곰이 수컷인 경우 세 번, 암컷인 경우 네 번 외치는 것에서도 ‘음-양’의 대
비 구조를 볼 수 있다.
우리에 가두어 키운 곰을 죽이는 곰 제의는 기본적으로 신령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신령들이 사람의 세상으로 올 때는 반
드시 동물의 모습으로 오는데, 본래의 신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특별한 의례를 거쳐야 한다는 관념이 배경이 되며, 신령들이 동물로 변신하
여 자신의 몸을 희생해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제의를
통해 신령들이 본래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니브흐족은 곰 제의를 보통 1월이나 2월에 거행했고, 손님맞이로부터 시
작하여 손님의 귀환 및 씨족의 조상 제사로 끝나기까지 수일간 이어졌다.
제의 날에 맞추어 사방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특히 사위의 집안사람들이
중요한 손님으로 취급되었다.
곰 제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로 이루어졌다(사할린 주립 과학
도서관).
① 제의 장소 마련 및 제물(이나우) 만들기: 이 기간 중에 손님을 맞이하
고 나무 잔가지 묶음인 ‘이나우’를 준비하며 곰을 죽일 장소를 마련
한다. 남자들은 전나무 가지와 진달래 가지를 구해오고, 썰매, 활과
화살, 창 등 경주에 필요한 물품을 만든다.
② 곰 살해: 곰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곰의 성별에 따라 집 주위를 세
번 또는 네 번 돈 뒤에 제의 장소로 데려간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속
이 빈 통나무 북을 두드려 흥을 돋운다. 제의 장소에는 2개의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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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두는데, 하나는 곰을 묶어놓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곰을 죽
인 후 머리와 가죽을 걸어두기 위한 것이다. 바닥에는 잎이 달린 전나
무와 진달래 가지를 깔아 악한 귀신들을 몰아낸다. 그리고 기둥에 묶
여있는 곰을 약올려 뒷발로 일어서게 하고 지정된 사람이 창으로 찌
르거나 활을 쏘아 죽인다.
그림 6. 곰 제의 장소 구성도

자료: Колосов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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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곰의 머리와 가죽 안치: 제의 참가자 일부가 곰의 가죽을 벗겨 살을
해체하고 곰의 머리와 가죽을 기둥에 걸어두는 동안, 다른 일부는 곰
의 고기를 솥에 삶는다.
④ 곰 고기 먹기: 지방과 고기를 뼈에서 발라 조각내 뾰족한 꼬치에 꿴
다. 먼저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이후에 여자들이 먹는다. 이때 곰 고
기와 더불어 다른 음식도 함께 먹는다. 곰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노
인들은 곰의 고기를 먹고 뼈를 모두 한 곳에 잘 모아두는지 주시한다.
다른 마을에서 온 손님들이 곰의 고기를 먹은 경우에는 반드시 곰의
뼈에 선물을 묶어서 돌려준다. 곰 고기를 먹은 다음 날에는 옛날 이
야기 시합을 벌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들에는 썰매 경주 등 실외 경
기와 바느질과 요리 등 다양한 경기를 벌인다.
⑤ 손님 귀환: 손님들은 곰 고기를 선물로 나누어 받아 돌아간다.
⑥ 곰의 머리와 뼈 보관: 곰의 머리와 뼈를 집안의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
에 모셔둔다.
⑦ 개를 제물로 바치기: 곰 제의 마지막 단계는 타이가와 산의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 의례는 곰 제의를 열었던 집안사람들끼리만 거
행한다. 특별히 선정한 검은색 털을 가진 개를 제물로 하며, 목을 졸
라 죽여 고기를 먹고 개의 뼈를 곰의 뼈와 함께 보관한다.

곰 제의는 지역적으로 산업적 특성이 강한 제의와 신앙적 특성이 강한
제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소콜로바는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 등
아무르 유역 민족들의 곰 제의가 산업적 측면보다 신앙적 측면이 강한 것
으로 보았으며, 그 특징으로 ① 곰 사냥에 동반되는 비주기적 곰 제의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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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사로 볼 수 있는 주기적인 곰 제의가 거행 되었다는 점, ② 부모, 배우
자, 자식 등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경우 구매하거나 잡아 온 새끼 곰을 3년
동안 집 근처 우리에 가두어 키우고 때로는 사람의 젖을 먹이기도 했다는
점, ③ 곰을 죽이기 전에 집 주위를 도는 드라마적 행위를 한 점, ④ 곰을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도록 꾸민 특별한 장소에서 죽인 점, ⑤ 죽은 자의 영
혼을 인도하는 것으로 여기는 개를 곰 제의의 제물로 바친 점, ⑥ 제의가
씨족적 특성을 가졌고, 사위나 장인의 집안사람들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점, ⑦ 곰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상징적 행위로 곰의 두개골에 음식을 바른
점, ⑧ 제의 시 지역 고유의 악기인 속이 빈 통나무를 사용했다는 점, ⑨ 나
 특별한 제의용 식기
뭇가지 묶음인 이나우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 
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Соколов 2002, pp. 54-56).
그림 7. 곰 제의 장면 그림

자료: Колосовск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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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에 대한 관념
니브흐족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붉은
색 털을 가진 개를 제물로 하고, 곰 제의에는 검은색 털을 가진 개를 제물
로 삼았다. 붉은색 털의 개는 하늘, 태양, 불을 상징하며, 검은색 털의 개는
지하, 저승세계를 상징하여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은 극동지역 전체뿐 아니라 북아메리카 인디언에게도 공통적
인 관념이었다.
또 니브흐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팔다리 관절에 개의 털로 짠 실을 매어
주며, 나중에 그 아기의 젖니가 빠지면 그 실을 풀어 털을 제공했던 개에게
먹이는데, 그렇게 하면 그 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아이의 동반자가 된다
고 여겼다(Таксами 1977, p. 209).
나나이족의 경우에도 개를 사람과 초자연적인 힘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통 의례나 샤머니즘에서 개를 희생 제물로 사
용했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 샤먼 의례에서 샤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겼다.
특히 나나이족은 개를 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으로 여기기도 했다. 전생
에 잘못을 많이 저지른 인간이 죄를 갚기 위해 개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으
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이족의 경우 개를 학대하는 행위는 전
통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Самар 2010, p. 89).
극동지역 원주민 공통으로 개를 달에 살며 달을 삼켜 월식이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 보기도 했다. 일식의 경우에도 해에 사는 개가 해를 먹는 것으
로 여겼다. 그래서 월식이 일어나는 경우 밖으로 나가 쇠붙이를 두드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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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쫓는 행위를 했다.
극동지역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개는 그와 같은 신앙적‧신화적인 의미를
가진 동물이었으며,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사냥 등 산업활동의 보조자이자
사람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썰매를 끌어주는 귀
중한 존재였다.

