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14-13

논문집Ⅱ

러시아·유라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14-13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머리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선진경제
권의 경제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신흥경제권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지역으로의 경제협력 다변
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흥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을 포괄하는
신흥지역은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상이한 정
치‧경제의 발전 경험과 고유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입니다.
최근 우리기업의 신흥지역 진출이 확대‧강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
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종류도 지역 및 국가 정보, 세부산업 및
시장동향, 투자진출 환경, 프로젝트 발주 등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부터 현지
정치 및 사회 제도, 문화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신흥지역
은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증하는 다양한 연구 수요
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신흥지역
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아시
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인
도,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신흥지역
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
경제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흥지역 관련 심층 연구보고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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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집 발간,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초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발간은 국내 신흥지역연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약
30편의 논문을 엄선해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편의 연구가 수행되었
습니다.
공모된 논문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통해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들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
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논문집 발간이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논문집이 학계,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신흥지역에 관
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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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중장기 경제발전정책 연구:
Business Road Map 2020’과
‘Kazakhstan 2050 Strategy’를 중심으로
강 명 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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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연방 해체로 1992년 중앙아시아 신생국으로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국
가 운영미숙으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99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1)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7년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국민의 생활수준과 복지 향상을 위

1) IMF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1993년 -9.2%, 1994년 -12.6%, 1995년
-8.2%의 성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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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Kazakhstan 2030 Strategy)’을 발
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 ․ 사
회발전정책 추진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2000~07년 10.2%라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2)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로 주요 수출상품인 원자재가격의 폭락과 수
출 감소, 기업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심화로 경제는 급
격히 활동성을 잃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의 부실화에 따른 인
적 구조조정으로 카자흐스탄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의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추진하면서, 2010년 ‘비즈니스 로드맵 2020(Business Road Map
2020)’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회복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에는 기존의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대체한 새로운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
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을 발표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추
진을 시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외적으로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전략에 대해 연구한 기관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연구한 ‘비즈니스 로
2)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우리말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세 종류의 대출로 나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
(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A) 모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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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 2020’(2011)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와 수출입은행, KOTRA 등 정도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가발전
전략의 최상위 정책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2030년까지 카자흐스탄의
발전목표 및 우선순위 포함)의 하위 실행전략인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
드맵 2020’의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된 바 없다.
본고는 먼저 2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현황과 경제발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하부
계획이며, 중소기업 성장 프로그램인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계획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3년까지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전망한다. 4장에는
2012년에 발표한 최장기 경제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이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양국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 카자흐스탄 경제 및 주요 경제발전정책

1. 금융위기와 카자흐스탄 경제
가. 금융위기 이전의 카자흐스탄 경제(~2007년)
카자흐스탄은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경제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CIS 국가 중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가장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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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
토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
을 기반으로 석유․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부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2000~07년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2006년에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호황과 맞물린 건설, 통신, 도․소매업 등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살
아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는 10.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세계 경제 호황기에 따른 유가상승과 원자재
수요증가에 따른 수출확대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무
역수지는 150억 달러로 2001~07년 연평균 37.8% 증가하였다. 반면 경상수
지는 경제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장비 수입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실송금에 따른 소득수지 악화로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2001년
6.4%까지 안정되었던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급증, 공
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와 임금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소비자물가는 곡물생산 감소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3)으
로 음식료가격의 상승,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로 수입 원자
재가격 상승,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으로 18.8%까지 상승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외국인직접
3)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요
인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증가, 경작지 감소, 유가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
료 활성화, 식량의 자원화, 투기자본의 유입 등을 꼽을 수 있다. 곡물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
의 물가상승으로 확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이 낮
은 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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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입 증가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규 고용이 증가하여 실
업률은 감소하였으며, 1인당 GDP는 2001년 1,492달러에서 2007년 6,736달
러로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2007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GDP 규모 면이나 성장
률 측면에서 선도적인 성장을 하였다.

표 1. 금융위기 이전의 주요 경제지표(~2007년)

2000

GDP 상승률
GDP
1인당 GDP

2001

2002

(단위: %, 십억 달러,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9.8

13.5

9.8

9.3

9.6

9.7

10.7

8.9

18.3

22.2

24.6

30.8

43.2

57.1

81.0

104.9

1,230.5 1,491.7 1,657.2 2,062.3 2,862.5 3,753.4 5,261.8 6,736.0

국민저축률/GDP

21.5

24.3

29.7

28.0

27.0

28.3

30.9

28.2

소비자물가지수

9.8

6.4

6.6

6.8

6.7

7.5

8.4

18.8

12.8

10.4

9.3

8.8

8.4

8.1

7.8

7.3

정부부채/GDP

n/a

n/a

17.6

15.0

11.4

8.1

6.7

5.9

재정수지/GDP

-0.1

-0.4

-0.3

-1.0

-0.3

0.6

0.8

-1.7

3.8

2.2

3.1

4.5

7.3

10.5

14.6

15.0

수출

8.8

8.6

9.7

12.9

20.1

27.8

38.3

47.8

수입

5.0

6.4

6.6

8.4

12.8

17.4

23.7

32.8

경상수지

0.5

-1.2

-1.0

-0.3

0.3

-1.0

-2.0

-8.4

경상수지/GDP

3.0

-5.4

-4.2

-0.9

0.8

-1.8

-2.5

-8.0

실업률

무역수지

자료: IMF,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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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료: Bloomberg; The Central Bank of Kazakhstan.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
2007년까지 높은 성장을 하던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성장률
이 3.3%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2009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지속,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2008년보다 둔화된 1.2%의 성장에
그쳤다.4) 2009년 이후에는 2009년 1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원
자재 수요 확대에 따른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고유가 지속,5)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민간 및 공무원 부문에 대한 실질임금
4) IMF에 의하면, 2009년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우즈베키스탄 8.1%, 투르크메니스
탄 6.7%, 타지키스탄 3.9%, 키르기스스탄 2.9% 순이다.
5) 2009년 1분기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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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경제는 2011년 7.5%까지 성장하였다. 2013년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및 광물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로드맵 2020’과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추진으로 내수증가, 정부 및 민간 투자확대로 2012년보다 회
복되었다.
2009년 카자흐스탄의 경상수지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원자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0년부터는 세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원
유 및 광물자원의 수출증가로 2011년에는 2000년 이후 최대인 150억 달러
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내수회복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와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하였
다. 2013년 카자흐스탄의 경상수지는 미국 Fed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에 따
른 세계 경기둔화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수출감
소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어 들어 흑자폭이 감소하였다.
2008년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물가는 2007년에 시작된 애그플레이션의 영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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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식료품가격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재정확대 및 공
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평균 18.8%로 급
등하였다. 2009년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축소, 은행들의 부실
자산(NPL) 증가에 따른 여신 축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3%로 하락하였다. 2010~11년 소
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회복에 따른 소비재와 공산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7~8%대를 유지하였다. 2012년에는 이상기후현상으로
농업생산량 감소, 특히 밀 생산량의 40% 감소로 음식료품가격이 상승하였
지만, 정부의 소비자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5%로 하락하였다. 2013년에는

표 2.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2007~13년)

2008년

GDP 상승률

2009년

(단위: %, 십억 달러,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3

1.2

7.3

7.5

5.0

6.0

133.4

115.3

148.0

188.0

203.5

220.3

8,457.3

7,118.6

9,008.7

1,1278.0

1,2034.0

1,2843.2

국민저축률/GDP

31.7

27.0

27.4

28.6

25.9

25.6

소비자물가

17.1

7.3

7.1

8.3

5.1

5.8

6.6

6.6

5.8

5.4

5.3

5.2

재정수지/GDP

-2.1

-2.9

-2.4

-2.1

-2.9

-2.1

무역수지

33.3

14.8

29.1

47.4

40.1

33.6

수출

71.2

43.2

60.3

84.3

86.4

82.5

수입

37.9

28.4

31.1

36.9

46.4

48.9

정부부채/GDP

6.8

10.2

10.7

10.4

12.4

13.5

경상수지

6.3

-4.1

1.4

10.2

0.6

0.1

경상수지/GDP

4.7

-3.6

0.9

5.4

0.3

0.1

GDP
1인당 GDP

실업률

자료: IMF,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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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2012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6)
카자흐스탄의 실업률은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산
업발전정책 추진과 외국인직접투자 지속에 따른 고용증가로 2000년 12.8%
에서 2013년 5.2%로 감소하였다.
그림 2. 유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료: Bloomberg; The Central Bank of Kazakhstan.

2.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카자흐스탄 2030 전략(Kazakhstan 2030 Strategy)

1)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주요 내용
1991년 12월 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6) 수출입은행 해외경제경제연구소(2014. 2),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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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은 1997년 경제현대화, 경제구조다변
화, 사회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
략: 2030 계획’(이하 ‘카자흐스탄 2030 전략’)7)을 수립하였다.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핵심 목표는 ‘자주독립국가로서 다민족 ․ 다종
교 간의 화합 및 평화를 유지하며, 풍부한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세
계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국민복지 보장’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안보, 시장개방으로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경제발전, 에너지개발과 석유화학산업 발전,
보건 ․ 교육 ․ 국민 복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발, 그리고 국내정세 안정
및 민족통합, 선진정부 조직 등 일곱 가지 주요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그
림 3 참고).
그림 3.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목표 및 발전전략

자료: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2. 10), ｢카자흐 장기발전전략 2030 주요 내용｣을 저
자가 재작성.

또한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8개 실행계획을

7) 정식 명칭은 “카자흐스탄 2030: 카자흐스탄 국민 전체의 번영, 안전 및 지속적인 복지 성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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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첫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하자원 관리체계 정
비, 신규 유전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 경제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도약,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
련 법령 재정비, 교통 ․ 물류 인프라 정비, 과학기술 개발, 수출지향형 산업
에 대한 지원을 강화 등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예산
․ 조세정책을 통한 정부의 예산 확보, 국부펀드인 삼룩카즈나 설립으로 산
업다변화 및 비에너지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산업 다변화
및 현대화 등이다.
셋째,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국민건
강 증진, 환경분야 법령 정비 등 국제표준에 맞는 환경보호 및 환경안보 보
장 등의 통해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정책을 추진
한다.
넷째, 중고등교육시스템의 향후 발전을 위한 ‘교육법’ 채택 및 취학 전
아동교육 확대, 산학협력 증진, 카자흐어 육성 등으로 교육현대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 ․ 예술인 활동
을 위한 여건 조성, 국민체육교육체계 개발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문화발전을 지속한다.
다섯째,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
체 활동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정치현대화를 이룩할 것이며, 130여 개 민
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인구구조상 각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등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족 간 ․ 종교 간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화합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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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군사장비 국내생산 및 기술개발을 통해 국방 강화, 마약 및 무기
불법거래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확대를 통해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안보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국가,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단일경
제구역, 상하이협력기구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 상호 협력 및 신
뢰 구축 정상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이슬람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대로 균형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덟째, 법적 지원정책 구축 및 분야별 법령을 재정비하여 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는 등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한다.8)
그리고 정부는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① ‘산업혁신 발전전략 2015’(2002년도 승인), ② ‘산업혁신발전 국책사업
2010~14’(2010년도 승인), ③ ‘비즈니스 로드맵 2020’(2010년도 승인) 등 주
요 국책사업 이행계획 및 산업분야별 로드맵 등을 마련, 이를 중심으로 경
제발전 및 다양한 투자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2)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결과
카자흐스탄은 1997년 국가발전전략의 ‘카자흐스탄 2030 전략’ 수립 이후
2013년까지 17년간 경제규모는 1997년 1조 6,721억 텡게에서 2013년 34조

8)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2. 10), ｢카자흐 장기발전전략 2030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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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텡게로 20.4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1997~2013년간 경제규모는 동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부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
균성장률(CAGR) 20.7%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도
1997년 21억 달러에서 2012년 224.7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액도 CIS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약 8,500달러에
달하였다.9)
이 전략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석유 ․ 가스 화학단지를 조성하고, 현대식
의 효율적인 원유 ․ 가스 및 광물채굴 분야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가경
제의 성장동력과 미래경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또한 낙후되고 부족한 사회간접부분에 대한 투자확대로 도로, 철도, 물
류센터, 터미널, 공항, 역, 항구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여 지역 및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의 편입을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 ․ 교육 ․ 국민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연금수당 인상으
로 연금생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국민의 의료 향
상을 위해서는 의료클러스트, 어린이재활센터, 모자아동센터 설립 등을 통
해 의료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켰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발라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회가 확대
되었으며, 취학준비 의무교육의 도입은 94.7%까지 이루어졌다.10)
이러한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11)과 높은 정치 ․ 경제적 리스크로 인해 이 전략이

9) 카자흐스탄 통계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작성하였다.
10)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2014. 10), ｢카자흐 장기발전전략 2030 주요 내용｣.
11) 2014년 4월에 발표한 IMF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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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국부펀드
삼룩카즈나(Samruk-Kazyna)를 통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공개(IPO)12)
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성공적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2003~15년 혁신적 산업발전전략(Strategy of Innovative
Industrial Development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누르 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3년 5월 17일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2003~15년 혁신적 산업발전전략’을 대통
령령으로 공포하였다. ‘2003~15년 혁신적 산업발전전략’은 석유 ․ 화학산업,
시멘트 ․ 목재 등 건축자재산업, 식품가공산업, 물류산업, 제련산업, 섬유산
업, 관광산업 등 7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15년 혁신적 산업발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첫째, 제조업 성장률 연평균 8~8.4% 유지 및 제조 관련 기업의 생
산성 증대, 둘째, 2015년까지 노동생산성을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대, 셋
째, GDP 1달러당 에너지 소모율 50% 절감, 넷째, 기업친화적인 사업환경
조성, 다섯째, 민간부문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기업 간 경쟁촉
진, 여섯째, 글로벌 혁신을 통해 지역 및 세계경제로의 편입 확대, 일곱째,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개선, 여덟째, 수
출지향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등의 목표를 설정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0.7%, 2012년 -1.5%, 2013년 -2.5%로 증가하였다.
12) 강명구(2014. 4), ｢최근 카자흐스탄의 로드맵- 2020 추진 방안 발표와 시사점｣, EM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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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개발펀드 삼룩카즈나(Samruk-Kazyna)의 구성 및 주요 기능

기금/법인명
(설립연도)

Development Bank
(2001)
Investment Fund
(2003)

주요 기능

장기채무(long term debt) 제공

7억 8,000만 달러, 27건
(3억 4,900만 달러)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equity financing)

9억 3,540만 달러, 18건
(8,030만 달러)

SME Support Fund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개발
∙ 중소기업에 대출 및 보증 제공

State Insurance
Corporation

국내 수출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수출보험 제공

Investment Promotion
Agency(KazInvest)

지원프로젝트 규모, 건수
(기금참여규모)

정보 및 투자가이드 제공

CMAR(Center for Marketing
시장 및 정책분석
and Analytical Research)
National Innovation
Fund(2003)

벤처기금, R&D 지원, 혁신인프라 1억 3,040만 달러, 51건
(1억 90만 달러)
부문 지원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8. 8), ｢카자흐스탄 인지도 상위 50대 기업을 통해 본 산
업구조와 정부의 주요 산업육성정책｣, p. 9.

였다.13)
또한 ‘2003~15년 혁신적 산업발전전략’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30개
리더 프로그램(30 Corporate Leaders of Kazakhstan program)’을 통해 각 산
업분야를 대표할 기업육성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프로젝트(breakthrough

13) www.akorda.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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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를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을 가속화할 계
획이다.14)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증진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부부처, 국부펀드 삼룩카즈나(Samruk-Kazyna),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Ⅲ.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비즈니스 로드맵 2020’
(Business Road Map 2020)

1.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방향 및 내용
가.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방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은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들의 높
은 부실,15) 정부기관, 국영기업 및 공기업의 고용감축으로 실업이 증가하였
으며, 경제는 2009년 1.2%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침체된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카자흐
스탄 2030 전략’의 후속인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2010년 4월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승인(승인번호 № 301)을 받았
다.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14)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8. 8), ｢카자흐스탄 인지도 상위 50대 기업을 통해 본 산업
구조와 정부의 주요 산업육성정책｣, p. 9.
15) BTA은행, 알리안스은행, 테미르은행 등은 지급유예를 선언하였으며, 은행 전체의 NPLs은
38%까지 상승. 특히 BTA은행은 87%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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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된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 상실에 대비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발
전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기업부문 개선 및
수출 중심의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은 2단계로 추진된
다. 1단계는 2010~14년으로 그 기간 중 2010년은 실험기간으로 산업구조조
정과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혁신프로그램의 내용인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
셔티브에 대한 지원, 기업부문 개선 및 수출 중심 산업의 중점 육성 등이
세 가지 영역 모두를 추진한다. 2011~14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
브 지원과 수출 중심 기업 및 산업의 지원 두 가지를 추진한다. 2단계는
2015~20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지원과 수출 중심 기업 및 산
업의 지원 두 가지를 추진한다.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재원은 300억 텡게로 정
부예산에서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지원에
120억 텡게, 기업부문 개선(부실기업 지원) 부문에 160억 텡게, 수출 중심
기업 및 산업의 지원 부문에 20억 텡게를 지출할 것이다. 2011년 이후 ‘비
즈니스 로드맵 2020’의 추진 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서 지출할
것이다.16)

16)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Утвер
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p. 2를 저자가 번역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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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내용

1) 산업구조조정과 기업 육성의 산업 혁신프로그램
가)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17)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비석유부문에 대한 우선 지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①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 보조금 지급, ②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은행 대출에 대한 부
분 보증, ③ 생산(산업)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 ④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
스 지원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형태는 네
가지이다. 첫째, 은행 대출에 대한 금리 보조이다. 이는 새로운 투자프로젝
트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등에도 30억 텡게 정도의 대출
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3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대
출신청자는 총프로젝트비용의 15% 이상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대출금리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보조금리는
2010년의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1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출자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중 5%를 지원
한다. 이때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에게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수수
료도 요청할 수 없다. 단 대출자의 신용조건이 변화되었을 경우, 대출자의
의무 위반 시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금리의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며, 금리
17)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Утвер
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pp. 8-9를 저자가 번역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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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카자흐스탄의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의 한계를 초과
할 수 없다. 2011년 이후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결
정된다.
둘째,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이다. 이는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등의 신규대출부터 보증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신규 사업에 대해 1건당 최대 30억 텡게,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이다. 정부 보조금은 총대출액의 50% 이하이다. 정부의 대출 보증은 기업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대출금의 20% 이하를 고정자산 구입이
나 기계 등 고정자산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정부의 대출 보증을 받
기 위해서 대출신청자는 총프로젝트비용의 15% 이상 자신의 자금을 투자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수수료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대출자의 신용조건이 변화되었
을 경우, 대출자의 의무 위반 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향후 은행
의 대출금리는 연 1회 변경이 가능하며, 금리 변경 시 카자흐스탄의 중앙은
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대출 보증을 할 경우 보증 비율은 총대출액의 20% 수준이다.
셋째, 생산(산업)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생산(산업) 인프라는 생
산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이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시설, 공장 등을 말하
며, 정부는 도로, 배수, 난방, 상수도, 철도 레일, 전화망, 변전소, 송배전망
등의 생산 및 재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인프라 건설 및 재건 비용은 프로젝
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는 프로젝트 수행 및 지방 창
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워크플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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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회계 및 법률 서비스, 컨설팅, 마케팅, 워크플로워(work flow), 시장진
입에 대한 마케팅 및 정보기술 서비스 등이 있다.
나) 기업부문 개선(부실기업 지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 및 지역 기업들은 국내
소비 및 수출이 감소하여 은행 대출 상환도 어려워졌으며, 비용절감을 위
한 인력감축으로 실업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카자흐
스탄 정부는 기업의 개선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고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
였다.
기업의 개선은 비석유부문 기업의 개선(성장)을 목표로 ① 기업의 기존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과 프로젝트 승인 후 새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② 기업 운영자가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위
약금 없이 채무 상환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기업부문의 개선에서 정부의 지원은 ‘은행 대출에 따른 금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리보조금은 한 대출자에게 최대한 30억 텡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년 이하이다. 대출자는 총프로젝트비용의 15% 이상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보조금 지원은 2010년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1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며, 은행금리가 12%일
경우에 대출자는 7%, 정부가 이자의 5%를 지원하였다. 이 경우 은행은 대
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수수료도 대출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대출자의 신용조건이 변화되었거나, 대출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수
수료 비용 및 기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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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 중심 기업 및 산업 지원

2008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수출은 국제 원자재 수요감소와 가격하락, 제
조업 상품의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감소하여 이로 인한 경상수지와 재정수
지 악화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
령과 정부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시장에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생산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신규 사업 한 건당 최대 30억 텡게이
며, 대출기간은 1~3년이나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자는
총프로젝트 비용 중 최소한 15%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만 지원한다.
2010년 경우, 대출보조금 지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12% 이하일 경우에 지원
하며, 대출자는 4%의 이자를 납부하며, 정부가 대출이자의 8%를 지원한다.
향후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1회 변경이 가능하며, 금리 변경 시 카자흐스탄
의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011년 이후에는 은행 이자율의 70%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9)

1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Утвер
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pp. 13-17를 저자가 번역 요약하였다.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Утвер
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pp. 17-19를 저자가 번역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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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성과 및 전망
가.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성과

1) 고정자산 투자 증가
카자흐스탄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유가상승과 더불어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힘입어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24.1% 증가하였다. 그
러나 2009년에는 2008년 후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
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카자흐스탄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여
20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1.5%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이처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급감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이 증가하여 기
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자율 보조금과 보증으로 2011년부터 설비 및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 발표 이후 2013년까
지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는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8%를 기록하였다. 2013년 카자흐스탄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6조 529억 텡게로 2012년 5조 4,732억 텡게에 비해 10.6% 증가하
였다.20)

20) http://www.stat.gov.kz/faces/wcnav_externalId/homeNumbersInvestment?_afrLoop=78600903
4275982#% 40%3F_afrLoop%3D786009034275982%26_adf.ctrl-state%3Ddi6g8voxa_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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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정자산투자액 추이

(단위: 십억 텡게,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투자액

3,392.1

4,210.9

4,585.3

4,653.5

5,010.2

5,473.2

6,052.9

증감률

20.1

24.1

8.9

1.5

7.7

9.2

10.6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중소기업의 생산량 증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설확대나 현대화를 위
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
했다. 이에 정부는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을 통해 기업부문 개선(부실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금리보조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산
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중소기업 생산량 추이

주: 개인기업에 소상공인 포함.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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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생산량은 9조 197억 텡게로 2012년에 비해 12.6% 증가
하였으며, 2010~13년 중소기업의 연평균 생산량은 35.4%나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중소기업 법인들의 생산량은 7조 3,274억 텡게로 2009년보다 3.9배
증가하였으며, 2010~13년 연평균 생산량도 40.5%로 급증하였다.21)
기업 형태별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중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로 중기업의 생산량 비중은 2009년 17.9%에서 2013년 63.5%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반면 소기업의 생산량 비중은 2009년 52.1%에서 2013년 17.7%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족농의 생산량 비중은 2009년 14.8%에서 2013년
8.2%로, 개인기업의 생산량 비중은 2009년 15.1%에서 2013년 10.5%로 감
소하였다.

그림 5. 중소기업 형태별 생산량 비중
소기업(법인)
100%
14.8%
80%

15.1%

60%

17.9%

중기업(법인)

개인기업

가족농

4.9%
6.6%

7.0%
7.2%

6.6%
9.3%

10.5%

66.1%

64.6%

64.8%

63.5%

22.3%

21.1%

19.4%

17.7%

2010

2011

2012

2013

8.2%

40%
20%

52.1%

0%
2009

주: 개인기업에 소상공인 포함.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1) http://www.stat.gov.kz/faces/wcnav_externalId/homeNumbersIndustry?_afrLoop=7861393960
99293#%40%3F_afrLoop%3D786139396099293%26_adf.ctrl-state%3Ddi6g8voxa_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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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수 증가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률 및 내수
감소로 2009년에는 2008년보다 4만 4,461개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추진 이후 2010~13년 중소기업 수는 연평균 7.1%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6만 1,747개 기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소기
업의 증가는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계획에 의해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
셔티브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5. 중소기업 수 증감 추이

(단위: 개)

소기업
(법인)

중기업
(법인)

개인기업
(소상공인)

가족농

계

신규
기업

2005

50,612

2,541

297,234

156,978

507,365

-

2006

47,756

2,678

358,563

163,721

572,718

65,353

2007

55,865

2,476

415,709

169,326

643,376

70,658

2008

58,480

4,019

475,841

169,481

707,821

64,445

2009

60,601

4,160

428,420

170,179

663,360

-44,461

2010

66,492

8,712

416,085

182,986

674,275

10,915

2011

64,457

9,028

589,640

164,856

827,981

153,706

2012

62,888

8,388

573,618

164,856

809,750

-18,231

2013

61,076

8,312

637,686

164,423

871,497

61,747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중소기업 형태별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중소 제조기업(법인) 수는 글로
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4만 4,461개, 2012년에
는 1만 8,231개의 중소기업22)이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법인)보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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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들고 누구나 쉽게 기업을 설립, 또는 장사할 수 있는 개인기업
(소상공인)은 2010~13년 연평균 10.5% 증가하였다.23)

4)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은 2010년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
로그램 추진 이후 2010~13년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정부의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는 2013년에 나타나
고 있다. 2013년 개인기업(소상공인)의 신규 고용은 21.4만 명으로 2012년

표 6. 중소기업의 형태별 고용인력 추이

(단위: 천 명)

소기업
(법인)

중기업
(법인)

개인기업
(소상공인)

가족농

계

신규 고용

2005

533.8

265.5

571.6

504.7

1,875.6

-

2006

557.9

267.1

622.7

504.3

1,952.0

76.4

2007

585.9

259.1

733.5

542.7

2,121.2

169.2

2008

464.6

397.6

828.9

461.8

2,152.9

31.7

2009

551.5

405.1

874.4

465.8

2,296.8

143.9

2010

746.2

748.2

710.6

425.5

2,630.5

333.7

2011

539.3

689.4

771.9

426.5

2,427.1

-203.4

2012

500.6

675.5

831.4

375.8

2,383.3

-43.8

2013

553.7

692.2

1,045.4

344.3

2,635.6

252.3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2) 중소기업에는 법인형태의 중기업, 소기업, 개인기업(소상공인), 가족농 모두를 포하였다.
23) http://www.stat.gov.kz/faces/wcnav_externalId/homeNumbersSMEnterprises?_afrLoop= 7862
22495387253#%40%3F_afrLoop%3D786222495387253%26_adf.ctrl-state%3Ddi6g8voxa_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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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25.7% 증가하였으며, 2010~13년 연평균 4.6%로 전체 연평균 고용
자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4) 중소기업(법인)의 고용은 ‘비즈니스 로드
맵 2020’의 추진 영향으로 2010년에는 2009년보다 56.2% 증가하였다. 그러
나 2011~12년에는 중소기업(법인)의 감소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5) 비석유부문의 수출이 총수출 및 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카자흐스탄 경제의 기반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래의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2015년
에는 비석유부문 수출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이상, 2020
년에는 중소기업의 비중 GDP의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비석유부문의 수출이 2011년 4조
8,014억 텡게, 21%에서 2013년 5조 8,825억 텡게, 24.2%로 증가였다. 또한
비석유부문의 수출이 총제조업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0.2%에서
2013년 34.1%로 감소하였으나,25)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2020년
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GDP의 4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24) http://www.stat.gov.kz/faces/wcnav_externalId/homeNumbersIndustry?_afrLoop=785823184
380321#%40 %3F_afrLoop%3D785823184380321%26_adf.ctrl-state%3Ddi6g8voxa_112.
25) http://www.stat.gov.kz/faces/wcnav_externalId/homeNumbersForeignTrade?_afrLoop=78644
5739791036#%40%3F_afrLoop%3D786445739791036%26_adf.ctrl-state%3Ddi6g8voxa_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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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석유부문의 수출 비중

그림 7. 비석유부문 수출/총제조업 생산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나.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의 전망26)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4년
4월 초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열 가지 추진방안과
각각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비즈니스 로드
맵 2020’의 열 가지 추진방안은 ① 거시경제의 안정화, ②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③ 중소기업 발전 및 소상공인 활성화, ④ 금융시스템 발전과 은
행부문 개선, ⑤ 농업부문 개혁 및 발전, ⑥ 물류 및 운송 부문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와 물류 및 운송량 증대, ⑦ 제2의 국영 및 공기업의 기업공개
(IPO)를 통한 민영화 추진, ⑧ 외국인투자 유치 지속 확대, ⑨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관세정책 추진, ⑩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그림자 경제 축
소 등이다.

26) 강명구(2014. 4), ｢최근 카자흐스탄의 로드맵-2020 추진 방안 발표와 시사점｣, EMERICs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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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열 가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텡게화 평가절하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며, 석탄, 가스, 중
유, 디젤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2014년 6월 1일까지 7개년 경제개발계획인
‘2015~19년 카자흐스탄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계
획기간 동안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
에서 총 5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에는 8억 2,390만 달러
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발전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에
는 2013년보다 2배 많은 7만 8,0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013년
에 비해 30% 증가한 350억 텡게(1억 9,23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러한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산확대를 위한 설비를 새로이
구입한다든가, 현대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은행부문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의 은행들은 기업과 가계 부문의 대출자산
상환연체로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은행의 최소 요구
(설립) 자본금을 100억 텡게(5,520만 달러)에서 10배 증가한 1,000억 텡게
(5.5억 달러)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38개의 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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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은행은 15~20개이며,
2020년까지 소형은행은 합병 또는 소액금융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앙은행 산하에 13억 달러(2,500억 텡
게) 규모의 부실자산정리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자산 비율을 현재
33%에서 2016년까지 10%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 은
행 산하에 부실은행(bad bank) 설립을 허용하여 자체적인 부실자산정리를
유도하고 있다.27)
다섯째, 국영 및 공기업의 기업공개(IPO)와 주식매각을 통해 제2의 민영
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인 삼룩카즈나가 보유
한 국영기업 및 공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 자회사의 IPO와 주식매각을 추
진할 예정이다. 민영화 추진대상은 32개 국영기업, 585개 공영자산, 삼룩카
즈나의 자회사 191개 등이다.

표 7. 삼룩카즈나(Samruk Kazyna)의 주요 민영화 목록

민영화 민영화
방법 기업 수

2014

IPO

2

민영화 내용

KEGOC 주식 10%-1
망기스타우 지역전기회사 주식 75%+1

(단위: 십억 달러)

자산가치

1억 5,210만 달러

27) 카자흐스탄 정부의 은행업 정상화를 위해 카즈카메르츠은행(KKB: Kazkommertsbank)가
BTA은행(Bank TuranAlem)의 지분인수를 승인하였다. 카즈카메르츠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해 2014년 3월 말 자산 147억 달러(2조 6,751억 텡게)에서 232억 달러(4조 2,267억 텡게)
로 대형은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카즈카메르츠은행은 BTA은행 인수 후 국내외 16개
(해외은행법인 6개, 부동산 및 보험 등 국내외 10개 자회사)의 BTA은행 자회사를 승계 또
는 2012년 12월 설립된 2개의 배트뱅크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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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민영화 민영화
방법 기업 수

민영화 내용

자산가치

악토베 화력발전소 주식 100%
Temirzhol Zhondeu LLP 100%
2014

경매

6

Temirzholenergo LLP 60.8%
Semser Security LLP 49%

1억 1,360만 달러

Locomotive-2030 LLP 51%
잠블주 지역수력발전소 50%
삼룩 에너지 주식 10%-1
IPO

5

가즈트란스가즈 아이막(KazTransGas
Aimak) 10%, 가즈트란스가즈 알마티-49%

5억 1,790만 달러

Transtelecom 주식 49%
Kaztemirtrans 주식 10%-1
카즈무나이가즈 서비스 100%
The Kazakh-British Technical University 100%
Euro Asia Air 100%
킹(КИНГ) 100%

2015

테니즈(Тениз) 서비스 49%
Kazmortransflot 49%
경매

14

Astana Solar 100%, Kazakhstan Solar
Silicon, Kaz Silicon 100%

1.3

Alatau Zharyk Company(АЖК) 75%
알마티발전소(АлЭС) 75%
동카자흐스탄에너지회사(ВКРЭК) 75%
Centre of transport services 100%
Militarized Railway Guard 49%
카자흐스탄 철도공사(КТЖ) 10%-1
2016

IPO

3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10%-1

7억 9,410만 달러

카자흐스탄 황산제조공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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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민영화 민영화
방법 기업 수

민영화 내용

자산가치

Oil Construction Company 100%
Oil Transport Corporation 100%
Locomotive 50%
카자흐스탄 철도객차 제조회사(Казахстанская в
агоно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100%
툴파르 탈고(Тулпар Тальго) 99,9%
2016

12

경매

엘렉트로보즈(Электровоз) 50%

2억 5,750만 달러

Kamkor Wagon 61%
Kamkor Locomotive 61%
알마티 Wagon수리공장 100%
보스톡마스자보드(Востокмашзавод) 95%
무나이마쓰(Мунаймаш) 52%
Kazakhstan Engineering Company 25%
42
합계

IPO

10

경매

32

2.9

자료: http://www.ca-news.org.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5년에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첫째,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12.5% 이상 될 것이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확
대에 따른 기업의 현대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보조금 지원으로 기업들은
수출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중소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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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4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석유부문 수출에서 제조
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이상,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1.5배 이
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드맵 2020’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GDP
규모가 2010년에 비해 30% 이상 성장, 비원자재(Non-commodity)분야에 대
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는 30% 증가, 중소기업의 GDP 대비 비중은 40%
이상, 실업률은 5% 이하로 감소될 것이다.28)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영기업 및 공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 자회사의 민
영화를 통해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및 소상공인을 활성
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Ⅳ.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 분석

1. ‘카자흐스탄 2050 전략’ 수립 배경
카자흐스탄은 1992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93~96년 연평균

2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рограмм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2020», Утвер
жд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3» апреля 2010 года
№ 301. pp. 4-5를 저자가 번역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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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전
략의 필요성에 의해 1997년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수립하였다. 카자흐
스탄은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과 외국인투자 증가로 2000년
대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10.2%의 경제성장
을 달성하였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대 발표된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
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이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카
자흐스탄은 이미 중앙아시아라는 지리적인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다. 카자
흐스탄은 기존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이 계획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발전과 변화의 양상에 대처하고, 세계 속의 카자흐스탄이라
는 장기적인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후속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2012년 12월 14일 발표하
였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은 카자흐스탄이 양적
인 성장 위주 발전전략에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병행하는 ‘경제
발전’전략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 고도화,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
황에 기민한 대처, 세계 경제체제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사
회 및 경제 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 확대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국제사회로
의 통합 노력에 대한 이해,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엘리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도 수립하였다.29)