마. 장례
장례는 한 인간의 이승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복합적인 의례로, 죽은 자
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장례는 살아있는 자
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이자, 자신의 죽
음 이후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줄 태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는 살아있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공포인 죽음에 대
한 한 민족 또는 사회의 다양한 해석과 처방이 응집되는 복합적인 의례이
며, 살아있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사건 가운데 가장 확정적이고 비가역적
인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장례는 여러 가지 의례 가운데 가
장 보수적이고 전통에 충실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장례에는 한 민족의 전통적 세계관, 내세관, 신앙 등 전통 정신문
화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들과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따른 물질문화적
요소들이 응집되어 표현된다.
극동지역 원주민족들의 경우, 앞서 살펴본 신이나 신령 등 인간에게 선
하게 대하는 영혼 이외에 다양한 악한 귀신들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아직
저승으로 가지 않았거나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인간의 영혼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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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귀신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죽은 자의 시신이나
영혼을 두려워했고, 그만큼 장례나 제례의 전통을 고수했다.
장례 방법에서 니브흐족은 축치, 코랴크, 이텔멘 등 고아시계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화장을 했으며, 나나이족은 주로 관을 나무로 만든 관집
에 넣는 방식을, 우데게족은 시신을 관에 넣어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
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제 각 민족의 장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니브흐족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주로 화장을 했는데, 일부 그
룹은 땅에 매장하거나 관집에 관을 넣어두는 방식을 취했기도 했고, 들판
에 시신을 그냥 놓아두는 풍장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축치족, 코랴크족
등 고아시아계 민족들이 화장을 하거나 들판에 시신을 그냥 놓아두는 방식
으로 장례를 행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물에 빠져죽은 타 종족 사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정신병자 등
과 태어난 지 반 년이 지나기 전에 죽은 아기 등은 땅 속에 매장했다. 성인
과 한 살 이상의 아기를 화장하는 데는 주로 낙엽송을 사용했다(Тураев
2008, p. 119). 화장에 어떤 나무를 사용하는가는 나무 숭배 및 각종 나무에
대한 관념과 관련하여 별도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낙엽송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부족이나
집안의 신성한 나무에 걸쳐 놓아 신들이 내려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신성
한 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둔다.
화장은 주로 타이가에서 했으며, 화장 장소에서 개를 제물로 바쳤다. 시
신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나면, 그 다음날 재를 모아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를 얹어 두고 근처에 나무집 ‘라프’를 만들어 세운 뒤, 그 속에 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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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혼이 깃들 수 있도록 나무인형을 넣어 두었으며, 나무로 만든 뻐꾸기
와 음식을 넣어주고 장례에 사용했던 그릇들도 보관해 두었다.
그 후 3~4일 동안 매일 가까운 친척들이 라프 근처로 모여 ‘작은 제사’를
지냈다. 참석자들은 모닥불을 피워 차를 끓이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
으며, 음식 일부는 제물 삼아 땅에 묻거나 모닥불에 던져넣고 라프의 나무
인형 앞에 두었으며, 고인을 위해 차를 땅에 부어주었다. 마지막 제사는 사
망한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지낸다. 이때는 모든 친지들이 모여 라
프 근처에서 먹고 마신다. 그리고 노인 몇몇은 화장한 잿더미 위에 얹어 두
었던 통나무를 들어내고 거기에 곡물가루를 뿌린다. 마지막 제사 때는 ‘작
은 제사’ 때 쓰고 ‘라프’에 보관해 두었던 그릇들을 모두 꺼내 밤새도록 깨
부순다. 그리고 고인이 썼던 물건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잔여물을 남은 음
식과 함께 땅에 묻는다. 그리고 라프는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못질을 해두
고 모두들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다(니콜라옙스크 행정구 소수민족 문
화센터 자료).
한편, 아무르 강 유역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니브흐족도 물에 빠
져 죽은 사람은 물귀신과 관련되어 집안에 불행을 몰고 온다고 여겨 반드
시 화장을 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화장 장소에 ‘라프’를 만들어 세우
지 않았다. 사할린에서는 화장 장소에 시신을 싣고 왔던 배를 놓아두고 주
변에 장대를 세워두거나 노를 거꾸로 꽂아 두기도 했다. 또 물에 빠져 죽은
자를 화장하는 데는 여성이나 젊은 남자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악한
귀신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니브흐족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와 집에서 먼
곳에서 죽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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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사람이 먼 곳에서 죽
어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친척들이 그곳으로 가서 뼈 조
각이라도 가지고 와서 인형을 만들고 그 속에 넣어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신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거나 몇 겹의 천을 감아
관에 안치시킨 뒤, 시신과 나란히 성냥이 담긴 주머니, 자작나무 자루가 달
린 칼, 담배쌈지 등을 놓아두었고, 머리맡에는 버드나무 가지에 낚싯바늘,
고리, 컵과 찻잔을 매달아 두었다. 관은 깊이 30~40cm의 구덩이에 묻고 구
유모양의 덮개로 덮었다(니콜라옙스크 행정구 소수민족 문화센터 자료).
그런 물건들은 고인이 저승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서와 동일하게 다양한 생업에 종사한다는 관념이 반
영된 것이다. 다만, 축치, 코랴크족 등 고아시아족과 야쿠트족 등 투르크계
민족들의 경우, 이승에서 부서진 물건이 저승에서는 온전하다는 관념에서
고인을 위해 묘지에 놓아두는 도구들을 모두 부수어 놓는 것과 차이를 보
인다.
한편, 니브흐족은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집을 가느다란 밧줄로 둘러 묶었
는데, 이렇게 집에 띠를 두르는 관습은 고대 투르크계 민족들의 띠에 대한
관념 및 슬라브족이 피방주술적 차원에서 교회 건물에 띠를 두르는 관습
등과 비교 연구할 만한 별도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나나이족의 경우 장례에는 죽은 자의 모든 친척이 참석했으며, 전통적으
로 죽은 지 2~3일 후에 관을 나무집 속에 넣어 두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장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7일 밤을 잠을 자지 말아야 했다. 죽은 자의 영
혼이 7일 동안 생전에 자신이 다녀본 모든 곳을 둘러보고 돌아온다고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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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시신을 입관할 때는 고인이 남자이면 관 속에 도끼, 칼, 솥, 접
시 등을 넣어 주었고, 여자이면 생전에 사용했던 가위를 넣어 주었다. 그리
고 관을 나무집에 넣고 나서 거기에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석궁, 스키,
그물 짜는 도구 등도 넣어주었다(Смоляк 1991, p. 34).
우데게족은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면 모두들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
가 완전히 숨을 거둔 뒤에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힌다. 이렇게 가족
들이 임종의 순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혼자 죽게 두는 것은 야쿠트족 등
투르크계 종족들의 풍습과 유사한 점이다.
한편, 수의는 고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홀수 벌의 옷을 입히고, 여자인 경
우에는 짝수 벌의 옷을 입힌다. 수의를 입힌 뒤에는 바로 시신을 집 밖으로
운구해 작은 천막 속에 뉘어 놓고 천막 사방에 잔나무가지 다발을 끝에 묶
어 놓은 막대들을 꽂아 놓는다. 이 잔나무가지 다발은 앞서 살펴본 곰 제의
에 사용되는 ‘이나우’와 동일한 형태로 악한 귀신들로부터 고인의 영혼을
보호하는 불꽃을 상징한다.
우데게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다른 집안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악한 귀신 ‘옥
제(Окзе)’가 들어와 머물게 된다고 여겼다. 이 점은 우리의 장례에서 전통
적으로 문상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마시며 다소 소란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우데게족은 관을 고인의 영혼이 강과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배 모양으
로 만들었다(Арсеньев 1926, p. 46). 우데게족이 사냥을 주요 생업으로 하는
숲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관을 배 모양으로 만든 것은 흥미로운데, 그들의
관념에서 저승은 서쪽에 위치하므로 아무르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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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고아시아족이 저승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고 여긴 관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데, 이것은 장례의 세부 사물의 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다.
한편, 시신은 천으로 감싸 관 속에 뉘어 놓고 불에 말린 이끼더미로 머리
를 받쳐주고, 머리 양쪽에 성냥, 숟가락, 깨진 찻잔, 담뱃대 등을 놓아두고
발치에는 깨진 솥을 놓아둔다. 그리고 판자로 만든 관 뚜껑을 덮은 뒤, 자
작나무 껍질로 감싸고 밧줄로 둘러 묶는다. 그리고 관을 땅에서 약 1m 높
이의 나무 그루터기 2개 위에 안치시킨다. 그런 뒤에 관 위에 판자나 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들어 세워 빗물이 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만
든 지붕 밑에는 썰매, 스키, 활, 그물, 창, 노 등을 놓아둔다. 관은 시신의 얼
굴이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즉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발이 동
쪽을 향하도록 위치시킨다(Арсеньев 1926, pp. 46-47).
이렇게 시신의 얼굴이 태양을 향하도록 안치시킨 것은 우데게족의 태양
숭배 및 영혼의 환생 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은 만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원천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로 떠오
르는 현상이 부활이나 환생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렇게 묘를 만들 때까지 보통 3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내내 고인의 영혼을 악한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례가 계속된다.
아이들이 죽은 경우에는 관 위에 지붕을 만들어 세우지 않고, 관 자체를 나
무 두 그루 사이에 끼워 놓는다. 아이의 관을 땅에 묻게 되면 그 아이의 엄
마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
장례가 끝나면 시신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머리와 손을 씻었고,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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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옷과 시신 운구 및 장례에 사용했던 도끼, 톱, 썰매, 보트 등 모든 것을
불에 태워버렸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고인의 친척들은 절대로 묘지 근처
에 가지 않았고, 근처에서 사냥을 하거나 활을 쏘거나 나무를 베거나 풀을
뜯거나 열매를 따는 행위도 일체 하지 않았다(Арсеньев 1926, p. 47).
우데게족이 이렇게 장례가 끝난 후 다시는 묘지 근처에 가지 않는 태도
도 야쿠트족 등 투르크계 종족들의 풍습과 유사한 점인데, 현재로선 우데
게족 분포지역 인근에 투르크계 종족이 없으므로 고대에 투르크계 종족과
접촉했거나 오랜 세월 동안 광대한 영역에 걸쳐 이동, 분포하는 에벤키족
이 매개가 되어 전파된 풍속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별도의 자
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우데게족은 고인의 가족과 친척 중 여자들은 묶었던 머리를 풀고
옷 위에 하얀색 띠를 걸치며, 남자들은 두 갈래로 땋았던 머리를 풀어 하얀
색 천 조각을 넣고 한 갈래로 묶고 다녀 상 중임을 표시했다. 그리고 집안에
고인이 생전에 지냈던 장소에는 고인의 새 옷을 걸어두고, 그 아래에는 고인
의 새 부츠에 풀을 채워 세워 두었다. 그리고 고인이 죽은 후 7일 동안은 식
사 때마다 고인이 생전에 지냈던 장소에 음식을 바쳤으며, 집안사람들이 식
사를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은 숲속에 내다 버렸다(Арсеньев 1926, p. 47).
이상에서 살펴본 극동지역 원주민족의 전통 장례는 러시아인들이 극동
지역에 도래하여 러시아 정교를 전파하고 전통 신앙에 기반을 둔 의례를
압박하면서부터 장례 방식이 매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형식적인 면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그런 변화와 더불어 오지
까지 전파된 문명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영혼관이나 내세관에도 커다란 변
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현대적인 장례 상황에 대한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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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러시아의 1990년대 이후 민족의식 부흥
움직임과 더불어 소수 원주민족들도 민족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전통 축제
를 비롯하여 전통 문화를 재생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통 장
례 자체가 아니라도 그것의 기반이 되었던 전통적인 세계관, 생사관에 대
한 민족의 기억이 어느 정도라도 재생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러시아에 화장 비율이 급증하는 있는데, 그 원인을 매장지 가
격이 비싸다거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간 연대감 약화로 후손이 묘지를
관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만 설명하고 있다. 극동지역 원주민족, 나아가 전통적으로 화장을 선호했던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영혼관과 내세관이 장례 방식이 화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바. 혼례
정신문화를 구성하는 의례 가운데 장례와 더불어 혼례는 가족의례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다양한 전통적 요소들
이 유지되는 의례이다.
극동지역 원주민족의 경우, 결혼은 보통 신랑 측이 ‘칼림(калым)’이라 불
리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었으며, 때로
는 소위 ‘약탈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약탈혼은 보통 남자가 신부의 몸값
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납치 형식으로 신부를 데려온 뒤에 신부 집안
의 허락을 받는 방식이었다. 신부의 몸값이 없는 경우에 신랑이 신부 집안
을 위해 수년간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신붓감은 기본적으로 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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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가운데서 구하고, 모계 집안에 신붓감이 없는 경우에 다른 집안에서
신붓감을 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아무르 유역 원주민족들의 혼례에 별도의 예식은 없었다. 그러나 혼례를
구성하는 구조, 즉 중매를 통해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날에 신
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지낸 뒤에 신부와 함께 신랑집으로 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절차는 엄격히 지켜졌다. 이 과정에서 신랑 측의 친
척들이 신부 측과 협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였다.
자식들을 결혼시켜 집안간 연대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나 신생아들을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혼례에는 개가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양가의 어른들과 손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남자아이 아버지
가 수캐를 데려오고, 어머니가 그 개의 털과 쐐기풀을 섞어 실 두 가닥을
만든다. 그리고 남자아이 어머니가 그 실 한 가닥을 여자아이의 손에 둘러
감고 아버지가 다른 한 가닥을 아들의 손에 둘러 감는 것으로서 결혼이 성
사된 것으로 여긴다(니콜라옙스크 행정구 소수민족 문화센터).
니브흐족의 혼례 과정은 다소 단순하다. 먼저 신랑감의 아버지가 신붓감
의 집에 찾아가 그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왔다고 말한다. 신부의 아버지
가 그에 동의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시집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정해진 날 신랑은 부모형제, 친구들과 함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
트나 개썰매를 타고 오며, 신부 집안사람들 또는 신부가 직접 그들을 맞이
한다. 신부가 시집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는 잔치가 벌어지며, 신랑과 신부
를 나란히 앉히고 하나의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그것이 혼인의
상징이었다. 다음날 신랑은 신부와 신부 측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이때
신부 어머니는 반드시 신부에게 개를 한 마리 딸려 보내며, 음식을 장만해

∙ 336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을 중심으로

보내 신랑집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Батьянова и Тураев
2010, p. 416).
니브흐족 혼례에서 흥미로운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집의 문턱을 넘을 때 하는 ‘솥 밟기’ 의례이
다. 이를 위해 신랑 측이 가져온 솥을 문턱 안쪽에 놓고 문턱 바깥쪽에는
신부집의 솥을 놓은 뒤, 신부가 왼발로 문턱 안쪽의 솥을 밟고 넘어 오른발
로 문턱 바깥쪽의 솥을 밟고 지나간다. 그리고 신랑집에서 가져온 솥은 신
부집에 남겨두고, 신부집 솥은 시집으로 가져가 사용한다. 때로는 신랑집에
서 가져온 솥 속에 주걱이나 투명한 보석 하나 또는 세 개를 넣어두기도 했
다. 이것은 신부가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표시였다. 그리고 솥을 밟고 지나
가는 것은 ‘신부가 죽지 않고’, ‘자식들이 죽지 않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례였다(니콜라옙스크 행정구 소수민족 문화센터).
한편, 시집으로 간 신부는 친가가 같은 마을에 있더라도 한 달 동안은 그
곳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며, 신부가 먼 곳에서 시집 온 경우에는
보통 일 년이 지난 후에 신랑과 함께 부모 집을 방문했다. 이때 시어머니는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보냈다.
나나이족의 혼례도 니브흐족의 혼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나이족의 경
우에도 보통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얻었다. 혼례는 기본적으로 몸값을
결정하는 단계,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시기 결정, 신랑의
신부집 방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몸값을 결정하기 위해 신랑 측과 신부 측 친척들이 모여 3일에 걸
쳐 먹고 마시면서 몸값 규모를 합의한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면 신랑의 부
모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보내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시기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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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정해진 날 신부가 시집에 도착하면 결혼잔치가 벌어진다.
나나이족 혼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부의 예복의 수 장식, 솥 밟기 의
례, 불씨 섞기 의례 등이다. 신부의 예복에는 부족의 나무를 수놓고 그 가
지에는 앉아 있는 새들을 수놓는데, 그 새들은 태어날 아기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나이족의 솥 밟기 의례는 니브흐족의 의례와 동일하
다. 신부가 부모 집의 문턱을 넘으면서 안팎에 놓아둔 솥을 밟고 지나가
고, 어머니가 바깥쪽에 놓아 둔 솥을 시댁으로 가져가서 사용한다. 불씨
섞기 의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신부의 어머니가 시집 가는 딸과
함께 가다가 신랑집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에서
불씨를 거두어 화로에 담아 주면,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한 후 그 불씨를
신랑집 화덕에 넣음으로써 신부가 자신의 불을 신랑집 불에 섞어 넣는 것
이다(Северные просторы). 나나이족의 이런 혼례 구조는 주변의 만주-퉁
구스계 민족들과 유사할 뿐 아니라, 동시베리아의 투르크계 민족들의 혼
례와도 유사하다.
이상에서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정신문화를 세계관, 자연
물 숭배, 동물숭배 그리고 장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면관계상 이들의 전통 정신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과 전설이나 영웅담 등 설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극동지
역 원주민족들의 전통 문화에서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커다
란 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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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는 말
러시아 극동지역은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 시베리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
으며, 한‧러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인 에너지, 교통,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
트도 극동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극동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정치‧경제 분야에 치중되어 있
어 극동지역 인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관련이 있는 극동지역 원주민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극동지역 원주민족 가운데 아무르 강 유역의 니브
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전통 정신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민족의
전통 문화는 민족의 존속과 민족 정체성 유지의 기반이며, 민족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문화적 전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문화를 구성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언어, 신앙, 의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민족의
언어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신앙 측면에서 세계관, 자연관, 저승
과 영혼에 대한 관념, 동물숭배 등 전통 신앙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살펴보
았고, 마지막으로 의례 가운데 전통 장례와 혼례를 살펴보았다.
이 세 민족은 인구가 아주 작고 러시아의 자본주의적인 경제‧사회 구조
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들의 언어는 소멸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
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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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들의 언어상황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전통 신앙이나 전통 장례, 혼례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듯이 주변
의 모든 사물에도 그것의 주인인 정령이 거하고 있다는 애니미즘적 사고나
그것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상정하는 토테미즘적 사고, 나아가 샤머니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그런 전통 신앙과 의례는 비과학
적인 것이자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취급된다. 과학적으로, 소위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설명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고, 경제발전, 정
확히 말해서 도시를 건설하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전통 신앙적 세계
관을 가지고 개발대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원시적인 인간들이 장
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생태계 파괴라는 범지구적 문제를 고려할 때,
극동지역 원주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수렵, 어로, 채집에 의존하여 생활하면
서도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은 정신적 배경, 공존을 전제로 한 자연물
및 타자에 대한 태도는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대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귀중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초 극동지역에 진출하여 삼림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우데게족에
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으므로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의
언어, 신앙, 의례 등 전통 정신문화적 요소들은 우리가 20세기를 지나는 동
안 대부분 상실한 우리의 전통 문화적 요소들을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참
고가 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연방은 1993년 헌법적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지위를 규정한
이후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규범에 상응하는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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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언어와 사회‧경제적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이나 단체
가 생태관광 조직, 전통문화 관련 행사 조직, 원주민 청소년 기술교육 및
창업 지원 등 극동지역 소수민족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거시적 의미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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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연구방법
제품 디자인의 역사는 그 재현의 언어(a language of representation)의 진
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1) 특정한 가공품(artefact)의 외면(형태, 크기,
질감, 색조)과 사회문화적 취향의 결합은 제품의 설계와 유통, 소비의 과정
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제품 디자인의 특징은 특정 제품이 대량 생
산된 소비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욕망의 대상”2)의 이미지
로 각인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제품 디자인의 의미론

1) Julier(2008), p. 93.
2) Ib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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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emantics)을 결정하는 여러 변인들(테크로놀로지, 재정적 지원, 물
류환경, 시장 등) 중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손꼽
히고 있다.3) 아울러 특정 민족문화의 디자인은 그 공간 속에서 발전해 온
시각예술 문화의 제반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4)
러시아 사회의 항상적인 문화유전적인 요인들, 역사와 맞물려 있는 가변
적인 물질적 환경 등의 로컬리즘적 특징과 특정 소비재가 보편적으로 표상
하는 의미체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적 디자인 발상에 대한 요구가 결코
새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 시각예술 문화의 고유한 역사를 상기
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신구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동시에 표상하며 역
내‧역외 마케터들 사이에서 중간 조정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오늘날
디자인은 흡사 매끈하고 깊이를 결여한 수사적 장치 배면에 실제로는 깊고
거대한 사회문화적 콘텍스트를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예술 문화의 현
대적 각편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전통적 시각예술을 대하는 관람자(viewer)의 상황처럼 사용자
(user)는 오늘날 제품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각적 이미지 속에서 그 함
축된 의미를 자연스럽게 해독해 낸다. 예술작품의 재현 기능은 제품 디자
인에서 응축(condensation)과 은유(metaphor)에 기대어 구체적으로 발현된
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시각예술의 특징이 글로컬리제이션
디자인 발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별 문화적 가
치관의 다양성이 실증적 차이로 구현된다고 믿는 Hofstede(1984)의 연구 이

3) Nakata and Sivakumar(1996), pp. 61-72.
4) Julier, op. cit.,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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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글로벌 마케팅 종사자들과 광고업계에서는 현지 문화에 기반한 디자인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문화과정의 메커니즘이 현지 소비자
의 디자인 선호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5)을 러시아의 지역문화적 상황
에 접목시키려는 학술적 시도 역시 Naumov and Puffer(2000), Salmi and
Sharafutdinova(2008)의 연구6)를 비롯해 러시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생
산되고 있다. 특정한 소비제품이 사용자 개인에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
화적 환경의 청사진을 각인시키는 매체이며, 소비자의 자기 이미지
(self-image)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상징이라는 관점7)에서 본다면, 제
품 디자인은 사회‧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상상계(The Cultural Imaginary)’
를 표현하는 동시에, 개인의 무의식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타인에게 전달하
는 기호가 된다.
약 1,200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설문자료에 Hofstede의 ‘문화 차원’을 적
용한 Fernandez et al.(1997)과 Salmi and Sharafutdinova(2008)의 연구8)는 보
편적인 러시아 문화가 높은 권력거리, 높은 여성성, 높은 불확실성 회피지
수를 나타내며, 젠더의 구별과 가족관계의 중시 등 장기적 가치추구 경향
이 강함을 강조한다. 또한 러시아인의 사고에서 물질에 대한 전통적인 가
치관이랄 수 있는 과소비에 대한 죄악시(절약과 검소)와, 이것과 상반되는
가치관인 현세의 일시성에 입각한 물질에 대한 호방한 소비의 태도가 모순
적으로 공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집단주의 성향, 안정에 대한 희

5)
6)
7)
8)