29) 김상철(2013. 8),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이해｣, p. 6, EMERICs(http://www.emerics.org/
eurasi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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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내용30)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정책 방향은 에너지산업의 발전하에,
에너지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년 12월 기존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장기 국
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2050 전
략’은 인프라, 교육, 보건 및 경제의 다변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
너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및 성장속도는 낮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중요한 부문이 될 수 있는 제조업 등 비에너지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은 경제 및 사회 부문의 두 가지 범주에서 추진
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첫째,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증대와 투자환경 개
선을 중점으로 이행하여 경제적 실용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장기적
인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제조업을 비롯한 비에
너지산업의 육성과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속과
개인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민영화 전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패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31)

30) 김상철(2013. 8),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이해｣; http://strategy2050.kz/ru/에서 저자가 인
용 정리하였다.
31)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 9월 2일 국회 연설에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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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문에서는 기존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의 기반하에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지
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볼라샥(Bolashak),
발라판(Balapan) 등의 장학 및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카자흐
스탄 2050 전략’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계 및 경제계의 부패 문
제나 각종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평가 제도를 도
입하여 공정한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경제 ․ 사회 부문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 조세, 통화 ․ 대외채무, 인적자원, 인프라,
국가자산관리, 천연자원관리, 산업혁신, 농업, 수자원관리 등 10개의 세부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성공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식과 기술에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현대적인 관리기법들과 공공영역 간의 협력 행정원칙들
을 도입하여 기존 관리(인적)자원 및 이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생산을 현대화시키
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외국 전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물류 ․ 교통 인프라 건설정책이다. 물류 ․ 교통 인프라는 카자흐스탄
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카
자흐스탄 정부는 물류 ․ 교통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카자흐스
는 부패척결을 위해 2014년 말까지 ‘카자흐스탄 부패척결전략 2025’ 수립할 것이라고 발
표하였다. http://www.ca-news.org/print:1122495/(검색일: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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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물류, 교통 역량을 두 배 증가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며, 2050년까지
는 10배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의 교통 및 물류 허브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
부는 물류 ․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합작 투자파트너들을 모색하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그림 8. ‘카자흐스탄 2050 전략’ 세부 정책

자료: 김상철(2013. 8),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이해｣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셋째, 산업혁신정책이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국가발전
을 이룩하였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경제에서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2030 전
략’과 ‘비즈니스 로드맵 2020’ 등 하부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다양화와 비석
유부문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은 산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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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비에너지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대하여, 2040년
에는 현재 수준의 3배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벨로루시로 구성되는 단일경제지역으로 인한
혜택을 최대화하며, 1억 7,000만 명 소비자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생산자들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선진국과 기술교류를 촉진하는 합작기업 및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넷째, 농업정책이다. 카자흐스탄은 구소연방시절 중요한 곡물생산국이었
다. 이에 자급자족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공고
히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농산물 소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영역에 대한 현대화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국이 될 수 있도
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부문에 2020년까지 재정
지원을 4.5배 증가시킬 것이다.
다섯째, 수자원관리정책이다.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인 사막화로 아랄해
담수면적 감소, 수자원 원천인 상류지역의 발전소 건설 등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이다. 수자원의 수급보장은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수
공급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식
수 공급을 보장하고, 2040년까지는 관개용수의 공급 보장을 목표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수자
원 상류지역의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개선과 풍부한 지하수 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신 개발기술을 도입하여 수자원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
이다.
여섯째, 예산정책이다. 정부의 경제 다변화 및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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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예산확충을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32)에 부합되는 시
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일곱째, 조세정책이다. 조세정책은 국내 성장의 촉진, 수출주도, 개인의
저축과 투자 장려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경제지대 및 정부가 육성하는 제조업부문의 국내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및 관세 신고의 간소화 추진을 지속하며 세제혜택이 생산 및 수
출기업, 신기술영역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통화 ․ 대외채무 정책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 이후 2013년
까지 평균 8.7%의 높은 소비자물가와 재정적자를 나타냈다. 카자흐스탄 정
부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재정수지 적자 감소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33%에 달
하는 은행들의 부실자산 축소와 은행 간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를 추진할 것이다.

32)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73년에 제정한 것으로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더불
어 글로벌 회계기준의 역할을 해왔다. 2002년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미 회계기준을 IFRS와 합치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
며, 그 결실로 2002년 9월 FASB와 IASB의 합동회의 이후 IFRS는 글로벌 단일회계표준으
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IFRS의 특징은 ① 규칙에 근거(rule-based)한 회계처리보다는 회
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회계처리를 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② 연결재
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연결회계 중심 ③ 장부가(취득원가)보다는 현재의 자산가치에 초점
을 맞추는 공정가치(fair-value accounting) 중심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IFRS를 사용하
는 국가가 2011년에는 약 15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09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자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어 2011년
사업연도 회계장부부터 상장사，상장예정기업，비상장 금융사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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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천연자원관리정책이다. 현재의 풍부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를 최대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환경기준을 준
수하면서도 전통적인 탄화수소제품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고갈되는 화석연료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카자흐스탄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국가자산을 관리해 경제발전을 최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립한 삼룩카즈나(Samruk-Kazyna) 등 국가펀드를 통해 국가발
전전략을 지원할 것이다. 국가펀드의 주요 지원 영역은 신산업과 기술 부
문으로 연구와 협력 분야에서 민간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전망
카자흐스탄은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추진을
2030년까지는 5년마다 계획하였으며, 그 이후는 10년마다 계획을 추진하였
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2015년 목표는 세금면제를 통해 교육과 의료
에 대한 투자유인의 종합적인 방안 채택, 제즈카즈간(Жезказган) ․ 샬카르
(Шалкар) ․ 베이네우(Бейнеу) 간 도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33)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임금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보건부문 공
무원은 임금을 28%까지, 교육부문 공무원은 29%까지, 사회보호부문 공무

33) CA-NEWS(2014. 8. 22), “Президент Казахстана откроет новые ветк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
Жезказган-Бейнеу» и «Аркалык-Шубарко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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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40%까지, 공무원 ‘Б’ 직군의 임금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장애 및 생계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조금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중소상공인의 생산을 GDP의 50% 이상, 3~6세의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100% 상승한 12.6만 달러로 높일 계획이
다. 2025년까지는 새로운 세계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Light oil, Black oil 생
산을 확대하여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비원자재 수출의 2배 증
가와 카자흐스탄 국민의 95%가 카자흐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2030년까지는 농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경작지의 15%가 물을 절약할 수 있어 수자원
원천의 하류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관개시설의 기술개발로 수자원 안보를
지킬 수 있다.
2040년까지는 만성적인 물 부족국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물 부족을
100% 해결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는 1인당 GDP를 6만 달러까지 증대시
켜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도시인구를 70%까
지 늘릴 계획이다.34)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국영 및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재원 마련,
에너지와 광물 자원 등의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재원, 그리고 국부펀드를 통
해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장기 국
가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장기국가발
전전략의 지속성이다. 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나이가 2014년 75세의 고

34) 김상철(2013. 8),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이해｣, EM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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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의 전망

자료: http://strategy2050.kz.

령으로 국가발전전략의 지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
탄 대통령의 고령화에 따른 리스크, 즉 정치적 리스크가 외국인투자에 영
향을 미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기반인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문제이다. 현재까지 카자
흐스탄의 국가발전을 재원은 원유 및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해 조달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원유 및 광물 가격 하락35)으로 국가발전전략의 추진
35) 강명구 ․ 조경진(2013), ｢셰일가스 ․ 오일 생산이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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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략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Ⅴ. 결론
카자흐스탄의 초기 국가발전전략은 신생독립국인 자국의 국가 형성(state
building)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되었으며, 실행되었다. 이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가격상승과 수출증가로 성공적으로 국가 형성에 도달한 카자흐스탄
은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발전계
획과 그 하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는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로 부상하였
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에 적
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수립하였다.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은 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에너지부문인 제조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제조업을 육성
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비즈니스 로드맵
2020(Business Load map 2020)’ 프로그램과 2012년 국가발전전략인 ‘카자
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행 산은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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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비에너지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교육 ․ 복지 향상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효과
를 보려면 투자 유치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방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경제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프로젝트
를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의 진출기회를 확대시켜줄 수 있
었으나, 2013년까지는 정치적 협력에 비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6월
19~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36)의 공동실행에 대한 합의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부문에 대한 협력은 확대될 것이다. 특히 2014년 4월에 발표한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의 새로운 10개 추진방안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식 주창했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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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문제 제기
날로 디지털 자료 축적과 서비스 제공이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
분야의 디지털 환경도 놀랍게 변화해가고 있다. 작금의 ‘집단지성,’ ‘지식공
유,’ ‘오픈 소스 아카이브’ 등과 같은 공동체적 연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
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학자들끼리의 공동연구, 또는 지식기반을 공동소유하면서 자료구축을 시도
하는 일은 아직 요원해보인다.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학자들끼리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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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분위기 조성의 측면보다는 개별적으로 학자들이 이룩한 연구결과
물들이 저널과 단행본의 인쇄물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지식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형국이다.
본질적으로 이 연구가 제기하는 물음은 작금의 연구경향이 보여준 ‘형태
적 결점’과 ‘연구기반의 구조적 보완점,’ ‘새로운 인문학적 연구기틀’에 대
한 것이다. 통합보다는 개별적 연구, 총체적 자료구축보다는 아름아름식의
개별적 유통구조야말로 학계 및 기관 내에서 통용되는 연구방식이 아닐 수
없다. 사회과학 연구자료의 관리수준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비구조가 이
런 것을 감안할 때, 사회 ․ 문화 방면에서도 그 대체적인 그림은 크게 다르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는 유라시아 대륙(본 연구의 1차 분석대상인 중앙아시아 지역)
을 포함하여 해외지역연구의 방법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제의
실천적 자세를 환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연구영역 간의 ‘분절된 아카
데미즘’도 문제이거니와 근시안적이고, 정책적 모델 수립에 급급한 1회적
문화연구는 더더욱 지양해야 할 우리의 숙제임에는 틀림없다.1)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아시아학’의 한 분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
․ 문화 연구의 역사를 먼저 일별하여 보고, 어떤 상황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동학, 이른바 지식공유기반에 기초한

1)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문화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동연(2006)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구분하고 있다. 1) 분과학문에 기초한 전공영역과 아시아 국가별로 구
획된 지역연구의 영역, 2) 아시아 국가별로 구획된 지역연구의 영역, 3)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국제주의 영역. 이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아시아문화 간의 소통과 연계가 무시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 ‘분절된 아카데미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동연(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서울: 그린비,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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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단순히 문화정보를
비롯하여 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 가치의
유 ․ 무형 자산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학계의 전문가와 일반 관심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그 1차적 목표가
들어 있다. 그 1차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을 선정하
였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한다.
두 번째로 설정된 연구목표는 이 제안들이 유라시아 사회 ․ 문화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체계화함은 물론 해당 연구지역의 연
구자와 관심자들 사이의 유기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연구모델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을 창립하여 원 내에 ‘중
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계획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본 연구는 지식공유 개념에 의거하고 정부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하면
서 아시아성 담론의 창조, 새로운 네트워크 모델의 창조, 실천적 전망으로
서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란 주제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배경 담론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주제는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 중심의 사회
과학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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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적으로 직면해왔던 민족 및 국가 정체성 확립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른바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이라는 핵심어가 이 주제의
화두역할을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주로 양측의 경제 현
황과 물류, 현지 진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다.2)
짧지만 응축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이렇게
여러 국가의 정치체제와 최근 20년간의 정치화 과정(polity), 경제 전망과
경제 불안성 요인 분석 등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도한
데이터에의 의존과 도식화, 단순화 작업은 사회과학연구에서 발견되는 제
한적 시각을 노출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연구방식의 단점은 단기간 현
황 분석 등의 즉각적인 연구결과를 요구하는 시점에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중 ․ 장기적 비전의 이니셔티브를 창안하는 작업에서는 실질적인 도
움이 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의 큰
맥락은 시대적 조류와 메가트렌드의 사회학적 요구(자원외교, 식량문제, 공
공외교, 최근의 인문외교적 차원에서의 문화교류)을 반영만 하였지, 전방에
서 정책적 대안이나 이니셔티브를 창안하는 차원에서는 아직 기타 선진국
에 비하여 선도적이지는 못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문학에서의 연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과학에서처럼 정체성
정치학의 연구경향을 벗어나보겠다는 의지적 노력도 없었다. 다만 단순한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DB 자료를 토대로 검색한 결과는 이를 잘 증명해준다. 키워드
검색어를 ‘중앙아시아’로 했을 때, 1) 학위논문(793건), 2) 국내학술지논문(1,799건), 3) 단행
본(4,676건), 4) 통합검색(7,44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검색단위를 ‘통합검색’으로 하고,
결과 내 검색조건으로 재조사할 경우 ‘정체성’이란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259건, ‘정
치’(2,177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분야는 역시 경제로 총 2,910건이 검색되어 나왔다.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1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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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교류 혹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문화상품 전시와 상호 교차 공
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양측 간 교류의 20년 역사를 고려할 때,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의 큰 맥
은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공연 개최와 같은 비수익성 사업과 주로 MOU와
같이 협정과 협력의 이해를 확대시키는 행정적 절차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단발성 행사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부 주
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직속 산하기관 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었다. 문화, 예술, 구비문학, 체육계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왔던 행사 위주
의 단발성 프로그램은 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는 했지만 주로 소규모의 움직임에 그치는 것들이었다. 교류와 실제 협력
의 범위가 다각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결과물은 연구대상으
로 축적되고 있다기보다는 전시행정의 행태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더구나 기록 보존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하거나 후속 조치
와 같은 차후 연구가 확약되는 일은 훨씬 드물게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
인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자 및 연구자들의 기억에서 오래 남지 않고
일회적 행사로 지나쳤던 교류의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학술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초
빙 교수와 연구원을 동반한 학술교류가 빈번해졌고, 거점 연구소 및 대학
을 중심으로 한 학회활동도 상당수 보고되었다. 유라시아 문명교류 혹은
실크로드 탐사와 같이 주로 역사학계에서 보여준 의욕적인 연구제안은 한
․ 중앙아시아 관계의 학술적 친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학술교류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
대한 담론적 차원에서의 계획을 동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이고 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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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일부 연구자 중심의 인맥과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어온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과학계와의 협력에 기반한 공동연구 혹은
통섭적이고 입체적인 연구제안은 아직 우리에게 요원해보인다. 때문에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인문학적 제안 또는 한 ․ 중앙아시아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 인문학적 청사진 창조와 같은 설계는 더 시간을 두
고 연구할 과제로 남는다.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교류사 목록은 지난 20년간 양측이 일구어온 것들
의 얼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아시아성
가치’의 창조 혹은 ‘아시아 문화정체성’의 보존과 전승의 주제는 아직껏 우
리 학계와 문화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있다고 해도 아직
맹아적 단계에 있으며, 이제 불과 상호 연구를 제의하는 MOU 설정의 수준
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
아시아 여러 국가 간 문화교류의 현주소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교류일지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나가야 할 진로의 방향성을 재고하고자
한다.3)

3) 교류목록의 시간범주는 제1차 한 ․ 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 개최되었고, 국내에서 HK 사업이
시행되었던 2007년으로부터 2014년 여름까지로 한정한다. 그 결과 총 40건으로 요약되는
양측의 교류활동이 검색되었는데, 이 가운데 단체협약과 회의가 가장 많은 19건으로 기록되
었고, 그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행사로 총 15건, 가장 횟수가 적은 교류형태는 총 7건
을 기록한 학술강연으로 집계되었다. 행사의 요점을 정리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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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아시아 문화 정보공유와 지식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의 기본 전제

1. ‘아시아성’ 담론의 창조
이런 배경하에서 한 ․ 중앙아시아는 단순교류 그 이상의 문화적 담론을
창출하거나 구체성 있는 인문학적 의제를 수렴하지 못하였다. 산발적이고
한시적인 공동연구와 현지 학술탐사 등은 비록 드물게나마 있었으나 구심
력 있는 창조적 담론으로 응집되는 일은 딱히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중앙
아시아를 대하는 학적 태도와 학술적 기반, 이른바 ‘중앙아시아학’은 이제
형성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연은 느리게나마 확대과정에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연구의 이면에는 정치와 경제 협력이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고
착화되었고, 문화 진출 혹은 교류는 그 창조적인 지속성과 지식기반의 토
대가 거의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연구재단 혹은 정부의 각 행정
부처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능했던 행사성 대회와 교류가 한국에서의 중
앙아시아학을 지탱하고 이끌어왔던 주요 동인이었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를 연구할 때 우리가 염두
에 두어야 할 全지구적 맥락과 역사의 흐름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해체
와 1991년 舊소련의 붕괴는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흐름의 전환기를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세계화는 이 모든 일련의 여파를 함축하는 핵심어로 우리에
게 다가왔다. 본질적으로 이 세계화 논의는 “제국주의의 위계적 본성, 즉
특정한 중심부 문화의 점차 증가하는 헤게모니와 미국적 가치 ․ 소비재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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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스타일의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4) 나아가 이 지구적 변화의 조짐은
문화제국주의라는 언급 속에서 위협요소로 간주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문
화적 차이가 소멸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물론 경제가 세계적 질서의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
고,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종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긴 하지
만 그렇다고 이에 수반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동질화 혹은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5) 또 이러한 점은 선행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반영되는
지구적 현상의 부정적인 폐해들은 간과할 수 없으며, 가장 빨리 문화주권
이 침해되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 지구적으로 불고 있는 경제세계화와 문화산업으로까지 지칭되는 글
로벌 자본문화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및 지역문화를 방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자생의 대항담론’을 창조해내는 일일 것이다. 세
계화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이슈화하고, 아시아성 담
론의 기초를 ‘문화 중심의 다원주의’로 내세울 때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들
은 무엇보다 기존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