Peter and Olson(1999); Mitry and Bradley(1999).
Salmi and Sharafutdinova(2008), pp. 384-394; Naumov and Puffer(2000), pp. 709-718.
Arnould, Price and Zinkham(2002), 재인용: Salmi and Sharafutdinova, op. cit., p. 385.
Fernandez et al.(1997), pp. 43-54; Salmi and Sharafutdinov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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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수주의, 정신적 가치와 사회적 지위의 중시 등의 전통적 가치가 자본
주의 전환기 이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전환기 경제 초기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물질
적 실용적 가치와 권력의 열망에 밀려나게 되었지만, 경제적 결손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자유의 추구, 정신적‧도덕적 가치의 중시 등 전통적 가치가
다시 복구되기 시작했으며, 소비행위의 선택지 역시 확장되고, 재화 역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디자인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암울한 체제전환기를 경험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지 않음
으로 인해 러시아 소비시장에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
질 것이다. 특히 일정한 경제수준의 회복 후 장기지향적 가치(가족, 친지와
의 소통 등) 및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상징적 재화(옷,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투여되는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문화적 요인과 기능적
특약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절대적이 될 것이다.9)
한편 Inseong, Lee et al.(2008, 2009)은 Hofstede가 제시한 4개의 문화적
차원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한국 4개 민족의 문화적 성향이 특정
제품(핸드전화, MP3, TV, 냉장고)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9) Salmi and Sharafutdinova(2008)가 보여준 휴대전화의 사례로 살펴본 문화기반적 디자인 설계
에 관한 연구는 향후 러시아 국내용 제품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좋은 참고점이 된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어로 설계된 정확한 인터페이스의 설비 외에도, 러시아인의 평균적인 낮은 수
입구조를 고려한 기능적 장식적 내구성(방수‧방진‧충격저항 기능)의 확충 및 제품의 ‘진실’
과 ‘신뢰성’의 인상을 창출하는 고급 소재 사용, 주요 판매대상 집단에 어필하는 주류 패션과
제품 디자인의 조화, 일상 속의 높은 범죄율을 고려한 안전장치 및 정보백업 기능, 젠더 차이
를 중시하는 의복 습관을 고려한, 성별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제품의 디자인, 도심 밖 변두
리 환경의 잦은 출몰을 고려한 강한 안테나 기능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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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가를 대규모 설문을 기반으로 검증했고, 사용자의 문화적 차이가 제
품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제품에 대한 문화기반 디자인이
민족별 차이와 동시에 제품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10) 연구결과
에서 특이점을 간추려보면, 러시아인은 평균적으로 낮은 불안회피지수를
보이지만, 냉장고처럼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
치를 나타내며, 개인용 제품(휴대전화, MP3)과 가족 공용 제품(TV, 냉장고)
의 구분에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비교집단들보다 뚜렷
이 양분되었다. 정황성(contextuality)에서는 비교집단 중에서 러시아인이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냉장고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시간 인식에서
는 러시아인이 모든 제품에 대해 비교집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복시성
(polychronic)과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을 보였고, 제품(TV와 냉장
고)에 따라 뚜렷한 젠더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러시아인은 모든 제품에 대
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제품의 기능과 사양보다는 전통과 브랜드를 더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제품에 대한 통제감(controllability)의 추구가 비
교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11)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이 제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기호를
읽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12) 관점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시각예술사와 디자
인의 역사를 통해 러시아 문화에서 제품 디자인이 추구해온 심미성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조감하고 각 디자인 유파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현
대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10) Inseong, Lee et al.(2008), p. 11.
11) Ibid., pp. 7-10에 수록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했음.
12) Steffen(200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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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 디자인의 개념과 역사
제정 러시아 시기를 포함하여 1900년 이전 러시아 디자인의 시원적 경향
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오랜 농민문화 전통에 기반을 둔
민속예술 공예품으로서 종교적 이미지와 민속 모티프를 표현한 도자기, 직
물이며, 다른 하나는 황실과 귀족이 사용했던 고급 양식의 집기류이다.13)
다른 한편으로 20세기 초 소비에트 권력의 정착기에 융성했던 아방가르드,
특히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혁신성이 19세기 러시아 예술의 주류를 이
루었던 ‘서사적 리얼리즘(narrative realism)’의 양식으로 대체‧회귀했고, 대
조국 전쟁 이후 러시아 디자이너들이 이런 퇴행적 흐름 속에서 양성되었
다14)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시각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서사성의 특징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제정 러시아 시기-러시아 시각예술의 전통
시각예술의 시간화, 서사예술의 공간화라는 두 축 가운데서 러시아 민족
문화의 무게중심은 전자에 쏠렸고, 유럽 회화에 이미 시각예술의 시간화
경향이 밀려오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의 예술은 시간의 압력 아래서 대상의
공간적 윤곽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미지가 자신과 반대 속성인
시간과 결합함으로써 재현의 대상 자체는 신화화, 원형화, 이상화의 고정

13) McDermott(2007), p. 201.
14) Ibid.,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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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필연적으로 탈각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모더니즘 시각예술 운
동의 정점인 아방가르드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일점 원근법과 투시의 현재
적 원칙이 포기되었다는 점은 서유럽 회화와 구별되는 러시아 시각예술의
본질적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시각예술의 특징은 서로 다른 두 표현 형식인 말/텍스트와 이미
지/일러스트레이션의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효과이다. 본래 사물
의 위치를 공간적으로 구획하는 기능인 이미지와, 시간 속에서 사물의 변
형을 초래하는 기능인 말이 서로 자리바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미지의
시간화에 대한 지향을 추동했던 것이 러시아 회화의 불변적‧잠재적 측면이
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 문화에서 서유럽 문화의 수입 및 그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고유한 문화전통의 활성화로 결정화된 아방가르드
예술의 본래 출발점이 러시아 이콘의 재현양식(iconology)이었다는 점은 깊
이 새겨봄직하다.
그 자체 또한 비잔틴에서 수입된 외래문화였던 이콘 양식은 그 외적인
표현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완전한 평면성과 원근법의
결여 혹은 역원근법(inverted perspective), 프레임(frame)과 서사적 환영
(illusion)의 파괴를 통해 현실과 이미지의 비동기성/불일치, 이미지와 이미
지 간의 비동기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시공간성의 고의적 추상화(행위
의 서사성과 상징성의 결합)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관람자의 동일화
(identification)와 몰입(narcissism)을 제거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
현되는 이미지는 세속적 이미지와 달리 미(美)적 쾌감이 아닌 숭고(sublime)
의 감정을 전달한다. 즉 이콘은 재현(representation)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
며, 신성한 대상‧진리의 직접적 각인 또는 흔적으로만 머문다. 이콘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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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이미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서사와 이미지의 완벽한 결합상태를
추구한다. 아울러 시각적 원근법이 아닌 심리적 원근법과 인물묘사의 전형
성, 풍경묘사의 단순화와 내외공간의 동시묘사, 행위의 동시성(복수적 사건
의 동시묘사(multi-incident method), 뒤틀림 현상(kručenie))을 통해 이미지
의 언어적 측면이 전경화된다.15)
종교화와 세속화의 경계 위에서 직업적 회화 작가가 등장하기 전 러시아
대중미술의 대표적 형태로 나타났던 민속판화 루보크(lubok)에서 역시 이
미지(일러스트레이션)와 서사는 상호조명과 평행적 일치를 이루었으며, 이
미지는 서사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16)
18세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으로 서유럽에서 수입된 양식(낭만주
의, 바로크-로코코, 신고전주의, 사실주의)의 절충적 결합으로 나타난 러시
아 아카데미 미술 주도의 고급 예술에서는 작가의 실제적 체험이 아닌 고
전예술과 르네상스 회화의 모방 흐름이 지배하면서 이미지와 서사의 관계
대신에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상호조명이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 자리했지
만, 곧이어 민중주의, 리얼리즘, 민족주의를 표방한 19세기 후반 이동파 화
가(peredvižniki)의 풍속화(genre painting)와 역사화(historical painting), 풍경
화(landscape painting)로 옮겨가면서 이미지의 서사적‧철학적 성격이 짙어
지고, 다시금 과거의 이미지-서사의 관계가 복구되었다. 이미지는 사회현실

15) 이콘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Uspenskij(1995), pp. 221-294를 참고할 것.
16) 종교, 민요, 동화를 주제로 하며 희화와 희극성, 간결성을 표현양식으로 하는 루보크는 대
량인쇄‧배포가 가능했고 대중에 대한 계도적‧인식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루보크는 이콘과
함께 고대의 예술적 유산으로 간주되면서, 그 특유의 신화성, 비현실성, 원시성으로 인해
현실의 초월과 예술적 자유를 지향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비구상 미학 예술가들에게 모방
적 원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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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이념적 성격이 짙어졌다.
19세기 후반 아브람체보(Abramcevo) 서클에 의해 개화한 러시아 모더니
즘 회화는 서유럽 문화의 집중적인 수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북
부 고도를 중심으로 과거의 문화적 원형을 새로이 발굴하는 데 주력했으며,
민담과 영웅서사시, 종교문헌 등의 서사적 내용을 도해하는 일러스트레이
션의 기능을 이미지의 기능에서 강조했다. 이와 다른 축에서 결성된, 서유
럽의 ‘아르 누보’에 비견할 만한 ‘예술계(Mir iskusstva)’ 그룹은 회화뿐 아
니라 비회화적 예술형식(문학, 음악, 미학)을 망라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했
던 운동이었으며, 의식과 이성의 지위보다 감정 및 무의식의 역할을 재현
에서 중시하여 신화성과 염세주의, 원시적 심리상태를 표현했으나, 이미지
의 서사적 기능이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2. 소비에트 초기와 스탈린 시기
20세기 초에 이르러 러시아에 개화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디자인 개
념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했으며, 그 토대는 디야길레프의 ‘발레 뤼스(러시
아 발레)’와 무대장식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었던 일군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정초되었다. 먼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민속예술 전통과 모더니즘
을 결합하여 차후에 아르 데코 디자이너에 의해 널리 수용된 레온 박스트
(Leon Bakst, 1866~1924)와 스트라빈스키의 혁신적 발레극 ‘페트루시카’의
무대 디자인을 맡았던 알렉산드르 베누아(Aleksandr Benois, 1870~1960), 의
상 및 무대 디자인을 담당했던 에르테-로맹 드 티르토프(Erté-Romai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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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toff, 1892~1990)가 주축을 이루었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
슈클로프스키(Viktor B. Šklovskij, 1893~1984)의 잘 알려진 표현을 빌리면,
“이미지의 속박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주체로서의 말”이 러시아 시각
예술의 본질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의 내용이나 의미가 아닌
그것을 표현하는 질료 자체에 대한 지각을 강조하는 슈클로프스키의 ‘기법
의 노출(obnazhenie priema)’과 ‘장치(priem)’의 개념은 ‘최초의 경험’, ‘진위
성(authenticity)’에 대한 향수적 동경을 암시하는 러시아 문화 고유의 표현
일 수 있으며,17)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강박적 집착은 전통 회화와 재현의
종언을 선언한 러시아 절대주의(Suprematism)의 창시자 말레비치(Kazimir
S. Malevič, 1879~1935)에게서도 목격된다. 말레비치가 그린 과거 재현체계
의 완전한 해체를 표현하는 공허이자 완전한 충만을 동시에 표상하는 양의
적인 검은 사각형의 이미지는 전통적 이콘처럼 감상자의 ‘세속적’ 감상을
방지하기 위해 2차원적 평면성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이콘처럼 모호하고 무
거운 의미장을 형성하기 위해 검정의 색채가 지닌 질료적 특성에 크게 기대
고 있다. 그러나 관람자가 의미를 가시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비구상주의 회
화에서조차 말레비치는 ‘실재에 대한 재현 불가능성’의 이념을 전달하기 위
한 역설적 상징으로 검은 사각형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예술의 본질적 자질로서의 비동기성(unmotivatedness)
을 충족시킬망정 ‘이미지의 로고스화’라는, 러시아 회화에서 전통적인 서사
-이미지 관계의 틀 자체를 무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미지를 ‘새로운 형식’ 혹