4) 조나단 프리드먼(2009), 지구화시대의 문화정체성, 오창현 ․ 차은정 옮김, 서울: 당대, p. 345.
5) 크리스 바커(2009), 문화연구사전, 이경숙 ․ 정경희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134.
한편 글로벌화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더글라스 블룸(Douglas Blum)에 따르면, “세계화 과
정에서 가장 즉각적인 희생자는 근대 민족국가의 핵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sovereignty)”이며 세계화는 주권, 안보, 집단대중, 역사적 정체성 모든 방면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Douglas Blum, ed.(2008), Russia and Globalization. Identity, Security, and Society in
an Era of Change, Bo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5. 오늘날 중앙아시
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피해와 위협은 별도의 연구주제임은
분명하나, 이 자리에서는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문화제국주의적 상황과 유사한 현상들이 유
라시아 대륙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만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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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예를 우리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의 문
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1993)에서 찾을 수 있다. 탈영토
화, 재영토화, 경제적 식민주의 현상을 세계화 추세의 세 가지 주요 현상이
라고 규정할 때, 사이드식 제국주의 개념은 세계를 획일적으로 시스템화하
기 위한 이론적, 세계관적 배경으로서의 틀이며 이것이 문화 방면에서 구
체적으로 드러난 문화제국주의가 바로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현대적 변형에
다름 아니다.6) 전통적으로 문화는 하나의 지역단위 혹은 지리적으로 경계
가 형성된 사회적, 정치적 공간 내에서 실재하는 ‘하나의 사회’라고 간주되
었다. 주로 국민국가 시절에 하나의 문화는 하나의 사회를 이루었고, 지역
적 위치라는 공간성에 묶여 정적인 실재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7)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국가 및 지역 경계의 제한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장소제한과
같은 지리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는 공간침투, 즉 탈
경계화 혹은 탈영토와 같은 현상으로 그 이동성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의 예로 우리가 반성적으로 주목해볼 것은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의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1996)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는 종교, 문

6) 에드워드 W. 사이드(2007), 문화와 제국주의, 박홍규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문화제국주
의 담론은 비록 1960년대 이후, 호된 뭇매를 맞으며 비난의 여론 속에서 그 이론적 가치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발상과 우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한마디
로,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은 톰린슨이 정리하고 있듯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배,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지배, 주변에 대한 중심부의 지배, 빠르게 사라지는 전통세계에 대한 근대세계
의 지배, 세계 대다수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자본주의의 지배” 등에 대한 화두를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존 톰린슨(2004), 세계화와 문화, 김승현 ․ 정영희 공역, 서울: 나남, p. 118.
7) J. Eade(1997), Living the Global City: Globalization as Local Process, Lond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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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견지에서 세계적 흐름의 문화현상을 재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
는 신호탄이었다.8) 비록 헌팅턴의 접근방법이 다방면에서 비판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전혀 고려할 만한 쟁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그의 논거가 계기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문화연구에서의 로컬리즘, 즉
비판적 지방문화의 자세를 역동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실리적 계기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문화란 글로벌 자본이 역사의 주
체로 등장한 이후 현시대에서 정체성의 추동력으로 동기화될 수 없고, 대
중매체의 영향으로 문화의 해체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헌팅턴의
예측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의 생산적인 움직임들을 파
생하였기 때문이다.9)
애초에 헌팅턴이 주장한 테제- “서구문명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남다르기 때문이다”- 는 표면적으로 문화상대주의
를 표방하고 있는 듯하나, 이것이 곧 문명 간의 상대주의와 가치 인정을 옹
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요점은 헌팅턴의 테제

8) 한 연구자가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듯이, 그의 이론적 약점은 일관성 결여가 그 첫 번째이
다. 특히 그가 내린 결론은 스스로 자신의 문명충돌론을 거부하는 꼴로, 세계정치상의 미래
를 문명의 차이가 아닌 냉전시대의 다른 부산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현실주
의적 정치이론의 범주들, 고립과 블록 형성, 강대국에 기대는 편승정책’ 등과 같은 냉전시
대의 주요 요소들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임홍빈
(2002), 세계화 시대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p. 288; 새뮤얼 헌팅턴(2013), 문
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9) 헌팅턴의 논점이 지닌 관변성과 미국 옹호의 숨겨진 정치성은 뚜렷하다. 미국 보수주의 이
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그의 담론의 핵심은 “세계가 진정 문명충돌의 국면에 진입했는
가를 검증하는 학자적 성실성보다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슬람권이나 아시아권을 상대로
보다 강경한 자국실리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홍성민(2009), 문화정치학 서설, 경기: 파주, p. 60.
10) 새뮤얼 헌팅턴(2013),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경기: 김영사, p.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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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핵심이 서구의 우월성을 우회적으로 확언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일
면 우월성을 부정하고 있는 듯하나 은밀하게 서구의 진보성과 우월적 자부
심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명확한 증거
가 “독특한 문명”이 부른 서구문명의 위기에 대한 예견으로 책이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11)
때문에 최근의 글로벌 자본문화와 지구적 획일화의 대중문화, 곧 미국식
패권주의 문화의 잠재적 파괴력으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견고하고 건강하
게 지킬 수 있는 문화안보와 자생력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실
천적 담론의 제기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12) 그렇다고 전 지구적 문화의 세
계화가 언제나 문화의 동질화를 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나친 우려에
따라 타문화의 유입과 습합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란 것도 상기할 만하다.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빈번한 소통과 교류는
자연스럽게 로컬에서조차 혼종의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즉 문화의 전 지구적 흐름과 소통은 로컬의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면서 진
화될 수 있는 내적 필연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겠다.13)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 철학의 토대는 실제로 전 지구화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영역들 중 오로지 하나의 추동력으로만 구동되지 않
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의 세계화가 로컬의 민족문화
에만 유독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역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는
11) 새뮤얼 헌팅턴(2013),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p. 442.
12) 임홍빈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 바, “문화중심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실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념적 기획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 체계에 대한
기억과 관습의 공유에 근거한 사회적 통합의 한 시도”라고 언급하였다. 임홍빈(2002), p. 56.
13) 이인성(2009), 21세기 세계화 체제의 이해, 서울: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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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분석적이고 총체적으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입장은 우리가 처한 문화정체성 환경에 대한 바른 시대정신과 로컬문화
보존 및 공감에 대한 아시아적 담론에 대한 공유라고 하겠다. 이것의 주요
입장과 원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적 문화정체성의 정의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문화는
유럽식의 보편적 진리와 교양의 등가로 자리매김되는 문화가 아니고, 미국
식의 개별적 영역에서의 대중문화 중심과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 국가 주
도의 개발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정책적 계획문화의 현상이 우세한 역사를
보이는 아시아 문화는 지금 새로운 정체성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글로
벌 자본주의와 맞서는 대항담론으로서 아시아적 정체성의 철학적 근간을
모색하는 일은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는 우
선적으로 지구화, 즉 지역이 동일한 표준으로 획일화됨에 따른 ‘문화적 순
응주의’와 ‘다양성의 축소’에 항거하는 자주적 의식을 환기시킨다.14) 사실
국민국가 형성시기에 ‘만들어진 전통’에서 비롯된 유럽 제국의 공동체 정
신은 아시아의 것과 다르다.15) 정치성과 현실비판성을 태생적으로 결여하
고 있는 미국 문화는 그 정체성을 의심받기까지 한다.16) 이런 관점에서 아
시아의 문화정체성이 향할 표적은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문화공동체 정신’, 혹은 ‘다자간 문화 혼종의 정신’으로 표현되는 新유라
시아 문화중심주의 이념을 주창해야 할 것이다.
14) 앤드루 에드거(2012), 문화이론사전, 서울: 한나래, p. 427.
15) 홉스봄, E. J(2008).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옮김, 서울: 창비.
16) 문화연구의 역사와 발전단계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3개국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다음의 논의는 매우 흥미 있다. 장희권(2013), 글로컬리즘과 독일문화논쟁, 서울: 산지니,
pp.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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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시아성에 대한 연대의식과 의식의 공유문제이다. 바야흐로 세계
화와 문화의 세계화는 긍 ․ 부정의 선택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
하고 있으며 이미 문화의 획일적 상품화라는 결과를 안겨주었다.17) 아직까
지 큰 폐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전 지구적 문화세계화의
여파에 직면해 있는 중앙아시아가 하나의 대항담론을 창조해야 하며, 아시
아성에 대한 긍정적 연대의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진대, 작금의
문화세계화는 균질화되고 대중적인 초점으로만 양산된 B급 문화들로 이미
넘쳐났거나 그런 양식의 ‘역사성과 무관하게 길들여진 문화상품’들이 중앙
아시아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전체가 동일한 문명과 의식
구조로 묶이기엔 너무도 방대하고 상이한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
만 여전히 아시아적 독창성과 고유성을 유지할 만한 역사적 연속성과 비서
구적 문화들은 건재하다.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 제 국가
를 비롯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아시아 대륙 문화전통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의식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아시아성 담론 창조와 유포의 실천적 과제 문제이다. 커뮤니케이션

17)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끼친 전 세계적 영향, 그 중에서도 문화에 어떤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이 구체적으로 들추고 있다. 무한 자유경쟁체제를 옹호
하고 사회진화의 자율적인 경쟁을 기지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불가피한 결과는 ‘국가 간
차별적 위계,’ 즉 ‘세계의 이원화’이다. 나아가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부정적
인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세계화의 승자들이 소유한 문화는 세계문화라는 우월
한 정치- 상품으로 탈바꿈하여 주요한 수출재가 되고, 패자들의 문화는 열등종으로 폐기되
거나 세계화된 문화의 네트워크에서 잊혀간다... 이렇게 선진문화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율- 혹은 상품성의 기준- 이 되고, 후진문화는 이색상품으로 시장에 소환되어 하나의 스
팩터클, 즉 구경꺼리로 전락한다.” 윤채근(2013), 콘텐츠 시대의 불안 인문학의 생존전략,
서울: 동아시아,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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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세계적 ‘소통 석학’이라 불리는 도미니크 볼통(Dominique Wolton)
은 문화 간 소통을 이렇게 경고한다: “정치적 기획 없이는 문화 간 소통이
존재할 수 없다.”18) 그가 경고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문화정체성은 배타적
공동체주의와 공격적 정체성의 유혹 안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
며, 궁극적으로 “문화공존을 사고하는 것은 세계화의 세 기둥을 세우는 것
이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정치의 기초를 쌓는 것”이기도 하다.19) 다시 말하
여 문화소통은 양측, 즉 한 ․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간의 수평적 민간 문화
교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대책의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문화교류가 공공외교적 차원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나
아가 볼통이 진단하고 있듯이,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예견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우리는 ‘문화 간 소통과 공존’을 꼽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 ․ 소통과 관련된 정치적 접근만이 헌팅턴식 접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문명 간의 전쟁은 지식과 정치가 문화, 소통과 관련된 해결책을 도출해내
는 데 실패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
넷째, 아시아성 문화정체성 실현을 위한 현장성 담보의 문제이다. 단기
간 내에 어떤 모종의 보편적 실체 혹은 본질적 보편성을 제시해보이려는
작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학문적 결과였다. 그러나 본질적

18) 도미니크 볼통(2012), 또 다른 세계화: 세계는 지금 어던 소통을 꿈꾸는가, 김주노 옮김,
서울: 살림, p. 253.
19) 도미니크 볼통(2012), 또 다른 세계화: 세계는 지금 어던 소통을 꿈꾸는가, 김주노 옮김,
서울: 살림.
20) 도미니크 볼통(2012), 또 다른 세계화: 세계는 지금 어던 소통을 꿈꾸는가, 김주노 옮김,
서울: 살림, pp.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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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체성이라 함은, 특히나 문화연구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의 문제는 결
코 보편적 실체를 비변증법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아니다.
대신 문화적 견지에서 정체성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담론적 구성”으로서,
“하나의 실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붙여진 하나의 서술로 이해된
다.”21) 때문에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
와 정신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재구성되며 새롭게 탄생하는 정서적 반
응이자 문화적 담론이 곧 정체성으로 이해된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점에
서 우리가 주창하는 아시아성 문화정체성 담론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로컬
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의 문제가 안고 있는 ‘동시대적 현장성’에 초점
을 맞춘다. 세계사적 문화획일성에 맞서고, 로컬에 대한 반성적 집중은 로
컬리티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과 정서적 공동체를 집결시키는 역할을 한
다. 문화정체성은 이런 연대에서 비롯되며 외부로의 재현, 즉 지방주체의
정체성이 발화되고 표현되는 핵심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어차피 지역연구대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란 점이다. 아시아라고 하는 동일한 권역 범주에서 이상향적 공
간 구획만으로 문화적 동질성과 유사한 문화정체성을 논하기엔 우리의 연
구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없이 다양한 문화적 산물과 현상이 동일한
아시아 대륙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가 유지해오고
있는 중앙아시아 연구란 것도 어찌 보면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지에서 이룩해놓은 방법론적 틀과 시각을 상당 부분 수입해온 결과물일 뿐
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현지 조사에 충실한 자료 구축을 논하기엔 여전히

21) 크리스 바커(2009),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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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생력 있는 연구와 장기적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현
지 지역연구란 것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을 권장하고, 정책적 구미에 맞
는 자료들을 양산해내는 권력구조 안에 이미 너무 빨리 안착해 있다는 사
실이다. 게다가 지역연구의 대상지역이 거의 국민국가 단위에 기초한 지리
적, 정치적 범주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연대기적 공간 단위’의 통시성을
주로 지향해왔던 점이다. 달리 말하여, 인문학적 주제 단위가 담론의 주체
로 형성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문
화적 패러다임의 기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자각해야겠다. 통시적

표 1. 인문학적 ․ 공시적 새 연구단위

연구(자)단위

과거의 연구기반

전이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

지리적 경계(지역)

→

탈영토적 주제(문화연구)

시간

통시적 연대기(역사)

→

공시적 수평 주제(현대사회현상과 기원)

거대담론 중심의 macrohistoriography

→

미시사적 주제 중심의 microhistoriography

연구자

개개인의 관심사항

→

집단 및 통합적 주제

문화유산

공연과 재현, 전시

→

공동연구와 연구결과물 상호 축적과 DB

협력

정부주도 방문협력

→

지방자치제 조직 및 공동 연구기구 창설

동기

정책적 요구

→

통상 및 문화교류의 요구
(문화 및 인문외교)

시각

서구기반의 간접연구

→

국내 연구자의 직접 연구와 현지조사

단일학문(분절아카데미)

→

다학문적, 통합적, 실천적 모델창조

개개인의 자료 소장
(분절적 검색단위)

→

통합적 관리 및 오픈 소스 자료원 창설
(업로드가능한 플랫폼 구축)

역사기술

접근방법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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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기술로서의 현지 연구에서 이제는 공시적 주제단위를 중심으로 한
다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통시적, 지역적 단위에서 공시적, 수
평적 주제단위로의 패러다임 전이는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와 사회접촉
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을 하나의 주
제목록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새로운 네트워크 모델의 창조

전통적으로 지식에 관한 연구는 각 학문별로 관심분야가 세분화되어 진
행되어왔다.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이러한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방식은
서로의 소통과 공유보다는 자위적 학문과 소외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현상
을 초래하였다. 지역학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정보 관리 및 이용이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대안의 움직임으로 대두된 것
이 학제 간 연구, 일명 interdisciplinary approach라고 한다면, ‘공유자원’ 개
념은 학제 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호 통합적으로 활용, 공유한다는
기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보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서 하
나의 공유자원, 즉 하나의 복합적 생태계로서 지식을 대하는 태도이다.
1991년 이후 한 ․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의 국교 수교가 실현된 이후
문화교류는 해가 다르게 증진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
아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 유학생, 각종 문화예술인, 단순 관광객,
그리고 전문 학계 종사자들은 각기 저마다의 관심과 연구를 산발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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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온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사람들이 만날 수도,
그들의 연구자료를 상호 교차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자료축적이 통일적으로 한곳에 집중되지 못한 탓에 지역연구는 물론, 문
화와 문화교류의 현장 역시 응집보다는 고립, 집단지성의 공유보다는 개인
적 인맥과 소규모 정보나눔 정도의 파편화가 20년 이상 지속되었다.22)
문화연구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만 진행되어 일반인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는 우리의 모습이다. 문화연구는 지식을 하나의 생산물로 인식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데, 기존의 지역연구는 바로 이 점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
다가 이미 하루투니언이 역사의 요동(History’s Disquiet)(2000)에서 언급
한 바대로, 지역연구는 “읽고 쓰는 행위에 기반한 지식생산을 통한 비판적
실천을 고무하는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정
보의 체계적 수집’만을 장려해왔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연구결과는 “국가
안보든 다국적기업의 이익이든 결국은 국가적인 이익에 귀착되는 특정 지
식만을 생산하도록 만든 지역연구 자체 권력의 구성 조건이었다.”23)
문화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물리적으로 적은 절대적인 이유도 있지만, 문
화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왔던 저간의 관행이 먼저 문제로 지적되

22) 이런 단기적 교류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한 ․ 중앙아시아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인적 사항
DB를 구축해보자는 일각의 시도와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중앙아시아와의
인적 네트워크 체계화 및 DB 작업 추진’을 정점으로 프로젝트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한
연구보고서는 우리의 연구과제에 비추어 비교해볼 만하다. 윤성학(2011. 8. 17), ｢중앙아시
아에서의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정책 대응｣,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5, no. 34.
23) 하루투니언(2000), 역사의 요동,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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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오랜 시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화탐색, 문화코드에
기초한 문화연구와 그 지형도 제작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 중앙아시아 교류의 20년 역사에 비추어 볼때, 요원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화 중심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문화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며, 지식 공유와 융합의 대전제하에 우리가 제안하는
오픈 소스 아카이브, 즉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이 시
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축적하
고, top-down과 up-load의 쌍방향 자료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플랫폼
개념의 포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거 역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첫째, “지식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보물이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이 발견의 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도록 함께
지키는 것이다.” 지식공유 개념의 집대성자이자 노벨경제학상(2009) 수상
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언급대로, 지식은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한 공공재이다.24) 나아가 현대는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의 자료들과 개
인의 아이디어들이 조합되어 ‘웹상의 지식저장소’를 창조해간다.
둘째, 지식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과 공유에의 공평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윤리적 공명심이다. 지식에
24) 엘리너 오스트롬 ․ 샬럿 헤스(2010), 지식의 공유, 김민주 ․ 송희령 옮김, 서울: 타임북스,
p. 33, 35. 또한 책이나 잡지, 신문 등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지식생산물은 경쟁적 속성을
지닌 반면, 디지털 생산물은 보통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지녔다”
고 본 오스트롬은 ‘순수한 공공재로서 아이디어의 비경쟁적 성격’을 강조한다. 물론 최근
한국의 여러 HK 사업단에서 축적하고 있는 각종 DB 자료들은 단계평가라고 하는 심사의
시험단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감시와 경쟁(타 연구소의 DB)이 없
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오스트롬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공유자원으로서의 DB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포스트 &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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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력적 횡포와 독점적 위치 점유는 현대사회의 학계가 저항해야 할
학문상의 덕목이자 윤리의 핵심이다. 지식의 대중적 확산과 지역연구 업적
의 대사회적 서비스 구축은 일찍이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이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라고 말함으로써 작업과 지식, 엔터
테인먼트를 다양한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플랫폼’을 창조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지식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문화사회적 담론을 창조할 필요성이
있다. 한 연구자의 언급이 상기하듯, “21세기에 지식은 경제적 기반이요,
정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식을 통해 사회변동이 촉발
되며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25)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가 집중하는 것은 새 연구모델
의 방향과 내용, 구심적 응집체계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연구의 내용은
흔히 통용되는 콘텐츠를, 구심적 응집체계는 플랫폼, 즉 구현체계방식을 말
하는 것으로 웹상에서 운영되는 자료구동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 본 연
구에서는 연구결과물 거의 모든 것을 그 원본의 날것에서부터, 연구자에 의
해 세련되게 가공되어 탑재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를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천자료에서부터 완성된 가공물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콘텐츠, 즉 ‘디지털 내용물’과 동의어로 정의하고자 한다.26)
예를 들어 한국 내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의 모든 연구자(자연, 인
문 ․ 사회계열 포함)들이 가입되어 있고, 연구자료를 검색해볼 수 있는 한국

25) 홍성민(2009), 문화정치학 서설, p. 123.
26) 인문콘텐츠학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2013), 인문콘텐츠의 사회적 공헌, 서울: 북코리아,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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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의 ‘우수연구업적’(http://www.nrf.re.kr/nrf_tot_cms) DB만 보더라도
웹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중앙아시아의 현실이해에 적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이고 믿을 만한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거의 실망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1](연구재단 내 링크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성과마루
연구성과정보시스템’(http://rnd.nrf.re.kr/web/pub/main.do) 자료 역시 우리가
주목하는 실용적이고 맞춤식의 문화자료는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
가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생산해내는 프로젝트성 연구결과물 또는 전문학술
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의 양과 질, 주제범위 모두 일반 관심자뿐만 아니
라 중앙아시아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그리 가까이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이들이 양산해
놓은 지식의 정보는 지극히 학술적인 측면이 많아, 현실에서 응용하기에는
불가능해보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관련
종합정보 포털사이트 혹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의 연구 시행연수를 거치면서 국내의 대
표적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구기관들은 연구역량을 제고하며 자료 구
축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소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축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간평가 혹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서의 보고서 자료 등과 비교 검토해볼 때, 차별성 있는 특징이 따로 존재하
지는 않을 뿐더러 유료화한다고 해도, 아직 생산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있
지는 못하다. 순수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중적인 자료 가치로 이용되
기까지에는 자료 자체가 지니는 대중성과 사용가치성이 떨어진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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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로 중복되는 연구결과물이 많으며, 그 주제도 정치 ․ 경제의 사회과
학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가 필요로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료는 사실상 거의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그 개략적인 윤곽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림 1.

자료: [홈페이지 캡처]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URIS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인문한국) 연구사업단의 ‘종합정보시스템’.

이러한 연구취지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축에서 쌍방향 연구의 목적을
가지는바, 첫째, 중앙아시아 문화(산업과 전통유산, 시사적인 문화정보 일
체를 포함)의 1) 과거 유산과 2) 현행 산업, 그리고 3) 미래적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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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축적을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지형도(Cultural Topography)’
구축을 위한 창조적인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앙아시아 및 한국에서
생산된 문화 관련 연구물 및 현재의 문화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자원 디지털 도서관’, 혹은
‘오픈 소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한 ․ 중앙아시
아 간 다변화된 문화교류의 축적을 아카이브화하여 지금까지 해외지역학,
혹은 중앙아시아 문화연구란 이름으로 축적된 지식을 하나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학자 및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접근
성과 이용성을 수월하게 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다. 그리고 이 설계가 구현
되는 최종 방식은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 내의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
지털 도서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둘째, 오픈 소스 아카이브를 기초로 중앙아시아 문화의 어제와 오늘, 미
래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문화네트워크 포털(Culture Network Portal)’을 구
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
및 유학, 투자, 관광, 특정 연구 수행 등의 다각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에 대
하여 자료공유를 유도하고, 더욱 깊이 있는 문화교류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사회적인 동
의를 부단히 이끌어야겠다. 문화네트워크 포털을 구축하는 작업은 지금까
지의 관행이자 우리 중앙아시아 연구의 흐름이었던, 이른바 분산되고 산발
적인 문화교류의 맥을 구심력 있고 장기적인 틀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문화네트워크 포털 구축은 중앙아시아
연구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연구하고 집대성하는 일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털 구축은 향후 연구의 지형도를 제안하는 것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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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지향적인 대중앙아시아 진출의 ‘문화적 로드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큰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셋째, 문화콘텐츠를 집약하고 통섭적이고 유기적인 DB 구축으로 구현하
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현장성’의 문제이다. 문화자료, 즉 문화와
관련된 온갖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웹상에 탑재하거나 분류체계를 거쳐 번
역, 취합하는 방식의 DB 구축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문화콘텐츠는 문화
연구의 또 다른 담론만 양산하는 틀 내에서 만들어진 단순 결과물의 이종
합체이어서는 안 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우리가 창조해야 할 문화콘텐츠의
결과물은 철저하게 문화연구의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기반, 이른바 동시
대적인 문화정보를 비롯하여 문화유산 공존과 전승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27)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 문화산업에 잠식될 수 있는 생
존적 위협과 문화제국주의를 대적하는 대항담론을 기본으로 하되, 로컬 현
지의 동시대적 문화대응을 철저하게 포함시키는 현실문화의 실천까지를 자
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콘텐츠의 방향성이라 하겠다. 이
런 경쟁체제의 밖에 있는 것으로 쉽게 간주되는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은
무가치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마치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무한반복적
사이클을 목격하는 형국을 낳는다.28)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위기의식과 경
27) 그리하여 박상천은 콘텐츠가 “데이터나 [단순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체의 ‘프로그
램’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완성된 독립적 가공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콘텐츠가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문화적 특성(지적, 정서적 만족을 주는 창의적 가공물)을 지니고 있
어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박상천(2007), ｢‘문화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
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제33집 참고; 김기덕, ｢문화콘텐츠의 등장과 인문학의 역할｣,
재인용 인문콘텐츠학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2013), 인문콘텐츠의 사회적 공헌, 경기:
북코리아, p. 24.
28) 그리하여 윤채근과 같은 자는 “문화가 콘텐츠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무색무취의 국
제상품으로 표준화시킨다는 혹은 표준화당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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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전체적으로 이는 방대한 자료의 합
체가 DB라는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이해이자, 창작과
공유 전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적극적인
문화행위임을 상기해야 함을 말한다.
넷째, 바로 이와 같은 현장성의 속성을 지닌 자료여야 생산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며 학자 및 일반인 모두에게 DB의 지속적인 창조효과라는 영향
을 줄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설명과 탑재된 DB의 주된 내용이 먼 과거에만
향해 있다면 DB로서의 생존사이클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박물관에 들어
박힌 죽은 자료로 쉽게 둔갑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에 그치는 자료가 아
닌, 동시대 관심자들의 연구와 다양한 활용처에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대적 요구와 적용성이 높은 현장감 있는 비판적 평가의 내용이
콘텐츠로 삽입되어야 한다. 현장성이 강조된 연구방향성을 달리 말하면 기
계적 번역과 같이 오랜 역사적 내용의 사료를 정리, 번역하는 일에만 매몰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광의의 범주에서 인문학
의 연구 핵심 가운데 하나이며, 지역연구가 기계적으로 통계자료를 번역하
여 탑재하는 방식의 일차원성은 이제 벗어나야 할 관행이다. 한 연구자의
극단적 경고에 의존하여 해제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문학의 연구대상과 결과가 기계적 통계자료로 환원 가능하며 손에 잡
히는 가시적 유용성을 산출해야 한다면, 인문학은 점점 투명한 실증학문,
정보가 누적적으로 집적되는 계량적 학문으로 전화될 것이다.”29)

하게 주장하면서, 유네스코(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같은 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유산의 보호 육성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채근(2013), pp. 154~157.
29) 윤채근(2013),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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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장성을 중시하는 문화콘텐츠는 그 속성상 ‘체험적’이며, 공감
의 수평적 위치가 방대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콘텐츠 = 체험상
품’이라는 지적이 등장하는 이유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은 바로 서구의 콘텐츠 문화산업이 아시아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이는 아시아 로컬에서 생성되는 문화유
산이 서구인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는 설명이고, 인간의 상상과 감동
의 원천이 아시아에서 배태되기 시작했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경제적 요소와 물류의 강조는 종국
에 소통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공통된 문화를 강조하게 된다. 즉 유럽연합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APEC)과 같은 경
제통합은 그 이면에 문화적 유사성, 혹은 문화유산의 공통적 유대감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중앙아시아 제 국가와의
교류와 소통의 이슈는 한국에 ‘문화적 대화의 창구’를 새롭게 열어보일 시
대적 필연성에 직면토록 한다.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과 그 창조적 열
쇠는 결국 문화적 공감대를 추진하면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동반관
계로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바로
이것이 경제통합에서의 문화역할이자 중앙아시아와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노력의 목표라고 하겠다.
문화적 대응과 교감 확대는 이렇게 경제적 효과와 역할의 심층을 관통하
는 공통분모의 기능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범문화적 동질성과 고유성
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대, 전승될 것이다. 자고로 문화란 고도로 맥락화되
어 있고, 계통적이라서 동일한 지역적 권역이라 해도 다른 문화와의 체계
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 기능하고 연관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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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의 비교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한 문화를 제
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의 말처럼 유라시아 대
륙,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한국이 만나서 상호관계를 이루어야 할 미래
의 길은 경제와 정치의 결정론적 세계관이 아닌 문화혼종의 개념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30)
단적인 예로 문화코드에 기반하여 ‘분석단위로서의 특정 문화’를 기술한
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성을 반드시 고려하고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가옥 이즈바와는 별채로
마당 밖에 위치하여 있는 바냐(баня)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것의 역사적
기원을 문헌의 고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오늘날에는 어떤 일상적 변
형과 관광적 용도가 추가되었는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
화는 유기체이며 생존과 소멸, 서로 다른 문화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통하
고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변주와 흐름이 연구되지 않는 해석은 가치
가 없다고 하겠다. 블린(блины)이라고 하는 전통음식의 기술에서도 마찬가
지로 길거리 음식점인 가판대 쩨레목(Теремок)이 왜 등장했고, 외국의 외
식업체 프렌차이즈에 맞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어떠한 대항
논리와 산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관찰하다보면,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 무무
(Му Му) 혹은 욜끼-빨끼(Ёлки－палки)의 등장배경을 동시대적 경제화와
문화연구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0) 에드워드 홀(2013), 문화를 넘어서, 최호선 옮김, 경기: 한길사,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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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전망의 기대효과
문화네트워크 포털에 등록될 서비스 항목, 즉 통합시스템에 포함될 4개
의 대분류 연구 분석대상은 1) 국내 학계에서 발표된 순수 연구물(중앙아시
아 문화영역)31) DB, 2) 중앙아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를 주단
위로 취합, 링크와 헤드라인 기사 번역을 탑재한 위클리 DB, 3) 1991년 이
후의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관련 자료 DB, 4) 중앙아시아 진출 준비자들
을 위한 로컬문화 소양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있다.

표 2.

학계 순수연구물 DB

중앙아시아 내 문화행사 DB
문화네트워크 포털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DB

파견 주재원 및 현지 진출 기업인 문화소양
매뉴얼

해제하면 첫 번째의 순수 학술 연구물은 기존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
문기관과의 연동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것 외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의 문화행사 DB’ 제작이 있다. 이
미 온라인 매체들이 상당 수준 발달되어 있고, 인포그래픽(Infographic)과

31)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링크 가운데 하나인 ‘기초학문자료센터(https://www.krm.or.kr/)’
에는 국내 연구진들의 각종 연구결과보고서와 업적을 DB로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분
류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13개의 ‘연구성과 유형’이 있고, 학문은 총 8개로 검색단
위가 나뉘어져 있다. 13개의 연구성과 유형은 다시 [단행본/보고서/논문/조사자료/고문서/
고도서/이미지/동영상/녹음자료/웹사이트/기사자료/낱장자료/원문콘텐츠]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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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각종 온라인 포털을 통해 쏟아지는 문화 관련 기사를 정리, 취합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신문, 주간 및 월간
지 인터넷판이 영어(English)와 러시아어(Russian) 두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일부 사이트의 경우엔 한국어 번역판(예: Russia Focus, 그림 2
참고)이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Top Story, Headline, Most Accessed Articles
등과 같은 머리기사 및 주요 기사의 제목을 번역, 링크, 주제 분류에 기초
한 DB작업은 그 자체로 이용자에게 엄청난 파급적 효과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32)

그림 2.

32) 물론 한국의 인터넷 뉴스업체에서도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뉴스피드(news feed)’를 설정해
두면 정기적으로 웹 사용자가 지정한 키워드와 주제 중심으로 뉴스가 정리되어 링크로 연
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 개인의 노력과 범주 제한의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설
정해놓는 선행작업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무작위 웹 이용자
다수에게 전달되는 뉴스 공급과는 다른 방식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뉴스피드에 관심
기사 영역을 지정해둔다 하여도 걸러지지 않는 예들이 경험적으로 훨씬 많아 필터링에 대
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고 하겠다. 때문에 전문가풀이 집단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방식
으로 현지 뉴스에 대한 종합적 검색 및 번역기사 제공 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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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네트워크 포털에 등록될 문화행사 기사 DB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지역 혹은 나라 중심의 것과 이슈(=주제) 중심의 위클리 서비스가 있다. 예
를 들어 현재 기존의 HK 수행 연구소에서 일주일마다 발행하는 두 가지
종류의 단신 번역서비스는 꽤 성공적이다. 3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해가고
있는 이 번역서비스는 콘텐츠 면에서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DB 구
축의 초기적 형태로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한양대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실행
하는 것으로 각기 “유라시아 헤드라인”과 “Russia ․ CIS Focus”가 이에 해당
하는데, 두 곳의 위클리 서비스 모두 주간(週刊) 기반으로 운영되며, 2014년
6월 24일 현재 한양대 197호, 한국외국어대 272호를 발행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중앙아시아 8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슈를 초점으로 하고 있
으며, 기사 분량은 단신인 관계로 A4용지 반 장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특별 주제, 즉 이슈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력을 보
이고 있는 후자의 예는 특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아가 특기할 것은 이렇게 주간 시리즈로, 온라인상으로 배포된 기사를
연 1회 단행본으로 다시 묶어 출간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문화행사 중
심의 본격 DB가 생성되기 전까지 그 전신의 기능과 역할을 이 두 위클리가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에게 시급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축의 인문
학적 구현의 실용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도 본 연구가 강조하는 문화행사
DB 서비스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상술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두
곳의 연구소와 연구소 기반 웹사이트는 ‘문화이슈’를 단독으로 특화한 코
너 혹은 기획특집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미 오픈한 DB 서비스 역시 문화
문제를 예외적으로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 링크된 항목과 하위분류체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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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도 문화이슈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나 현지 진출에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문화코드’적 이해를 위해서
도 두 연구소들의 사이트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탑재된 콘텐츠의 내용과 양 모두 상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향후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구체화, 실용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두 연구소의 지난 연구경험을 일별해볼 때,
지금은 관행적으로 연구해온 ‘정치 ․ 경제 ․ 사회’ 문제 중심의 제한적인 범
주를 넘어 과감하고 장기적인 기획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화 이해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적 구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로 진출하기
위해 왜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연적 요건은 정치와 경제 환경의 해석에
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한다. 이는 결코 우리의 관점을 갑자기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연구경험과 실제 적용의 성공
그림 3.

자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의 홈페이지 캡처.
양 연구소 상위 링크 어디에도 문화이슈를 특화한 코너는 없다.33)
33) 한양대, http://www.aprc.kr/aprc/index.asp; 한국외국어대, http://www.rus.or.kr/main/main.
asp(검색일: 2014. 6. 24).