17) Chow(2011),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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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창조성’과 동의어로 정의하게 된 말레비치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회화
에서와 달리 가시적 이미지와 심층적 의미의 간격을 크게 이격시켜 놓음으
로써,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소거시키는 작가와 반비례하여 관람자의 능동
성을 활성화시키고, 의미의 궤적을 이미지 자체에 가둬두지 않으며, 이미지
와 관람자의 의식 사이의 해석적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작품의 완결이라
는 심급을 관람자에게 이양하는 기획을 취한다.
문화적 르네상스가 끝난 뒤인 1920년대 이후 러시아 디자인은 소련의 마
르크스주의 미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1925년 요시프 스탈린의 집권기
이후로는 권위주의, 관료주의 문화와 중앙집권적 경제 프로그램에 예속되
었다. 특히 계획경제 구조는 생산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과 자율성을 잃는 구도를 고착시켰다. 아울러
고비용, 고속성장에 기반한 소비에트식 산업화는 소비재의 부족을 초래함
과 동시에, 국민의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민주적 의견수렴이 결여된, 계획자
자신이 자의적으로 정한 할당량에 근거한 생산계획을 강요함으로써 혁명
전의 창의적인 디자인의 입지를 대거 축소시켰다. 특히 노동계급에게 유일
하게 합당한 양식으로 지정된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이 문화
생산의 장(場) 전반에 걸쳐 강제됨으로써, 디자인계 역시 그 영향력을 피해
갈 수 없었으며, 나아가 중앙집권화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부패, 경제적
침체는 특히 소비재의 품질 저하와 혁신성의 저하를 초래했다.18)
소비에트 시기 디자이너들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
었고, 대부분 학교 졸업 후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전 소연방 산업디자인

18) Ibid.,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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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소(VNIITÈ, 이하 브니테)’로 배속되었다. 이 ‘브니테’는 소련의 디
자인을 서유럽 디자인과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1962년에 모
스크바에 설치된 국립 디자이너 양성 기관이었다.

3. 소비에트 말기와 페레트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 디자인의 특징은 정치적 변화와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응의 민감
성이다. 사회의 개방과 폐쇄, 민주화와 통제는 오브제의 외형구성과 표현양
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러시아 문화에서 상대적 자유화와 다양화
가 허용되었던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예술의 자율성과 예외성 자체가
종교‧이데올로기와 유사한 아우라 속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계몽적‧선도적
위치를 예술에 보장해 줌으로써 디자인 개념의 다양한 모색(‘생산주의’ 이
론가들의 사물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부터 독일 ‘바우하우스’ 학파의
‘기술미학(tekhničeskaja èstetika)’의 추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공
존)을 가능케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정 및 정체(停
滯)와 맞물려 강제적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예술의 현실 속에서의
용해는 오브제의 규격화‧표준화의 수준을 넘어 디자인의 진부함(과표준화
의 결과)과 시대착오적 퇴행성을 초래했으며, 궁극적으로는 1970년대 전까
지 전문화된 디자인 문화의 존재론적 공백을 초래했다.19)
특히 1930년대에 스탈린 개인숭배로의 급작스런 정치적 환경변화는 자
연스러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러시아 디자인계에 의사고전주의(擬似古

19) Ibid., p. 108.

∙ 356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典主義)의 대두를 강제했고, “낡은 고전 예술을 지향하는 것은 현대의 국가
가 낡은 국가의 경제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레비치의 경고를
상기시키듯, 아방가르드 유산으로부터 이어져 온 국제적 흐름과의 역동적
소통을 단절시켰다. 소비에트 초기에 국제 디자인계와의 연계 속에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기능주의적‧인체공학(ergonomics)적 흐름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르주아 문화의 산물’로 매도되고 19세기 러시아에
유행했던 고전주의 암피르(ampir) 양식의 부활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점
은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스탈린식 의사고전주의(stalinskij ampir)’의 지속, 소비‧가전재의 부족,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두된 사치품, 비생필품에 대한 강한 욕망은 1950,
1960년대까지 소비에트 사회의 물질문화를 규정하는 키워드였으나‧공동주
택 대신 ‘흐루쇼프카’20)가 보급되고 주거공간이 점차 개인화, 내밀화되면
서 대중의 소비적 욕망(유럽, 미국, 중남미의 실내 장식재와 가구, 오디오,
슬라이드 영사기 등 가전, 가제트에 대한 높은 선호 등)이 동반 상승하고,
아울러 TV, 라디오, 영화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간접적 교류
가 잦아진 1970년대 이후로는 삶의 질적 측면과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
한 고려와 함께 디자인의 위상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21)
1960년대 초 소위 해빙기에 디자이너들의 자율성이 다소 확장되었으나,
디자인계 내부의 변화가 가시화된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
카와 글라스노스트의 도입 이후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 주요 원인은 러시

20) 흐루시초프 기에 유행한 패널 조립 방식으로 건설된 5층 아파트.
21) Carev(2004), pp. 74-76.

35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아내 제조업의 낙후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가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에 착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소연방 붕괴를 전후로 과거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발상이 그래
픽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
기 시작했으나, 러시아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기에는
아직 요원했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소비재 부문의 빠른 성장과 함께 러
시아의 산업디자인 또는 제품 디자인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제품
과 방산물과 같은 전문제품의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
디자이너들은 ‘러시아 디자이너 연합(Sojuz dizajnerov Rossii)’과 같은 단체
에 소속되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22)

Ⅲ. 러시아 디자인의 주요 이론과 학파
본래 러시아에서 ‘디자인(dizajn)’이라는 명칭 자체와 학술적 정의가 서유
럽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달리, 전문적인 학교 교육과 산업분야의 뒷받침
아래 탄생한 것이 아니라23) 20세기 초 모더니즘 시기 과학기술의 최신 성

22) 이 단체의 홈페이지(http://design-union.ru) 참고.
23) ‘예술과 수공업을 위한 미술 학교(Škola risovanija v otnošenii k iskusstvam i remeslam, 1825,
스트로가노프 백작이 설립)’을 위시하여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우랄에 중고급 수준의 예
술‧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소묘학교가 19세기부터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소수였고, 그 교
육방식 역시 서유럽 르네상스기의 도제식 수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주관적’이고 협량한
지식전달 체계에 불과하여, 이 ‘최초의 디자인 학교’는 소비에트 시기에 이르러 개편의 대
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Mikhajlov(2003a),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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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예술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던 아방가르드 문화 현상에 의해 사후적으
로 추인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4)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디
자인 개념은 소비에트 권력의 주도로 가속적인 산업화가 추진되었던 1920
년대에 ‘생산예술(Proizvodstvennoe iskusstvo)’에 의해 발원했고, 특히 ‘고등
예술기술종합학교(VKhUTEMAS)’ 소속의 구성주의 이론가‧실천가들에 의
해 그 근간이 마련되었다.

1. 아방가르드 학파
러시아 디자인의 태동기는 그 인접영역인 회화사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
며, 이는 러시아 사회에서 시각문화가 이데올로기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며, 동시에 이런 사실이 서유럽 산업사회에
서 태동한 디자인 문화와 구별되는 러시아 디자인의 일차적 특성을 결정한
다. 러시아 혁명 이후 1920년대 초까지에 해당하는 러시아 디자인 역사의
제1기, 러시아 디자인의 시작 단계가 소비에트 권력의 형성 초기와 맞물린
다는 점, 즉 타틀린(Vladimir E. Tatlin, 1885~1953), 말레비치, 로드첸코
(Aleksandr M. Rodčenko, 1891~1956), 베스닌 형제(Leonid, Viktor, Aleksandr
Vesnin, 1880~1933, 1882~1950, 1883~1959), 포포바(Ljubov S. Popova,
1889~1924), 라빈스키(Anton M. Lavinskij, 1893~1968), 리시츠키(Lazar’ M.
Lisickij, 1890~1941), 엑스테르(Aleksandra A. Èster, 1882~1949), 스텐베르그
형제(Vladimir, Georgij Stenberg, 1899~1982, 1900~1933), 스테파노바

24) Mikhajlov, op. cit., p. 214; Kotovič(2003),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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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vara F. Stepanova, 1894~1958), 간(Aleksej M. Gan, 1889~1942), 메두니
츠키(Konstantin K. Medunickij, 1899~1935)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주
축이 된 집단제의 구성(혁명기념 축제), 플래카드, 광고, 북디자인과 출판물,
전시활동, 무대예술(scenografija) 등 ‘미술의 정치적 실천’으로 점철되었다
는 점, 그리고 이 사회적 실천의 경험이 이후 러시아 디자인의 발전에서 중
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25)
선동성, 이데올로기성의 강한 표출은 예술적 기교에 의한 정치적 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정치와 예술의 동일성을 예술가 스스로가 인식한 결
과였다. 아방가르드 예술이 주목했던 도시중심의 근대적 문화 개혁은 혁신
성, 혁명성, 반부르주아 정서 등 일련의 급진적 가치를 전경화 시켰던바, 이
는 신생 권력의 정치적 기획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대목이었다. 특히 건축
을 위시한 구시대의 물리적 유산에 대하여 ‘새로운’ 예술가는 그것과의 유
기적 조화보다는 예술의 비판성에 근거한 과거와의 거리두기 및 충돌에 집
중해야 함이 요구되었다.26)
구성주의와 절대주의 미술의 스타일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러시아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해 왔다. 일례로, 소연방 말기인 1985년에는 디
자이너들이 동참한 전연방 차원의 ‘평화를 위한 문화의 장인들’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192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 디자인의 복고를 표현한 전시회(‘새
로운 예술–새로운 삶의 방식’)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25) Mikhajlov, op. cit., pp. 216-217.
26) Ibid.,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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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23년 로드첸코가 설계한 ‘휴대용 찻주전자’ 도안, 1920년대 초와 1929년에
‘고등예술기술종합학교’에서 제작된 ‘접이식 키오스크-진열창’과 7인승 쾌속정27)

그림 2. 1920년 타틀린이 만든 의자와 마민(Jakov Vasilievič Mamin)이 제작한 러시아
트랙터, 파리 박람회에 전시된 로드첸코가 설계한 노동자 클럽 인테리어28)

그림 3. 구성주의 스타일로 소비에트 삶의 혁신성을 강조한 멜니코프(Konstantin Mel’nikov)의
1925년 파리 ‘아르데코 국제박람회’에 설치된 소련관의 설계도와 실제 사진29)