8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진출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이다. 때문에 문화이슈의 문제는 다음에서 논의할 문제와 긴요하게 연관
되어 있다.
문화네트워크 포털의 세 번째 핵심요소이자, 또 다른 트랙에서의 접근방
법은 중앙아시아 관련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현대 ․ 기아
자동차, 삼성, 포스코, 롯데그룹, 일부 은행권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현지
에 파견할 주재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문화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참여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 사
업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단발적이고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
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더 고급한 현지 문화지식과 체험기반의 실용적
메뉴얼을 사전에 준비시켜주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34)
이 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분류로 더
욱 세분되어 로컬문화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야 하며, 이는 기본적
으로 위탁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단 교육대상은 현지 진출을 앞둔 직
장인(기업 주재원), 유학준비생, 문화예술 종사자, 단순 관광객, 일반 단순
강의자 그룹으로 다섯 구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마다 필요
로 하는 정보와 수준이 상이하며 적용될 프로그램, 즉 강의 콘텐츠 역시 다

34) 참고로 연구자 본인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체코, 슬로베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
지로 파견될 현대 ․ 기아자동차 파견 주재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 문화교육 프로그
램을 직접 디자인하고 강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총 5시간 30분 분량의 문화교육은 주로
1)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 동정, 2) 로컬의 한국인 커뮤니티 소개, 3) 현지에서 주재원 가
족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생활과 전문적인 활동, 4) 자녀교육 환경과 병원시설 이용, 5) 역
사 및 문화 활동 체험이 필요한 명소 안내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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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세분해야 한다. 이에 따른 필요 주차 수
역시 수강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 외 조건은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강의방식은 PPT로 통일하는 것으로 한다. 강의실 혹은 문화센터, 회사 내
공간을 이용한 현장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사이버 강의 혹은 e-learning이라고 통용되는 교수자와의 화상수업과 교신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형
태) 수강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기본 골격은 [표 3]과 같은 주제와 시수로
디자인하여 시행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표 3. 로컬 문화 소양교육 프로그램 기본 주제 및 시수 편성

교육대상

필요 주차수 (소요시간)

매뉴얼 구현 방식

현지 기업 진출인
(주재원 및 가족)

2시간씩 5주

강의자의 PPT 시현과 웹자료 공개

유학준비생
(어학코스 준비생 포함)

2시간씩 5주

강의자의 PPT 시현과 웹자료 공개

문화예술인 종사자

2시간씩 5주

강의자의 PPT 시현과 웹자료 공개

단순 관광객

2시간씩 3주

강의자의 PPT 시현과 웹자료 공개

일반 관심자 및 학생

2시간씩 9주

강의자의 PPT 시현과 웹자료 공개

교육대상

현지 기업
진출인
(주재원 및
가족)

필요 주차 수
(소요시간)

교육 내용

2시간씩
5주

∙ 대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과 현지 비즈니스 환경
∙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토스트, 협상, 가정방문, 그룹 미팅, 화
상회의, 사내 워크숍 및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등)
∙ 주재원 아내와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기본 내용
∙ 현지의 병원, 학교, 자치센터 이용
∙ 여가활동과 건강
∙ 주택환경과 교통문제
∙ 각종 세금과 은행업무
∙ 한국인 공동체 환경, 한인사회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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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교육대상

유학준비생
(어학코스
준비생 포함)

필요 주차 수
(소요시간)

교육 내용

2시간씩
5주

∙ 러시아 현지 대학교와 학부 및 대학원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
적인 오리엔테이션
∙ 학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학위과정, 도서관 이용방법 러
시아
∙ 이하 위와 동일

그림 4.

자료: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포털이 부재한 관계로, 간접적이나마 우리는 러시아
의 대표적 사이트에서 세계(мир) 혹은 해외문화(зарубежная культура)를 검색할 수 있
다. 여기에 소개된 러시아 문화포털들은 잘 알려진 웹사이트로,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1) 루스키 미르, 2) 하단 좌측의 RIANOVOSTI의 대표적 인포그래픽, 3) 하단 우측의
‘그림 5. 러시아 문화’ 사이트를 보여준다.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88

중앙아시아 연구 인프라와 지식체계를 위한 제언: 문화네트워크 포털 구축을 중심으로

그림 5.

자료: 일간지 꿀뚜라(Культура)와 콜타루’(Colta.ru)는 러시아 문화 종합 포털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이트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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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에서 예로 든 문화네트워크 포털의 네 가지 구축자료를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적인
가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 연구 자체는 연구자들(공동 및 보조
연구원)이 대거 투입되는 방식의 토대연구적 형식(KRF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례적으로 시행하는)이 아니며, 공유자료 아카이브를 연구자 단독으로 진
행하겠다는 제안은 더더욱 아니다. KRF와 같이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과 협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별
도의 전문 학술원 성격의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을 창립하여 원 내
에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계획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DB에 기초한 문화네트워크 포털 성격이며, 사
회적 활용도에서 기존의 일반 대학 도서관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그 구조적 계통과 특징은 앞서 논의한 ‘연구개발특
구 진흥재단’ 내 부설 ‘특구 정보도서관’과 상당히 유사하며, 미래창조과학
부가 승인, 인가하여 운영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R&D 수행부처, 연구기관, 연구자가
이행해야 할 연구 시설 ․ 장비 단계별 이행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 시설 ․ 장비의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설
정한 표준지침이다.
오픈 소스 아카이브 DB와 이에 기초한 문화네트워크 포털 창조는 결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 산하의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학술원은 국가가 주도하되, 자료공급자, 즉 원자료를 탑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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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35) 지금까지 일부 사립대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연구소에서 HK 프로젝트로 구축한 DB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유
료화될 가망성이 매우 높다. 혹은 총연구기한인 10년이 지나면(예를 들어
한양대 러시아 ․ 유라시아 HK 사업단은 201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의 HK 사업단은 2019년)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을 수도 있다. 때
문에 연구수행 중의 의욕과 성취감은 연구가 종료되면서 쉽게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앙아시아학을 포함하여 인문학적 토양과
그 연구결과는 결코 사적인 목적에서 흡수되어서도 안 되며, 개인적인 용
도는 더더욱 아니다. 철저하게 공익적 바탕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 공유
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야겠다. 이런 점
에서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의 모든 자료 역시 공익성 차원에서 국
가가 주도하고 운영해야 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인문학 관계자와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듯이,
공공재로서의 DB 자료가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지면 상품성의 가치로 뚜렷
하게 구분되어 우 ․ 열의 이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가 혹은 정부가

35) 국가가 주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앞선 장에서 필자가 역설하였듯이, 본 연구가 가장 경
계하는 경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리에 휘둘리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다
고 정부가 언제나 기업논리와는 다른 보호주의 정책만을 펼칠 것이라는 믿음에서 언급하
는 것은 아니다. 단 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서 우려되는 바와 같이 문화를 전통의 유산
이건 동시대적 대중문화의 것이든 창조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여 전승할 만한 필요의 절
대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조건’으로 바라보고 문화를 상품과 같은 콘텐츠
로만 간주하려는 기업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문화영역은 철
저하게 경제적 속성과 연동하여 봐서는 안 되며, 오로지 비영리적이고 순수 인문학적 보호
육성의 관점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분야이다. 윤채근이 날카롭게 적고 있듯이, “문화야
말로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그 거대담론에 저항하는 전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윤채
근(2013), p. 84. 이에 우리가 주창하는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의 개원은 국가가 추
진해야 할 것이며 후원하는 모종의 기업이 관리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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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육성과 지역학 발전의 진취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적극 개입하고 선
도해야 할 사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주요 콘텐츠는 국내 및 중앙아시아 자료를 망라하게 될
DB이며, 이 기초 자료 구축이 끼칠 다방면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문적 기여도]
1. 학제 간 연구업적 공유 및 문화교류의 총체적 자료 구축 및 현황 파악
2. 지역학 분석단위(특히 문화분야)와 대상 간의 유기적 통합망 구축 및
연구물 활용
3. 해외의 연구인프라 의존에서 독립하는 자주성 선언이자 기초 작업 조성
4. 대학 부설 연구소, 기업 연구원 및 정부 출연기관에 DB 서비스

[사회적 기여도]
1. 오픈 소스 아카이브 구축(=디지털 공공 도서관)과 대사회 DB 서비스
제공
2. 정부 출연 프로젝트 HK, BK21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자료 공유
3. 기업 및 사업체의 고급정보 제공에 기여
4. 해외지역 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의 기초 자료 서비스 제공

[교육과의 연계방안]
1. 외교아카데미 및 고위 공무원 전문가 위탁 교육프로그램과 연동
2. 언론인 및 경제인 전문가 위탁 교육프로그램과 연동
3. 현지 기업체 파견직원 위탁 소양 교육프로그램과 연동
4. 학회원 내 단기 특별 교육프로그램과 연동
5. 교육기관에서의 강의자료 활용
6. 문화인사 교류 및 소양 교육 매뉴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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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다.”36)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주장들은 21세기 新성장동력으로 전화하고 있
는 ‘문화콘텐츠’, 일명 콘텐츠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학 연구 정보와 결과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DB로 구현하기 위한 제반 학술적, 행정적, 교육
적, 기술적 방안들을 모색해본 내용들이다. 그 최종적 제안이자 가장 중요
한 안건으로 상정한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 개원과 산하 핵심 부처
로서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 개관은 ‘문화콘텐츠를 최적화
하는 기술’로서의 CT(Culture Technology)를 연구하고 이것의 구현방식을
창조하자는 제의로 제한적으로 발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37) 그보다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연구자료의 집적과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적 주제 접근을
원용하자는 것에 들어 있다. 따라서 문화기술의 CT를 강조하기보다는 문화
콘텐츠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구단위의 혁명적 재통합을 주장하
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앞서 열거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지식공유, 포털사이트 구축
과 같은 작업의 궁극적인 효과는 지역연구를 함에서 분절된 거시와 미시
36) 재인용: 윤채근(2013), p. 229.
37) 인문콘텐츠학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201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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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소통이자 ‘공생적 통섭’에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사회과학방법론, 즉
독립적 개별 인간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방법과 사회 전체의 틀을 기
준으로 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의 ‘기능적 통합’과 ‘맥락적 소통’이 곧 우리
가 주장하는 문화포털의 새 데이터이다. 원론적으로 이 방식은 ‘개인의 사
회적 정체성 형성과정’이란 프레임을 사회국가지역 혹은 권역으로 외
연을 확대해가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획득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변화해가는 국가 혹
은 지역단위의 운명과 치환되며 사회적으로 환원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을 통섭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새로운 지식기반의 웹
포털과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 개원은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새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다. 비록 낭만적인 낙관주의 발상이라고 해도 인문학
적 통섭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통섭의 어원적 의미에서와 같이 ‘함
께 도약하기’, 즉 인문과 사회,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의 응집, 그리하여 새
로운 단위로의 거듭남이다.38)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과 재현은 중앙아
시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방법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음으로는 세계화의 추동력인 경제분야가 아닌 문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기초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의 에피그라프를 인용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지
금까지 새로운 문화창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
운 제안을 이야기하였다. 중앙아시아학 연구결과물에 연관지어 현지 로컬
의 사회 ․ 문화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38) 심광현(2009),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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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 누리게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왔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연구
결과물을 지식으로서 가르치고 DB자료로서 공익성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
에게 배급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방법을 논하였다. 더불어 이 목표를 구현
함에 있어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과 연구과제로서의 사업적 측면, 시행에
따른 행정적 측면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가칭 ‘중앙아시아 인문학술원’ 창
립과 그 산하의 ‘중앙아시아 문화포털 디지털 도서관’ 개관을 모델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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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목록과 주요 내용

일시

2007.
4. 11~17

2007.
11. 15

2008.
3. 18~
4. 13

행사명

우즈베크
작곡가연맹
부회장 초청

제1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한국국제
교류재단

∙ 라히모브 하비불라(Rakhimov Habibulla) 우즈
베키스탄 작곡가연맹 부회장 방한
∙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립음악원 작곡기악과 교
수로 재직 중
∙ 가곡 ‘아리랑’, ‘보리밭’, ‘비목’ 등 한국음악을
우즈베키스탄에 소개하는 데 앞장

∙ 한국 및 중앙아 5개국 대표 150여 명 참석
∙ 제4회 “한-중앙아 문화교류 증진방안”
∙ 한 ․ 중앙아 교육협력 강화방안(나탈리아 카리
모바, 우즈베크 동방학대 교수)
∙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소개 및 한 ․ 중앙아 문화
외교통상부
협력 전망(서병문 단국대 교수, 前한국문화콘
(외교부 청사)
텐츠 진흥원장)
∙ 한 ․ 중앙아 문화․관광 분야 협력방안(페르핫 아
르자노프, 투르쿠 관광체육위 부원장)
∙ 한 ․ 중앙아 인적 교류(고려인 등) 활성화 방안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 ‘초원과오아시스- 사진으로보는중앙아시아’ 개최
국립청주
∙ 중앙아시아학회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중앙아시아학 동안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우즈베
중앙아시아
회(국립청주박 크,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각지를 학술조사하
물관)
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약 180여 점

우즈베크
문화예술
2008.
재단 타슈켄트
6. 4~10
사무소 대표
방한

한국국제
교류재단

∙ 산드자르 까리모프(Sandjar Karimov) 방한
∙ 양국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방안 논의 목적

대동문화
2008.
재단
10. 27~
우즈베키스탄
11. 1
방문

대동문화
재단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 2008아시아문화도시교류추진계획에 의거, 우
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 ․ 우즈베크 간 민간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 박구환 대동문화재단 전시기획팀장 등 5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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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대동문화
2008.
재단
10. 27~
우즈베키스탄
11. 1
방문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대동문화
재단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박물관(SFAN), 사마르
칸트 예술인협회(STRI), 사마르칸트 외국어대 한
국어학과와 대동문화재단 문화교류 MOU 체결

∙ 중앙아 음악, 무용, 사진, 의상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 중앙아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외교통상부
∙ ‘시인의 노래, 중앙아시아’ 사진전 개최 (한국국
(서울, 제주도)
제교류재단 문화센터)
∙ 한 ․ 중앙아 문화교류세미나(아르코 CT)

2008.
11. 10~
30

실크로드
문화축전

2008.
12. 9

제2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외교통상부
(제주신라
호텔)

∙ 한국 및 중앙아 5개국 대표 150여 명 참석
∙ 제3회 “한 ․ 중앙아 문화교육 협력방안”
∙ 한 ․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 박물관간 문화교류 협
력방안(한국: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
실장, 중앙아: 아킴 카자흐 과학박물관 부관장)

2009.
4. 20~
5. 1

한국문화
축제

문화체육
관광부
(우즈베크,
카자흐, 투르쿠)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중앙아 3개국 수도 순회공연(가야금 대금 연주,
비보이, 중앙아 현지 예술단 공연 등)

문체부,
외교통상부,
중앙일보,
지식경제부
(국립극장)

∙ 카자흐, 우즈베크, 투르쿠 3국 문화 소개
∙ 카자흐 국립 심포니: 소프라노 스마일로바 토르
근, 바이올리니스트 권명혜와 협연 ․ 카자흐 여성
중창단 ‘두다라이’: 우리 동요 ‘섬집아기’ 편곡
∙ 3개국 흥행작 영화제 및 사진전 개최

비단의 향연,
2009.
한 ․ 중앙
아시아
문화
5. 15~20
교류 축제
2009.
6. 22~27

2009.
8. 26~27

한국
문화의 날

한 ․ 중앙아 ∙ 투르쿠 문화언론부 초청, 아쉬하바드에서 개최
문화교류협회 ∙ 오은령 무용단,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및
(투르크메니스탄) 봉산탈춤보전회의 한국전통 공연 등

∙ 한 ․ 중앙아 신화 ․ 설화 공동연구 및 디지털 아카
제1차 한 ․
문체부
중앙아시아 아시아문화중 이브 논의차 중앙아 문화 대표단 방문
문화자원
심도시추진단 ∙ 카자흐: 자이나노바 카밀라 문화공보부 예술과
협력회의 (서울신라호텔) 수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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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 키르기스: 아이누라 아마노바 문화부 프로그램

2009.
8. 26~27

제1차 한 ․
중앙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전문가
문체부
∙ 타지크: 카리모브 파르호트 문화부 출판국장
아시아문화중
∙ 투르쿠: 안나굴리 오베조프 문화언론부 국제협
심도시추진단
(서울신라호텔) 력 담당전문가
∙ 우즈베크: 만슈르 백무라도부 타슈겐트 문화주
립대학 부총장

2009.
10. 28~29

제2차 한 ․
중앙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 한 ․ 중앙아 신화․설화 공동연구 및 디지털 아카
문체부
이브 논의차 중앙아 문화 대표단 방문
아시아문화중
∙ 1차 회의에서 합의된 ‘한 ․ 중앙아 스토리텔링
심도시추진단
위원회의 창설’ 선포와 ‘한 ․ 중앙 신화 ․ 설화 공동
(광주 라마다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운영규정’
플라자 호텔)
제정
∙ 초청 강연회, 전시 설명회,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권영필 교수, “머나먼 소그드, 가까운 소그드-

동서 문화의
2010. 십자로-우즈베
2. 23~28 키스탄의 고대
문화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실크로드를 통한 고대 한국문화와의 관계를 중
심으로”
∙ 박진호 연구원,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디지털
복원”
∙ 장준희 박사,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 아훈자노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부대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양상”
∙ 이병화 한국대사, 쿨 ․ 무하메드 카자흐스탄 문

2010.
3. 4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개관식

문화체육
관광부
(아스타나)

화공보부 장관, 코즈바예프 문화위원회 위원
장, 무사하드자예바 국립 뮤직 아카데미 총장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정 ․ 관계 및 문화예술
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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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한 ․ 중앙
아시아 신화 ․
설화 ․ 영웅
서사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포럼