27)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Mikhajlov, op. cit., p. 271; Runge(2006a), p. 257.
28)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29)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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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예술과 고등예술기술연구소 학파
러시아 디자인의 특징은 순수예술과 산업디자인의 긴밀한 연관성이며,
이는 ‘프롤레트쿨트(Proletkul’t)’ 사상가들 및 아방가르드 예술이론가들(브
리크(Osip M. Brik, 1888~1945), 푸닌(Nikolaj N. Punin, 1888~1953), 아르바
토프(Boris I. Arvatov, 1876~1940), 쿠슈네르(Boris A. Kušner, 1888~1937),
간, 트레치야코프(Sergej M. Tret’jakov, 1892~1939), 타라부킨(Nikolaj M.
Tarabukin, 1889~1956), 추자크(Nikolaj F. Čužak, 1876~1937), 로드첸코, 리
시츠키, 타틀린, 스테파노바, 엑스테르, 라빈스키)이 결정적으로 관여한 소
비에트 ‘생산예술’에 의해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30)
‘생산예술가’들의 활동은, 러시아 디자인의 제2기(1923~32)를 구성하며
1920년대 초에 창설되어 1930년대까지 산업예술 인력을 양성했던 ‘고등예술
기술종합학교’와 ‘고등예술기술연구소(VKhUTEIN, VKhTI, 1926년 이후 고
등예술기술종합학교의 후신)’ 및 ‘국립예술문화연구소(GINKhUK)’, ‘예술좌
익전선(LEF)’, ‘청년예술가협회(OBMOKhU)’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20세
기 초에 러시아 지역 각지에 세워져 있었던 ‘국립자유예술공장(SGKhM)’을
개편한 결과로서 출범한 ‘고등예술기술종합학교’는 예술의 물질적 특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대량 산업 생산체계와 접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었다.
집단농장의 시행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축출을 결정했던 제15차 소비에
트 공산당 대회가 개최될 무렵 레닌그라드에 소재했던 국립예술문화연구소
(GINKhUK)가 폐쇄되었고, 모스크바에 소재한 고등예술기술종합학교는
30) Mikhajlov, op. cit.,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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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예술기술연구소”로 개칭되고 재편되었으며, 이후 이 기관은 내부적으
로 목공예 학부와 금속공예 학부를 통합하고 그 후 다시 건축, 회화, 텍스
타일 등의 하부 연구소로 나누었으며, 이 중 회화와 조각 학부는 레닌그라
드로 이전하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소비에트 ‘생산예술’의 특징은 그 이론적 배경이 그것이 실용화되기 훨
씬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점, 그 구체적 실천이 기술문명과 사회적 요구
를 예술의 실험성과 결합하려 했던 구성주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었
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높은 품질의 상품이 곧 높은 예술성을 지닌 작품에
다름 아니며, 예술가는 직접 생산에 투입되어 엔지니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임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1) 아울러 전시물, 연극무대, 그래픽,
광고, 의상, 직물, 건축, 인테리어, 설비장치 등 일상적‧구체적‧물질적‧공간
적‧구성적 차원으로 디자인계의 관심이 대폭 이동했음이 ‘생산예술’ 디자
인의 특징적인 경향이다.32)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1930년대에 항공, 철도, 도시 교통수단이 기
술적 설계와 디자인의 협업으로 생산되었으며,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디
자인 잡지 소련 장식 예술에 실린 논쟁기사 ｢기계가 응용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를 필두로 하여, ‘레닌그라드 고등예술산업학교(LVKhPU)’,
‘모스크바 고등예술산업학교(MVKhPU)’ 등의 교육기관에서 예술가들을 산
업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시도되었다.

31) 이와 관련하여 아르바토프는 예술이란 ‘최고 품질의 제조기술(vysšaja kvalifikacija masterstva)’이라고 표현했다. Ibid., p. 214.
32) Kotovič(2003),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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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34년의 개폐식 도서 가판대 도안과 1935년 ‘곰즈’에서 제작된 ‘스포르트’ 카메라33)

그림 5. 1950년에 제작된 탁상용 램프 ‘크레믈렙스카야’, 1980년대에 제작된 전기램프
‘제레베노크’, 1987년 ‘브니테’에서 제작한 탁상용 램프 ‘바란’과 ‘클레스트’34)

그림 6. 최초의 소련 소형자동차 ‘나미-1’, 1930년대 소련에서 가장 유행했던 자동차 ‘엠카(M-1)’,
1943년 예술가 사모일로프(Venjamin Samojlov)가 디자인한 소형 자동차 ‘포베다’35)

33) 사진 출처: Runge, op. cit., p. 316; http://images.yandex.ru
34)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Runge, op. cit., p. 333.
35) 사진 출처: Mikhajlov(2003b), p. 87;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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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30년대에 국제적인 유선형 스타일 유행에 발맞춰 모스크바에서 제작된 ‘스탈린 리
무진’과 콜롬나에서 제작된 기관차 ‘2-3-2’36)

그림 8. 1932년의 전기기관차 ‘VL 19-01’과 1933년의 러시아 최초 트롤리버스 ‘TB-1’

그림 9. 1930년대 후반 메세린(Vladimir Meščerin)이 설계한 쾌속선 ‘오스가-25’와 선동용
비행기 ‘막심 고리키’37)

36)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37)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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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40년에 출시된 소형자동차 ‘킴(공산청년 인터내셔널)-1’과 1930년대 중반에 생
산된 최초의 실험적 기관차 ‘요시프 스탈린’ 호38)

그림 11. 1930년 투폴례프(Tupolev A.N.)가 설계한 4발 단엽 폭격기 ‘TB-3’와 1940년 코슈
킨(Koškin M.I.)이 설계한 중전차 ‘A-34’(2차 대전 당시 배치된 ‘T-34’의 모형)39)

3. 전소연방 산업디자인 과학연구소(‘브니테’)와 국가 주도형 디자이너
양성
산업 디자인에 대한 통합 국가관리 시스템인 ‘브니테’가 설립된 것은, 스탈린
의 공포정치와 결별을 선언했던 제20차 공산당대회 이후 제7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되었으며, 기계제작 부문의 향상
38)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39)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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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부 내각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였다. 특히 소련 역사상 최초로 연방
전체 산업디자인 대회가 열린 1965년, ‘브니테’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의 회원 자격을 얻었다. 이후로 레닌그라드, 키예프, 민스크 등의 도시
에 ‘브니테’의 지부(SKhKB)40)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로젠블륨(Rozenbljum E.
A.)과 칸토르(Kantor K.M.)에 의해 1963년 세네쥬에 개원한 ‘소연방 예술가 연
합(Sojuz khudožnikov SSSR)’ 스튜디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브니테’의 성장과 함께 1970년대 초부터 각 공장, 연구소, 장관부서 산
하에 산업디자인국이 설치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적
으로 당과 정부의 주도로 소비재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1977년 ‘기술미학센터’가 개원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미학이 품질을 창조하다”라는 제목의 산업디자인 전시가 소
비에트 연방 출범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으
며, 1978년 ‘기술미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의 올림픽 개
최와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이후 소연방 전체의 ‘고품질과
효과적인 디자인’ 전시회가 전국민경제전시관(VDNKh)에서 개최되었고, 브
레주네프 서기장의 사망 후인 1984년, 소련 자동차 산업 6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한 전시회 ‘아우토프롬 84’가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브니테’가
주도한 최초의 “질료, 기술, 구조에 대한 실험 디자인” 세미나가 열렸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브니테’의 중심적인 이론적 방향은
‘가치형태론적 개념(aksiomorfologičeskaja koncepcija)’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전문가적 평가와 인체공학적 연구의 지침, 인

40) 특별예술구성국(Special’nye khudožestvennye bjuro)의 약자.

3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문주의적‧사회지향적 요소를 제품의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브니테’의 주요 이론적 방향은 제품 디
자인에서 기술적 측면과 기능주의의 과잉, 에르고노믹스의 형식적 이용으
로 인한 감성적‧예술적 측면의 훼손에 대한 보완이다.41)
체르넨코의 뒤를 이어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고, 페레스
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정신으로 폭넓은 사회적‧경제적 개혁 프로그
램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던 1985년 소연방 전체 규모
의 ‘과학적 진보 85’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고, 잠시 후 제품의 구조와
형식적 측면, 역동적‧운동학적인 형식의 측면에 집중한 실험적 디자인에
관한 ‘브니테’ 주관의 세미나가 열렸다. 또한 1987년 공장과 기업에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새 회사법이 제정되었으며, 각 회원 공화국들마다
디자인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988년에는 ‘브니테’가 주최한 시각문화와 시
각적 사유를 주제로 하는 ‘실험 디자인’ 세미나와 ‘디자이너=예술가’ 전시
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으며, 소연방 전체 최초로 대학생 디자인 경연대회
가 개최되었다. 1989년에도 ‘브니테’의 주최로 디자인과 패션을 주제로 하
는 ‘실험디자인’ 세미나가 열렸고, 제2차, 제3차 대학생 디자인 경연대회가
뒤를 이었다.
1980년대 후반 ‘브니테’는 ‘체계적인 디자인’의 설계를 목표로 두 권의
핵심적 지침서를 편찬하였고(예술적 설계의 방법론. 디자인-프로그램
(Metodika khudožestvennogo konstruirovanija. Dizajn-programma)(1987)과
디자인-프로그래밍의 수단(Sredstva dizajn-programmirovanija)(1987), 대학

41) Runge, op. cit.,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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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으로 건축 디자인 분야를 비롯하여 디자인 설계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1987년 국가가 설립한 디자인 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소연방 내 여러 공화국, 주요 대도시에 사는 디자이너들의 연합인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Učreždenie Sojuza dizajnerov SSSR)’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
해 디자인 업계 내에 인적 교류의 망이 확대되었다.
1990년 초부터 소련 디자이너들이 국내와 파리, 도쿄, 부다페스트, 프랑
크푸르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외국에서 물밀 듯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보리스 옐친이 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했던 1991년 ‘러시아 디자
인협회(Učreždenie Sojuza dizajnerov Rossii)’가 발족했고, 1992년 노브고로
드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자이너의 활동의 영역과 목표 또한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엇보
다 디자인에서 사회적‧인문주의적 경향이 사라졌고, 디자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정책이 폐지되었다.42)
그림 12. 1960년대 소련에서 생산된 냉장고 ‘질’, 1980년 ‘브니테’ 소속의 아즈리칸과 알렉세예
프(Dmitrij Azrikan, Petr Alekseev)가 설계한 ‘엘렉트로메라’의 로고타입과 제어판,
1980년대 말 피노게노바(V. Finogenova)가 설계한 이동식 수신기 겸용 녹음기43)

42) Ibid., p. 363.
43)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Mikhajlov, op. cit., p. 303; Runge(2006b),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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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60년대에 출시된 소형 카메라 ‘조르키-10’와 1980년대에 제작된 ‘엘리콘’ 카메라44)

그림 14. 1960년대에 출시된 파노라마 사진기 ‘FT-2’와 사진기 ‘고리존트’45)

그림 15. 1960년대에 제니트 사에서 출시된 ‘제니트-7’과 ‘제니트-e’, 2000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제니트-412’46)

44)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45)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46)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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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70년대 초 ‘제니트’ 사에서 생산한 ‘크바르츠 8XL’과 촬영 카메라의 원형 모델47)

그림 17. 1980년대에 로모 사가 제작한 장거리 소형카메라 ‘로모-콤팍트’와 벨로모 사가 제
작한 애호가용 사진기 ‘아가트-18’48)

그림 18. 1914년에 설립된 소련 광학기술장비 제조업체 로모와 소련‧러시아의 대표적인 광학
의료측지장비 생산업체 우옴즈 사의 로고49)

47) 사진 출처: Runge, op. cit., p. 360; http://images.yandex.ru
48)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49)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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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84년 말리셰프(Malyšev M.)가 제작한 장거리 원각 사진기와 1960년대 제니트
사의 ‘포토스나이페르’50)

그림 20. 1970년대에 출시된 자동차 ‘지굴리’,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던 도시형 소형 버스
‘파즈-투리스트’51)

그림 21. 1960년대에 생산된 트럭 ‘질-130’과 1974년에 쿠즈미초프, 아리야노프, 올샨스키
(Lev Kuz’mičev, Vladimir Ar’janov, Aleksandr Ol’šanskij)가 공동 제작한 화재
진압용 견인차52)

50)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Runge, op. cit., p. 363.
51)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52)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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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64년 ‘브니테’의 몰차노프(Eduard Molčanov)가 설계한 택시와 1970년대 ‘카모
프 설계국’이 제작한 헬기 ‘K-26’53)

그림 23. 1988년 ‘벨아프토마즈’와 ‘브니테’가 공동설계한 실험적 화물트럭 ‘MAZ-2000’의
원형과 실물54)

그림 24. 1990년대에 개발된 훈련기 ‘SU-29’와 2006년 수호이 민간 항공 사가 개발한 러시
아 국내선 여객기 ‘수퍼젯-100’55)

53)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54) 사진 출처: Runge, op. cit., p. 392; http://images.yandex.ru
55)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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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소연방 시절의 제품 인증 마크와 오늘날 러시아 연방의 제품인증(GOST) 마크56)

그림 26. 오늘날 러시아 연방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장57)

Ⅳ. 포스트모던과 현대 러시아 제품 디자인 이론
1. 러시아 시각예술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근대 이후에 태동하여 다양한 의미적 굴곡을 겪어 온 러시아 시각예술의
변곡점에 대두되었던 창조적 변화의 양상을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개

56)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57) 사진 출처: http://images.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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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세계 디자인 역사의 보편적 흐름과도
공명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반플라톤주의(anti-Platonism)로서
형식(form)을 격하하고 질료(material)의 위상을 격상하여, 브리콜라주
(bricolage) 원칙에 입각한 질료 중심적 창작을 꾀했던 흐름이다. 둘째는 전
통의 변형과 혼종의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정전의 지속적 해체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유럽 모던 디자인의 가치적 측면(즉 기능위
주의 ‘정직성’ 추구,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즉 기능(function))의 일
치, 형식과 개념(concept)의 우위, 자칫 진부함(banality)으로 흐를 수 있는 기
의중심의 예측 가능적인 공정)은 오히려 현대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특징(장
식성 강조, 기의와 기능에 대한 기표의 우위, 질료의 중시, 기표중심의 비예
측적 공정)과 공명하는 바가 큰 러시아 문화의 혁신적 흐름에 대해 이질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유럽 포스트모던 문화와 차별되는 러시아 시각예
술의 아방가르드적 성격은, 기표와 기의의 비동기성을 강조하면서도 완전한
가치의 부재로 빠지지 않고, 예술적 형식과 디자인에 함축된 비판성을 전경
화하는 한편, 아름다움의 추구를 넘어서 ‘숭고(sublime)’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특징은 비세속성과 정신적 가치의 추구,
현실에 대한 안주와 물질주의적 타성에 대한 거부 등 러시아 문화의 상상계
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온 ‘긍정적’ 요소와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
미롭다.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을 개화했던 ‘개념주의(Konceptualizm)’ 회화 자체
에서도 말과 이미지 각각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어긋나 있는 듯 보이지만,
각각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을 입은 채 상호적인 의미작용 속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시각예술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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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러시아 개념주의에서는 그 최초 흔적인 ‘소츠-아트(Soc-art)’에서도 관찰
되는바, 서사와 이미지의 의미론적 불일치를 통해 반미메시스적 재현을 유
도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동시에 러시아 개념주의와 소츠-아트
는 이미지와 서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점의 분산을 일으키고, 이를 통
해 작품을 둘러싼 복수적 의식(주인공, 관객, 작가)의 동시적 현전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종교예술인 이콘화를 포함하여 러시아 아방가르
드 미학과의 연계성을 노정한다. 서사에 이미지의 속성이 부여되고, 이미지
가 서사의 사슬 속으로 도입되는 이런 복합적 미장 아빔(mise en abyme)의
표현양식은 러시아 시각예술에서 반복적으로 추구되어 온 운동이다.

2. 현대 러시아 제품 디자인 이론
가. 레오니드 엔투스(Leonid Yentus)
유태인 출신으로 모스크바 스트로가노프 예술학교 졸업 후 ‘브니테’ 및
‘세네쥬’ 스튜디오 등과 별도로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펼쳐온 옌투스는 게임
기계 제작 및 색채, 조명과 음악을 동조하는 작업을 거쳐, 1988년에는
‘Chair-poster’ 연작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중 ‘아방가르드 의자’는 리트펠
트(Gerrit T. Rietveld)의 작품에서 기본적인 발상을 얻어온 것이지만, 스페이
드 모양의 손잡이 등 독특한 러시아적 양식과 구성주의자 엘 리시츠키의 작
품, 황금색의 러시아 민속공예품 양식을 합쳐놓은 디자인이다. 이와 달리
‘녹색 의자’는 그것이 제작될 당시 막 소련 내에 일기 시작한 녹색운동에 헌
정하는 작품으로, 단조로운 철망과 녹색 태피스트리로 생태의 이미지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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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을 표현하였다. ‘노멘클라투라 의자’에서는 소비에트 건축의 과장성과
관료주의의 키치적 취향을 질료의 은유에 기대어 표현했고, 이를 통해 디자
이너 자신의 사회에 대한 좌절감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념비처럼 대칭적인,
대리석 무늬 페인트가 칠해진 전면과 스키폴대로 이루어진 뒷면이 대조를
이루며, 소비에트 엘리트의 지위의 상징인 인조 아스트라한 모피로 상단이
덮여 있다. 질료의 은유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디자인의
방식은 일군의 스웨덴 디자이너의 현대적 기법과 유비될 수 있다.

그림 27. 옌투스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의자’(1988), ‘녹색 의자’(1988), ‘마술 의자’(1989)58)

그림 28. 옌투스의 ‘노멘클라투라 의자’(1989)59)

58) 사진 출처: Boym(1992), pp. 124-125.
59) 사진 출처: Ibid.,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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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리트펠트(Gerrit T. Rietveld)의 ‘붉은 색과 청색’(1918), 마티슨(Bruno Mattison)
의 ‘에바’(1934), 볼린(Jonas Bohlin)의 ‘콘크리트’(1987)60)

나. 블라디미르 텔랴코프(Vladimir Telyakov)
텔랴코프는 본래 무선공학을 전공하고 스트로가노프 예술학교에서 디자인
수업 후 소련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적 디자인 그룹 ‘Design Theater’를 조직했다. 디자인과 다른 문화 영역
간의 협업과 총체성을 강조하는 그는 장식과 표현을 단순한 부가물이 아니라,
제품을 대하는 사용자의 정서적‧지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간주
했다. 텔랴코프의 ‘미래주의 디자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과학연구소에서 체험
했던 소련 군사장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군사기술이 소련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믿음직한 영역이라는 세간의 믿음이 제품의 표면 디자인을 군사적
장식(투박하고 튼튼한 외형, 카키색의 사용)으로 표현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제품 디자인을 인간의 오감의 연장으로 보면서 기능과 별도로 외형에 주안점을
두는 이런 태도는 서유럽 포스트모던 디자인과 상당부분 동조한다.

60) 사진 출처: http://www.bonluxat.com/a/rietveld_red_and_blue_chair.html;http://www.wernerlarsendesign.dk/new/index.php?article=18;http://www.architonic.com/dcsht/-concrete-chair-bukowskis/
41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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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텔랴코프의 단파라디오(1983~89), 카세트플레이어(1982)61)

그림 31. 소니 사의 ‘My First Sony’(1980년대), 멤피스 그룹의 ‘팝 아트 가구’(1981~87)62)

다. 타티야나 사모일로바(Tatiana Samoilova)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에 소속되었던 타티야나 사모일로바는 집단과 개
인의 적대, 산업화와 토지 집단화 등 개인의 실생활과 소비재에 무관심했던
소련 시기의 경험을 작은 물체들에 대한 디자인을 통해 비판적으로 표현해
왔다. 또한 이것은 트랙터, 중장비 디자인 등에 전념해야 했던 그녀와 같은

61) 사진 출처: Boym, op. cit., p. 119.
62) 사진 출처: http://www.sony.net/Fun/design/history/product/1980/myfirstsony.html;http://en.wikipedia.
org/wiki/File:Memphis-Milano_Design_Collection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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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자유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사모일로바는 저비용의 대
량생산이 가능한 대중적 취향의 제품을 통해 러시아 디자인에서 좀처럼 발
견하기 힘든 휴머니즘을 표현하고자 했다. 디자인의 국제성, 시각적 촉각적
만족을 강조하고 서구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사모일로바의 디자인에서는
일견 러시아적 특징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배면에는 서구의 미니멀리즘
을 연상시키는, 사고의 탈각을 유도하는 비판적 단순함이 숨겨져 있다.
그림 32. 사모일로바의 ‘손목시계’(1990), ‘매니큐어 셋’(1990)63)