∙ 한 ․ 중앙아 신화 ․ 설화 ․ 영웅서사시의 문화산업
적 활용방안 도출
∙ 황석영 소설가 한 ․ 중앙아 신화 ․ 설화 ․ 영웅서
사시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기조발제
∙
유인택 문화콘텐츠비즈컨설팅 대표(영화산업),
문체부
아시아문화중 권이형 엠게임 대표(게임산업), 설도윤 설앤컴
심도시추진단 퍼니 대표(공연 산업), 황경태 한국만화 출판협
(프레스센터)
회 회장(애니메이션산업), 방현석 아시아문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출판산업), 김국진 미디
어미래연구소 대표, 이수형 청강문화 산업대학
미래원 원장,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정형모
중앙일보 부장, 구문모 한라대학교 교수 등 참석

2010.
8. 6~7

알마티
문화의 날

대구시,
∙ 한 ․ 카자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정된 ‘2010년
알마티시,
대구경북국제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를 맞아 대구시 자
교류협의회
매도시인 알마티시가 개최하는 ‘2010년 대구에
(대구시청,
서의 알마티 문화의 날’ 행사
계명대)

2010.
10. 6

카자흐스탄
만기스타우
주(州)
문화관광
행사

2010.
5. 6

2010.
11. 30

제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실크로드
재단,
만기스타우
문화관리국
(숙명여대)

∙ 민속공연단 Akjarma의 음악과 무용단 Jorga의 춤
∙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
로 성사된 본 공연은 2010년 한국 ․ 카자흐스탄 해
를 맞아 두 나라의 우호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의미

외교통상부
(그랜드
힐튼호텔)

∙ 한국 및 중앙아 5개국 대표 300여 명 참석
∙ 2세션 분과별 회의 중 언론 분과
∙ 문화협력(한류 등) 및 언론교류의 필요성(강병
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성남 서울신문 독
자서비스국 부장, 유창엽 연합뉴스 2부 차장)
∙ 신화 ․ 설화 ․ 영웅서사시 포럼(특별 분과)
∙ 한․ 중앙아 신화의 원리를 찾아서(이애림 애니메이
션 감독, 바이고지나 ‘카자흐필름’ 영화사 편집자)
∙ 한 ․ 중앙아 신화․설화․영웅서사시 문화콘텐츠화
(정재은 감독, 정영욱 희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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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2010.
12. 1

2011.
3. 16~17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3차 한 ․
중앙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화 ․ 민담 ․ 영웅서사시
의 번역,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 및 디지털 아카
문체부
이브 구축의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
아시아문화중
업계획을 논의한 합의내용
심도시추진단
∙ 한 ․ 중앙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공모전 추진
(국립중앙
∙ 2011년 ‘한국의 해’를 맞이하는 카자흐스탄 알
박물관)
마티에서 ‘제4차 한 ․ 중앙아시아 문화자원협력
회의’ 개최

제4차 한 ․
중앙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 한국 ․ 중앙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공모전 세부 계
획 확정
문체부
아시아문화중 ∙ 중앙아시아의 신화, 민담, 영웅서사시 23편을
심도시추진단 소재로 한 시나리오 대상
(카자흐스탄 ∙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창작물은 장편소설, 영화,
알마티)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만화, 게임 등
8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

2011.
5. 3

인천국제교류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한국과
를 위해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앙아시
재단
중앙아시아,
(인천국제교류 아 권역을 주제로 문화교육
수천년의 대화
센터)
∙ 박상남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강연

2011.
5. 26

∙ 샤키예프 누를란베크(Shakiev Nurlanbek) 문화
정보부 장관 방한
문화체육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교
키르기스스탄
관광부
문화장관
2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방안
(숙명여대,
특별 강연
한국외국어대) 에 대해 논의
∙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 키르기스스탄의 문화
예술과 관광에 관해 강연

2011.
7. 19

인천국제교류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중앙아시아
를 위해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앙아시
재단
문명의 뿌리,
(인천종합문화 아 권역 ․ 우즈베키스탄을 주제로 문화교육
우즈베키스탄
예술회관) ∙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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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2011.
10. 20

‘한국의 해’
폐막식

2012.
5. 7

투르크메니스
탄 ‘갈크느쉬’
전통예술
공연단 의정부
공연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 5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한국의 해 관련
공연과 영화제, 태권도 등 폐막
문화체육
∙ 양국 교류의 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정치,
관광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추진
(카자흐스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 5월 양국 정상회담
알마티)
에서 2010년을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은 한국
의 해로 정한 바 있음.
한 ․ 중앙아시아
친선협회, ∙ 한 ․ 중앙아시아 수교 20주년 기념, 투르크메니
의정부문화교
류추진위원회 스탄 민속무용과 전통 타악의 만남 공연
(의정부 행복로)

2012.
8. 20~21

제 1회
한 ․ 중앙아
문화장관
회의

문체부
(광주)

∙ 한 ․ 중앙아 5개국 장관, 한 ․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문화협력을 담은 광주선언문 서명
∙ 2014년 광주광역시에 완공될 예정인 ‘국립아시
아문화전당’을 통한 한국과 중앙아 간 협력 강
화가 주요 의제, 이외에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관광, 체육 분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2012.
10. 6

한국 ․
카자흐스탄,
전통문화 교류

천태종
(한강
선유도공원)

∙ 카자흐스탄 대사 등 카자흐, 한국인 100여 명 참
가, ‘추석맞이 글로벌 축제’ 개최

2012.
10. 11

∙ 학술 발표
∙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카카잔잔베코프 고문연구소 대외협력국장)
중앙아시아,
한 ․ 중앙아 ∙ 도상과 문자- 둔황 사본의 판면 배치(정광훈 고
한국, 교류의
려대민연 IDP Seoul 선임연구원)
친선협회
(고려대
길 실크로드
∙ 투르크메니스탄과 실크로드(겔디무라드 함메
민족문화
도프 과학아카데미 문화유산센터 국장)
연구원)
∙ 실크로드의 수많은 용(홍윤희 고려대 민연 HK
연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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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 한 ․ 중앙아 수교 20주년 기념해 중앙아 국가들
과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 2일차 문화분야(세션 4, 5)
∙ 중앙아시아 한류 현항과 과제(미르쿠바노프 우
즈베크타슈켄트 대학교 교수)
문체부
∙ 한 ․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사비로
2012. 2012 한 ․ 중앙 해외문화홍보원
프 우즈베크 역사문제 연구센터 소장)
10. 31~ 아시아 국제 (카자흐스탄
∙ 한 ․ 중앙아 공연예술분야 협력 방안 모색(홍승
유라시아
학술회의
11. 1
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명희 전 국립국악
대학교)
원장, 사듸코프 문화정책과 예술학 연구소 소장)
∙ 한 ․ 중앙아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양승주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사, 한 발레리 우즈베크 역
사연구소 부소장, 디한 캄자베쿨릐 유라시아대
학 전략발전 ․ 평생교육 부총장)

2012.
12. 14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중앙아시아의 인천국제교류 를 위해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앙아시
재단
스위스,
아 권역 ․ 키르기스스탄을 주제로 문화교육
키르기스스탄 (인천시티빌딩) ∙ 정준희 교수, 키르기스스탄의 역사․문화․지역․풍
습 등에 관해 강연

2013.
3. 21

카자흐스탄 ․
한국 음악회
개최

카자흐
한국문화원, ∙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최초의 클래식 분야 한 ․
카자흐
국립예술종합 카자흐 합동공연
대학(아스타나)

중앙아시아
유물 자료집
발간

∙ 당관 소장 중앙아 유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자료
집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편｣ 발간
∙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중점
∙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새로운 연구결과
의 수록
∙ 과학적 조사(39점의 유물에 대해 실시한 보존과
학적 조사내용이 풍부하게 수록)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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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2013.
7. 3

2013.
7. 25

2013.
8. 29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 국립 키르기스스탄대학(총장 이사미디노프)과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박물관(총관장
동북아역사재단,
마흐무드) 등 중앙아의 학술연구기관과 공동역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역사재단 사연구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학술교류 협력
∙ 고대사회로부터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중앙아
협정 체결
시아의 교류를 현재에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
인천국제교류
아스타나를
재단
아시나요?
(인천계양구청)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해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앙아시
아 권역 ․ 카자흐스탄을 주제로 문화교육
∙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 국내 방송사 제작 방송콘텐츠를 중앙아/CIS 권
역에 소개하는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2013년 제4차
∙ KBS 미디어, MBC, JTBC, CJ E&M, GTV, 방송
미래창조
방송콘텐츠
대학 TV 등 방송콘텐츠 판매사 참가
과학부
쇼케이스
∙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인접국가의 바이어와 방송관계자를 초청하여
및 CIS 권역)
한국 방송콘텐츠를 알리고, 현지 진출을 위한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
∙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놀이패 신명
이 공동으로 진행한 2013아시아문화예술교육
교류사업 ‘한민족 이음학교’를 통해 완성한 한
국-카자흐스탄 공동총체극 ‘술래소리’

2013.
9. 13

한-카자흐
공동총체극
‘술래소리’
공연

광주문화재단
(알마티한국
교육원)

2013.
11. 22

제2차 한 ․
카자흐스탄
문화공동
위원회

∙ 한-카자흐스탄간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고 문화,
외교통상부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분야 협력 증진
(카자흐스탄
∙ 한충희 문화외교국장, Aliya S. Abeldinova 문화
아스타나)
부 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

2013.
11. 27

한국학중앙 ∙ 중앙아시아학연구자 크리스토 벡위드 교수
중앙아시아와
연구원
한국의 교류를
(Christopher I. Beckwith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한국학중앙
말하다
중앙 유라시아학과)초청 특별강좌 개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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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일시

행사명

주최 및 장소

주요 내용

∙ 중앙아 주한공관의 외교사절단과 중앙아 관련
민 ․ 관 ․ 산 ․ 학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
∙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상생과 협
외교통상부
력의 對중앙아 외교’ 정책 활성화 목적
(플라자호텔)
∙ 한-중앙아간 교류협력 사업성과 및 외교활동 평
가, 향후 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
∙ 중앙아시아 전통문화 예술 공연 관람

2013.
12. 18

한 ․ 중앙아의
밤

2014.
2. 16

∙ IICAS와의 교류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 정보보
호법 인재 양성’ 사업영역에 맞춰 각국의 전통
단국대 문화를 보호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단국대학교
기술에 대해 지식 재산화 할 수 있는 기초 방안
중앙아시아학
법과대학
을 연구할 예정
국제연구소
BK21플러스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위치안 IICAS는 중
(IICAS)
사업단
앙아시아 지역의 문화 연구를 통해 일대 국가와
교류협약 체결
학자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창설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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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11월 초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러 ․ 일 두 나라 사이에 외무 ․ 방위
각료회의(속칭 2 플러스 2)가 개최되었다. 이는 2013년 4월 푸틴 ․ 아베 모스
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서 두 나라의 외무, 국방 장
관들이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2 플러스 2라는 형태의 회담
은 의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러시아는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영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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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등의 2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면 동맹국도 아니며 또한 평화조약도 체
결하지 않은 러 ․ 일 두 나라가 왜 이런 높은 단계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
축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아베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러 ․ 일 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5번 이뤄졌으며 (한 ․ 일 정상회담
은 없고 미 ․ 일 정상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기로 관계가 냉각되었다) 소치
올림픽 개막식에 서방 열강의 정상들이 대부분 보이콧하는 중에도 아베 총
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푸틴 대통령의 2014년 가을 방일을 합의하는 등
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 일본 언론과 연구자들은 이를 러 ․ 일 신시
대의 개막, 혹은 밀월관계의 아베 ․ 푸틴이라고 칭하고 있을 정도이며 아베
총리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을 블라디미르라고 First name으로 부르는
사이라고 친밀감을 피력하였다.2)
이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러시아에 일본이, 일본에 러시아가 각각 중
요한 외교협상의 상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은 아베 정부 2기에 들어서서 일본의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친화정책에 기
인한다. 러시아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는
세계 최대의 대국이며 정치적으로는 냉전이 끝나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언
제나 글로벌 정치무대의 주역 중의 한 국가였다. 이러한 러시아를 설명하
는 용어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지정학(Geopolitics)이라
는 단어인데 바로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서남북 어느 방면으

1) 푸틴 대통령의 방일은 우크라이나 정세로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2) http://www.fnn-news.com/news/headlines/articles/CONN00262764.html(검색일: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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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냉전시기에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는 어디까지나 서쪽(서방유럽, 혹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방정책이 주요 논의의 의제였으나 지금 21세기에는
동쪽(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유로존 위기로 인하여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
EU 지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점차적으로 동쪽의 중국과 인도의 중요성
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남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이슬람지역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와 에너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
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역사에서 부동항(不凍港) 확보에 힘쓰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러시아, 특히 푸틴 정부는 북쪽의 바다 즉,
북극해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극해는 새로운 에너지원과 유
통의 루트로서 동아시아의 한 ․ 중 ․ 일 삼국도 이 부문에 흥미를 가지고 있
다. 즉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현재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
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으며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이 점점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동진(東進)정책에는 커다란 장애
물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이 중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밀월관계가 아니며 중국은 21세기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노리는 G2의 국가로서 러시아가 냉전시대에 누렸던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전통적 러 ․ 중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러시아 외교
정책에서 균형의 문제로서 일본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의 러 ․ 일 두 나라의 급속도로 빠른 접근을 가져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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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뤄지
지 않았던 아베 2기 정부의 러 ․ 일 관계 강화 요인,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의 목표, 양국 관계 강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한
다. 이에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이제까지의 국내와 해외 선행연구를 조사하
여 그 경향을 밝히고 이 연구가 무엇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Ⅱ.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방법
그동안 러 ․ 일 관계에 대해서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여러 연구가 행해져
왔다. 먼저 러시아 지역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초점을 맞추거나(최태강 2009) 푸틴 집권 3기의 외교정책을 한
반도에만 영역을 한정하는(김성진 2012; 신범식 2013) 경우가 많았으며 종
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강봉구
2012). 이에 더하여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아베 2기 정부 이후
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보다는 여러 차례 언급된 영토문
제 (쿠릴열도– 일본 측 표현으로는 북방 4도)의 갈등구조에만 집중한 경향
이 강하다. 푸틴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나온 연구들도 러시아 측면에서
만 바라보거나(제성훈 2011, 2012; 제성훈 ․ 강부균 2013) 에너지 수출전략
에만 집중하는 연구(윤익중 ․ 이성규 2012) 등이다. 그러나 역으로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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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본 지역연구자들의 연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일본의 국가전략에
만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완 2013)이거나 혹은 아베노믹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송석원 ․ 공정승 2013; 최희식 2013) 등이 있을 뿐 러 ․ 일 관계
를 두 나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연구는 어떠한가? 아베 정부가 다시 성립되고 나서 러시
아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빠른 접근을 하자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출현하
였는데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동아시아에서 두 나라
의 협력을 역설하는 연구(下斗米伸夫 2013), 러 ․ 일 관계 강화로 시급한 일
본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上久保誠人 2013), 러시아
석유 가스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적 함의를 찾는 연구(栗田抄苗 2014)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였고 사할린지역을 일본자본으로 투자하여 에너지 개
발을 직접 수행하자는 주장이나(Tadashi Sugimoto 2013)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러 ․ 일 관계 강화가 어떠한 긍정
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한 연구(미즈호 종합연구소 2014)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러 ․ 일 관계에 대한 영문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동방외교를 고찰한 연구(Gaye Christoffersen 2010), 러시아의 경
제적 측면에서 일본과 접근하는 이유의 배경을 설명한 연구(Darya Gerasimenko
2012), 러시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설명한 연구(Olga A. Avdeyeva 2011),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연구(K. D. Kapur 2012), 같은 쿠릴열도 분쟁에서 일
본의 국내사정과 그 함의를 다룬 연구(Alexander Bukh 2012), 왜 러시아는
동아시아로 접근하는가에 대한 연구(Andrew. C. Kuchins 2014) 등이 존재
한다.

11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이제까지의 연구가 지정학적인 지역연
구이던 지경학적으로 경제적 협력과 그 경제효과를 예측하는 연구이던 단
편적으로 한 국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거나 기존의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베 2기 정부 들어서서 경제
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의 지구의(地球儀)외교는 이제까지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한 나라의 측
면만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정학적 ․ 지경학
적인 의미를 동시에 연구하는 작업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방법론 또한 최
적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첫째, 러시아와 일본 관련된 문헌에 대한
연구이다. 러 ․ 일 관계의 변화를 맞이하여 최근 들어 일본에서 활발하게 관
련 문헌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러시아 중심이 아닌 일본 중심의 시각은 국
내에 아직 잘 소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연구의 균형 측면에서 일본, 영
문 및 국내의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1차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
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연구주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둘째, 관계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이다. 실제로 일본 지방언론의 러시아
지역과 밀접한 기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아베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정책,
그로 인한 영토분쟁에 대한 지역의 여론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 정책을 수
립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치적인
측면만이 아닌 실제 지방여론 파악을 통하여 일본이 러시아에 원하는 요소,
지역주민들이 가진 불안,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 등을 조사해본다. 이는 단

∙ 112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와 시사점: 아베 2기 정권 러 ․ 일 신시대의 개막

지 중앙정부적인 정치적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경제적
인 협력관계에도 주목하여 정치,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한 ․ 러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국내연구
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러 ․ 일 관계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책을 찾아본다. 이를 통하여 단지 러 ․ 일 관계 변화만을 바라보는 평면적이
고 단순한 연구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
할을 목표로 한다.