그림 33. 클랭(Yves Klein>의 ‘Blue’와 뉴먼(Barnett Newman)의 ‘Vir-Herolcus-Sublimis’,
‘Voice of Fire’64)

63) 사진 출처: Boym, op. cit., p. 111.
64) 사진 출처: http://www.wikipaintings.org/en/yves-klein/great-blue-cannibalism-tribute-to-tennesseewilliams;http://jrcreativeink.wordpress.com/2011/01/02/barnett-newmans-vir-herolcus-sublimis/;
http://dovesforfeet.tumblr.com/post/3969435966/barnett-newman-voice-of-fire-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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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드미트리 아즈리칸(Dmitry Azrikan)
‘브니테’에서 초창기부터 일했고, 러시아에서 독립 스튜디오를 가진 최초
의 디자이너인 아즈리칸은 소련 시절 몸에 익었던 ‘사회주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서구 스타일의 상업디자인을 추구해왔다. [그림 34]의 첫 번째 사진
에는 이상주의와 유토피아적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소비에트 디자인에
서 탈피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발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드미트리 아즈리
칸은 키예프의 한 공장의 의뢰를 받아 케이블 라디오 수신기를 실험적인
형식으로 제작했다. 이것은 러시아의 아파트 벽마다 통제감시 장비처럼 붙박
이같이 설치되어 있었던 소련 시절의 유선 수신기를 패러디한 제품이다. 구
모양의 모듈 시스템과 착탈식 스피커는 총체성의 느낌과 함께 자유를 표현한
다. [그림 34]의 두 번째 사진은 모든 국내 항공노선을 사실상 독점했던 아에
로플로트의 발권데스크를 관료주의적 경직성에서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분
위기로 바꾸고자 구상한 디자인이다. 고객과의 종래의 정면 접촉 대신 직원
이 고객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접촉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고객이 입력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데스크가 투명한
강화유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 35]의 아즈리칸이 우크라이나 르보프의
한 공장의 의뢰를 받고 제작한 ‘스트룩투라 TV’는 별도의 외부 케이스 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아쿠아 TV’는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같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코니, 베란다, 정원 등 야외
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방수 재질에, 개방 상태에서는 스피커
로 사용되는 화면보호용 셔터가 달려 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국소적인
장식의 추가가 아니라, 총체적인 기능의 변경을 꾀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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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아즈리칸의 ‘케이블 라디오 수신기’(1989), 아이스크림 제조기(1980년대)65)

그림 35. 아즈리칸의 ‘스트룩투라 TV’(1988~89), ‘아쿠아 TV’(1988~89)66)

그림 36. 아즈리칸의 ‘아에로플로트 발권데스크’(1988~89), ‘오피스 시스템’(1990)67)

65) 사진 출처: Boym, op. cit., pp. 102-103.
66) 사진 출처: Boym, op. cit., pp. 101, 106.
67) 사진 출처: Boym, op. cit., pp. 10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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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대 러시아 제품 디자인과 ‘러시아 스타일’
디자인 교육 분야를 위시하여 현대 러시아 디자인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소연방 해체와 시장경제 도입 등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가 초래한 디자
인의 질적 성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초기의 높은 예술적 성과와
소비에트 중기의 기술미학의 유산 및 1980년대의 국제화에 복합적으로 기
대고 있다.68)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industrial design’의 러시아어 표현인
‘dizajn’ 대신에 ‘예술적 구성(khudožestvennoe konstruirovanie)’, ‘예술적 설
계(khudožestvennoe proektirovanie)’라는 표현이 쓰인 사실은 제품 디자인에
서 심미적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69)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민 생필품 분과의
담당자 보브이킨(Leonid Fedorovič Bobykin)의 지원과 당시 ‘브니테’의 소
장이었던 유리 솔로비요프(Jurij Borisovič Solov’ev)의 노력으로 탄생한 ‘소
연방 디자이너 연합(Učreždenie Sojuza dizajnerov SSSR)’은 그 조직의 구
성에서부터 비서구적 독자성을 표방했다. 즉 디자인계에서 통용되는 관례
대로 ‘산업디자인’, ‘그래픽’, ‘광고’, ‘인테리어’, ‘건축’ 등의 협소한 범주
를 적용하지 않고 예술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력을 지닌 설계자들을 포
함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70) 총 612명에 이르는 각 장관부서와 ‘브니
테’ 및 그 지부, 각 대형 공장과 건축설계소, 유수 대학교의 디자인 담당
대표자들이 참가한 1987년 4월 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연방 디자이너
68) Kazarin(2003), http://www.designdb.com/Share/fileDownload_1.asp?dCate...dID=PKID
69) Vasin et al.(2004), p. 19.
70) Runge, op. cit.,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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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발기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목표에는 산업제품의 품질 제고 외에도
첫째, 디자인 분야에 관례화되어 있는 익명성을 끝내고 예술적 설계 담당
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며, 둘째, 국가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법인기관으로서의 디자인 스튜디오, 공장 및 기타 창
작 생산 단체를 설립하며, 셋째, 디자이너에게 국내 실무자들과의 접촉 및
해외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공동작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71)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 디자인의 실
상을 조명한 Nazarov(2002)에 의하면, 소연방 붕괴 후 현대 러시아 디자인
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끼친 것은 바로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의 창설과
이 단체의 활동이었다.72) ‘소연방 디자이너 연합’의 창설을 기점으로 디자
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설계영역의 외연이 넓어졌다.73) 이런 와중에
소련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1987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디자인’ 전시회였으며, 특히 미국의 산업디자인에 비해 러시아에 결
여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업의 다양성과 전문화임을 각성시켰다. 또한 기술
력, 질료, 보완재, 생산기술의 낙후 및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의 부재로 인해
미국의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불
러일으켰다.74)
1990년대 이후 러시아내 사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1998년의 IMF 위기를

71)
72)
73)
74)

Ibid., p. 368.
Nazarov(2002).
Kočegarov(2006), p. 93.
Ib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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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으로 디자이너들이 설계와 생산을 주도하는 독창적인 하이테크놀로
지 제품의 생산이 활성화되었으며,75) 디자인 전공 졸업생들이 경제적 안정
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처럼
특정 분야의 디자인이 급속히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2004년
당시 ‘러시아 디자이너 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디자인 부문 종사
자의 수는 1,500명~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려 90%가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었다.76) 이는 향후 러시아에서 산업디자인의 성장이 뛰어난 디
자이너의 유치를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의 지속과 세계 경제체제로의 합류
에 대한 노력 등 외부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러
시아가 국제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고립되지 않고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제고는
필수적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77)

그림 37. 2012 모스크바 국제 자동차 쇼78)

75)
76)
77)
78)

Vasin, op. cit., p. 37.
Ibid., p. 38.
Ibid., pp. 38-39.
사진 출처: http://www.1gai.ru/504106-obzor-avtosalona-v-moskve-2012-go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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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소비에트 국무회의(Sovnarkom)의 주도로 새로운 정치이념에 부
합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된 예술창작과 산업의 결합은 소련
시절 디자인의 이론적 공학적 측면의 제고 과정을 거쳐, 오늘날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의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79) 오늘날 러시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디자인 진흥방안에서 눈여겨 볼 점은, 새로운 시장경제의 불가
분적 요인으로서 디자인의 잠재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것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물품(특히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보조장구 등)을
외국산 수입제품에 뒤지지 않는 기술력으로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디자
인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
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80)

Ⅵ. 결어
오늘날 러시아에서 디자인 교육이 과거처럼 국가기관의 지원으로만 제
한되거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연
방 전역에서 신설되고 있는 사설 교육기관들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웹디자인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 유수 산업체로의
수준 높은 디자인 인력의 흡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융성과 디
자인 공모전의 지속적 개최, 국가 문화예술상에 디자인의 포함 및 디자인
79) Vološko(2008), p. 148.
80) Ibid.,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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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대통령상 신설 등의 여러 정황은 향후 러시아 디자인의 수준
을 견인하게 될 근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1)
앞서 살펴본 대로 러시아 디자인을 결정해온 기본 요인은 첫째, 회화, 공
예, 장식미술, 건축 등 순수예술의 강한 전통과, 둘째, 지역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의 혼합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보혁명과 글로벌화,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러시아 디자인 역시 최신의 과학기술적 성과 없이는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동
시에 제품의 형식적 독창성(조형성, 색감, 질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82)
최근 세계적인 디자인 동향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인식과 하이테크놀
로지의 결합으로 요약된다면,83) 향후 정책적‧물적 지원만 보장될 경우 러시
아 디자인은 국제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앞서 러시아 디자인의 특성과 그 발전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러시아의 디자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간
추리면, 그 첫째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의 부족으로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위시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과거 소연방
시절의 ‘브니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함으로써 양질의 디
자인을 갖춘 제품생산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제시장에서 주
요 경쟁요소로서의 디자인의 중요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제 디자
인 흐름와 연계된 디자인 정보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84)
81) Kazarin, op. cit.
82) Kočegarov, op. cit., p. 93. 러시아 생산자 센터 인터넷 전시관에서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출
시되는 제품의 디자인의 동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roductcenter.ru/producers를 참고.
83) Vasin, op. cit.,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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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련 말기인 1987년 ‘국가발명위원회(Goskomitet po izobretenijam i
otkrytijam pri GKNT SSSR)’가 발족한 이래, 1992년 러시아 연방의 ‘지적
소유권, 특허 및 상품기호에 대한 관할국(Rospatent)’을 거쳐 오늘날 경제개
발부 산하에 설치된 ‘연방 지적 소유권 관할국(Federal’naja služba po
intellektual’noj sobstvennosti)’이 제품 디자인의 법적 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디자인의 수준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
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늘날 러시아의 새로운 디자인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러시아 디자
이너 연합’85)과 ‘국제 디자이너 연합 협회(Meždunarodnaja associacija ‘Sojuz
Dizajnerov’)’86)같은 전문 디자이너 협회의 활동과, 이 두 단체를 비롯한
http://www.rudesign.ru/, http://design-russia.com/ 등의 전문 디자인 포털 사이
트와 정기간행물은 향후 러시아 내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망을 가일층 확
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2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제품 디
자인에 대한 러시아 국내 민관의 인식 변화와 디자인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
모하게 될 중요한 계기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동차, 가전,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시간 평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남
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87)

84)
85)
86)
87)

Kazarin, op. cit.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design-union.ru, http://www.sdrussia.ru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designet.ru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과 평가를 게재하는 사이트로는 http://znak-kachestva.ru 외
에 여러 포털 사이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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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몽골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