Ⅲ. 아베 2기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의 이유 및 현황

1. 대러시아 정책 변화 요인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베 2기 정부(2012~현재)는 왜 대러시아 정책에 변
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피는
일본 연구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일치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에너지 안보에서의 두 나라의 상호 보완성이다. 러시아의 수출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인데 최근의 셰일
가스 개발로 인하여 러시아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극동시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처럼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원자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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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베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인 아베노믹스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장기 경제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성장전략, 재정정책, 금융
정책 등 세 개의 화살로 이뤄져 있는데 출범 후 1년 아베 정부는 국민들과
경제계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데에는 크게 성공하였지만(미즈호종합연
구소 경제보고서 2014) 아직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3단계인 성장전략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정책으로 엔저, 주가상승, 장기금리의 안정이라는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책 실행 2년차를 맞아 3단계 성장
동력을 개발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한 성장동력 중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대규모 FTA와 현실
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인데 아베 2기 정부의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해줄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극동개발
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를 포함하는
지역은 세계 GDP의 약 53%, 세계 교역의 약 44%를 차지하면서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데, 러시아 극동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태지역의 경
제성장과 통합과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자국 경제가 소외되거나 극동지역이 역내 국
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단순한 원료공급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
식을 가지고 있다(제성훈 2012, pp. 124~125).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 푸틴 정부는 주력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매장을 자랑하는 극동과 에너지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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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약점은 엄청난 에너지자원의 수요이다. 2012년 세계 석유
소비 순위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인 2위, 일본은 3위, 한국은 8위를 차지했
다(BP 2013. 6. 9,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현재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석유자원에 대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전체 수
요의 약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국내 생산량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지속
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거기에 이 논문에서 논하려는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화력발전 에너지원의 수입이 급증한 바 있다. 즉 결론적으로
아베 2기 정부와 푸틴 3기 정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배경이 존재
하며 러시아의 낙후지역 개발과 일본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라는 측면
에서 제일 먼저 가능한 것이 바로 에너지 협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간략하게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에너지 협력이
어떠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러 ․ 일 에너지 협력의
기초는 사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속칭 ‘사할
린 프로젝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Tadashi Sugimoto 2013). 비록 사할
린 프로젝트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예전 규모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러시아 ․ 일본의 에너지개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초를 제
공한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으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의 극동 개발이나 투
자가 의외로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사할린 프로젝트의 내용이 아직도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최근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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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협력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
베 2기 정부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에너지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 외무성 유럽국 일본 ․ 러시아 경제실장인 이시카와는 2014년 3월 열
린 콘퍼런스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자동차를 60%,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수출의 75%는 에너지 관련으로 전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러시아로
부터 원유의 5%를 수입하고 있고 LNG는 2009년 사할린2의 개발 이후
9.5%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산업부문이 유망
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GNP 단위로 보면 일본의 7배나 에너지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에너지절약 산업부문의 러시아의 수요와
일본의 기술력이 잘 연결될 것으로 사료된다”(ERINA REPORT No.116 7)
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농업,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일본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같은 콘퍼런스에 출석한 러시아 측 인사인 세르게이 마린 러시아 연
방 외무성 제3아시아국 러시아 ․ 일본 경제교류부장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러시
아의 총자원량 중에서 이 지역은 석탄 45%, 천연가스 30%, 석유 18%, 수자
원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동부지역에서의 파이프라인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러시아 동부지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 천연가스 생산거점의 형
성, 기존 바이칼 호수 서쪽의 파이프라인 연장을 통한 통일된 가스 파이프
라인의 건설, 원유 ․ 석유제품의 수출 인프라 정비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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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원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가공하여 완성품, 반제품
을 수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일본기업의 참가를
바란다”(ERINA REPORT, No.116, p. 9)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아도
두 나라의 외교 실무자 레벨에서 이미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협력
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아베노믹스의 3단계 성장동력이 바로 메가 FTA
인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TPP의 진행상황이 순조롭지 않고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반발
하는 가운데 현재도 소고기, 돼지고기의 관세부문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
뤄지지 않고 있다.3) 또한 아베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 중 하나인 중국
에 대한 동아시아 안에서의 견제를 위하여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
하는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경제적인 대책도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미국과의 TPP 진행이 늦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
로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면서도 GNP 수준이 1만USD를 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러시아를
통하여 나머지 CIS 국가들과의 협력,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북극
항로의 공동개발 등도 고려되고 있다. 즉 종합하자면 아베 2기 정부 경제동
력의 두 가지 커다란 방법론인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과 메
가 FTA 체결 파트너 모두 러시아가 해당된다.

3)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40701/fnc14070118260013-n1.htm(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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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 2기 정부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현황
아베 2기 정부 들어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의
러 ․ 일 관계의 중요한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2013~14년 실질적으
로 1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최근 러 ․ 일 관계의 중요한 움직임

일시

러․ 일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접촉

2013. 2. 21

모리 전 총리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2013. 4. 10

G8 외무장관 회의에서의 러 ․ 일 외무장관 회담

2013. 4. 29

아베 총리 방러 (푸틴 대통령과 회담)

2013. 6. 17

G8 수뇌회담에서의 러 ․ 일 정상회담

2013. 6. 27~30

모리 전 총리 방러

2013. 8. 19

러 ․ 일 차관급 회담

2013. 9. 5

G20 회담에서의 러 ․ 일 정상회담

2013. 9. 10

푸틴 ․ 아베 러일 정상 전화 회담

2013. 10. 7

파리 APEC에서의 러 ․ 일 정상회담

2013. 11. 1~2

러시아 외무장관, 국방장관 방일 ‘2+2’ 개최

2014. 1. 31

러 ․ 일 차관급 회담

2014. 2 .1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의 러 ․ 일 정상회담

2014. 2. 7~8

아베 총리 소치 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러 ․ 일 정상회담

2014. 3. 11

러 ․ 일 외무장관 전화 회담

자료: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3419.pdf(검색일: 2014. 9. 5) -저자 번역.

[표 1]에서 열거한 다양한 형태의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접촉에서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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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을 모색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이슈가 주로 논의되었는가를 살펴보
면 ‘2+2’ 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①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의 안전보장 정세를 고려한 러 ․ 일 양국의 안전보장, 방위정책 ② 러 ․ 일 두
나라 사이의 안전보장, 방위분야에서의 협력 ③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
국 간 협조체제 안에서의 두 나라의 협력 ④ ADDM 플러스에서의 두 나라
사이의 협력 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협
의 ⑥ 국제 안전보장 정세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고4) 러 ․ 일 정상회담에
서는 지속적으로 인적교류, 경제협력, 평화조약 체결, 국제정세 등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부문에서 극동지역 개발과 에너지 협력 문제는
에너지, 교통, 농업, 의료 협력이라는 세부적인 분야에 대하여 5번 실시된
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의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 중요성을 두 나라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5) 가장 최근의 2014년 2월 8일 소치 정상회담에
서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후에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2013년 푸틴 대통령의 연차교서에서 극
동지역 개발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것에 대하여 아베 총리가 화답하는 형
식으로 의료, 에너지 절약, 도시환경, 운수,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하고 푸틴 대통령은 일본 측에
농업, 철도, 인프라 등의 관련 각료와 러시아 기업인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
진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러 ․ 일 관
계에서 최근의 협력상황은 역시 정치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쿠릴열도

4) http://www.mofa.go.jp/mofaj/area/page18_000096.html(검색일: 2014. 9. 5).
5) 5번의 정상회담 의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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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극복하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 경제적으로는 극동지방을 주
무대로 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자
본의 극동지방에 대한 다방면의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일본 외무성의 대러시아 외교의 기본방침
이며 이를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대러시아 외교의 기본방침

협력 분야

안전보장 ․
방위분야

분야 별 목표

구체적 실천방안

∙ ‘2+2’의 강화
∙ 안전보장부문에서의 신뢰 양성, 대화
∙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와의 협력
협력의 강화
∙ 방위당국 간, 부대별 협력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러 ․ 일 공동 군사훈련

∙ 주요 협력분야
∙ 호혜적 경제관계
∙ 에너지(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
경제분야 ∙ 러시아 극동 ․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 운수, 의료, 농업, 도시환경, 차세대
경제협력
환경에너지 기술 등
∙ 문화, 인물, 스포츠 교류의 확대
∙ 유학생의 확대
기타 분야 ∙ 실무분야(어업, 형사재판 등)의 관계 ∙ 2014년 러시아 일본 무도(武道)교
강화
류의 해
∙ 북방 4도 귀속의 문제를 위한 평화조
∙ 정상 및 외무장관의 긴밀한 정치적
약체결
영토문제
∙ 러 ․ 일 관계 전체를 발전시켜 영토문 대화와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
제의 최종 결착을 목표로 함
자료: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44685.pdf(검색일: 2014. 9. 6)-저자 번역.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러 ․ 일관계의 기본방침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의 파트너로서의 러시아를 중요 국가로 인정하고 정치, 경제, 안전보장, 문
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러 ․ 일 관계의 전체적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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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한 ․ 일 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
는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여러 곤란한 이슈가 있어도 여러 부문에 걸쳐 중
층(中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향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되어 있
다.6) 이를 보아도 한 ․ 일 관계와 러 ․ 일 관계의 온도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왜 아베 2기 정부가 에너지 협력에 주력
하는지 일본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보아서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일본정부의 천연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통계이다.

표 3. 일본 석유와 LNG에서 러시아의 점유율 변화

자료: ERINA REPORT No.116 10.

6)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33344.pdf(검색일: 2014. 9. 6)-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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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러시아로부
터의 에너지자원 수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LNG 부문의 증가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일본의 석유 수입루트인 중동에 대한 의존
도가 아직 높지만 LNG에서는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국과 비
교하여 러시아가 가장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가 절감되고 수송시간도 짧은
장점이 있다. 유럽에 대한 가스와 석유 수출이 최근 유럽의 경제침체, 푸틴
의 대미, 대유럽 강경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둔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일본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중요
한 문제로서 기존의 사할린 프로젝트를 제1기 협력기간이었다고 보면 이제
2014년 현재는 제2기의 돌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LNG 개발은 러시아의 가스를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에 공급하는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일본과 가스프롬이 합작
표 4. 일본 국내 전력 발전 원료 점유율

자료: ERINA REPORT No.1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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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가 LNG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표 4]
에 있다.
[표 4]를 잘 살펴보면 2010년까지 일본 전력발전의 32%를 점유하던 원
자력은 2013년 8월 시점에 2기(2%)의 가동으로 거의 중지된 상태이고 32%
를 차지하던 LNG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이 석유로 5%에서 13%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연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일본의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LNG의 수입가격이 2010년 평균 10USD이었던
것이 현재 약 15USD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수입량도 50%, 단가도 50% 상
승한 것이 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LNG 수입비용은 3조 5,000억 엔에서 6조
엔으로 증가하였고 LNG를 비롯한 화석연료 수입비용의 증가로 2011년 일
본은 31년 만에 무역적자국가로 전환되어 2012년에 약 5조 엔, 2013년에
약 8조 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기본적으로 무역흑자
를 기조로 하여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전통이 있는 관계로 아베 2기 정부는
시급히 이 무역적자기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수요 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확립하여 재가동을 목
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외 여론으로 볼 때 이는 매우 곤란해보이고 현실적
으로 가능한 방법이 저렴한 가격의 LNG 수입이어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 미국의 LNG 수입이 가능하도록 협상 중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가스수출 확대를 전제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고 가스수송망을 확대하는 이
른바 ‘동부가스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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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차원에서 러시아는 차얀다(Chayandinskoe) 가스전 개발,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으로 명명된 ‘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
스관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LNG 플랜트 건설, 코빅타(Kovyktinskoe) 가스
전 개발 등을 서두르고 있다(이권형 ․ 제성훈 ․ 강부균, ｢셰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4, 15~16). 정확한
동부가스프로그램의 상황은 [그림 1]로 표시하였다.

그림 1. 동부가스프로그램

자료: Gazprom, Eastern Gas Program, http://www.gazprom.com/about/production/projects/eastprogram(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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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러시아의 극동개발 의지와 파트너 모색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추진될 것이 분명해보이고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 기조연
설에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향한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EurasiaInitiative)를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목표와 아베 정부의
의도가 서로 경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
티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 ․ 북 ․ 중 ․ 일 ․ 러 등 유라시아 국가
간의 긴밀한 연계 ․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국의 기대효과로는 물류비용
의 절감, 무역활성화, 원자재가격의 안정,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 촉진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심
화 ․ 발전을 통한 한반도 ․ 동북아 평화협력증진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변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그러나 이는 아베 2기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는 힘든 목표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메가 FTA 체결 파트너로서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현황
은 어떠한가?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잠시 아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해왔던 메가 FTA 조약의 대표적 예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0년 제18차 APEC 회의를 개최하면
서 TPP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역사적 ․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더
우선해야 할 경제적 이익이 많이 존재하는 한 ․ 중 ․ 일 삼각 FTA보다 국내
경제의 동력을 TPP에서 찾기로 하였다. 아베 2기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
의 이러한 경제정책을 계승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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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은 위에서 언
급한 대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율과 개방 정도를 놓고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과 중국은 FTA에 대한 기본협상을 진척시키
는 등 동아시아 주변환경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 셰일가
스로 유럽의 에너지 수출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 3기 정부에 들어서서 극동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감소
와 경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면적은 러시
아 전체 영토의 45.2%에 달하지만 인구는 2012년 1월 기준 1,076만 명으로
그 비중이 러시아 전체 인구 1억 4,306만 명의 7.5%에 불과하며 1990년에
비해 22.1%나 인구가 감소하였다(제성훈 ․ 강부균,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3-10호, p. 7). 극동개발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 할 것
이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볼 때 미국과의 TPP가 여의치 않은 아베 2기 정부와
극동개발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가 시급한 푸틴 3기 정부는 서로 경제적으
로 ‘Win-Win’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두 정상 간의 인간적 관계를 과시하며 최근의 러 ․ 일 신시대의
개막이라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러 ․ 일 신시대에서 아베 정부
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 ․ 경제계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치 ․ 경제적인 목표
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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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 ․ 일 신시대에서의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 ․ 경제적 목표

1.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그러면 일본이 러 ․ 일 신시대 개막을 외치며 러시아와 접근하여 얻어내
려 하는 정치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오랜 세월에 걸친 러시아와의 영토 갈
등지역 북방 4도(러시아명 쿠릴열도)의 분쟁해결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동
북아 지역에서의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일본이 지역강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첫 번째 목표인 쿠릴열도 문제는 아베 정부 들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2013년 4월 29일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 이후 10년 만에 처
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7) 이때 행해진 푸틴 ․ 아베 두 정상의 정상회
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영토문제의 해결 및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두 나라 간의 교섭을 재개하는 데 처음으로 합의하
였다. 이어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최대 2,000억 엔 규모의 러 ․ 일
양국의 투자지원기금 창설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8) 두 번에 걸친 러시아
방문과 3번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정부가 얻어낸 최대의 성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평화조약체결협상을 재개하고 쿠릴열도(북방
7) 소치 올림픽에도 방문하였다.
8) http://www.mofa.go.jp/mofaj/kaidan/page4_000064.html(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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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
이다. 평화조약체결협상이란 반드시 쿠릴열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문제는 동일한 문제로 보아도 무방한데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연구
자들은 일단 그동안 절대 반환불가라는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협상의 여
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둔다. 쿠릴열도(북방 4도) 문제는 최
근 10여 년 동안 러 ․ 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직
도 협상의 완료나 진전에는 커다란 장벽들이 놓여 있으나 2014년 2월 8일
소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간단하지는 않으나 평화조약
체결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두 정상 간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분야 등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후속 언급이 있었다.9) 현재도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은 1956년
10월 19일의 소련 ․ 일본 공동선언에 따라 전쟁상태를 종결 짓는 평화조약
이 체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4도 전부의 반환을 목표로 하지만 일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을 아베 2기 정부 들어서 재개시켰다는 것
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과 외교노력을 통하여 아베 정부의 친 러시아 성향을 과시하며 러 ․ 일 신시
대의 최고 외교성과로서 영토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면 아베 2기 정부 들어서 등장한 두 번째 정치적 목표인 동북아 지
역에서의 팽창하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일본의 지역강자로서의 위치
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결정에서

9) http://www.mofa.go.jp/mofaj/erp/rss/page23_000798.html(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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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듯 아베 2기 정부의 우경화 성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 근본에 중
국과의 지역패권 경쟁구도가 있다.
먼저 언급해야 할 사실은 일본은 현재 환동해권(한 ․ 중 ․ 일 ․ 러) 4개국 사
이에 모든 국가와 어떠한 형태로든 영토문제에 인한 갈등상태에 있다는 점
이며(한 ․ 일 독도문제, 중 ․ 일 센카쿠열도, 러 ․ 일 쿠릴열도), 그러므로 하나
의 영토문제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는 점에서 일본의 영토문제와 외교정책은 적어도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연동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중 ․ 일 관계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대
리인이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강대국 일본과 전통적으로 아시아
의 대국이었던 중국이 그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로 미국
과 중국의 주도권 대결의 대리전이라는 주장의 거시적 관점과 중 ․ 일 영토
문제만으로 시각을 좁힌 미시적 시각의 주장인 센카쿠열도와 그 주변 해역
은 일본에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이 해역은 ‘페르시아 → 인도양 → 말라카
해협 → 동중국해 →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일본 해상교통로의 요지에 존재
하며 또한 이곳은 일본에는 중국대륙 진출의 거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섬이라는 것이다. 이곳이 일본 영토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는 두
나라 해상영토의 경계선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김용민 2011, p. 183).
또한 일본의 에너지자원 수입량의 약 90%가 중동에서 이 항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다(남궁 영 ․ 김원규 2013, p. 171). 한편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대외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상교통로는 중국 대외무역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
며 동중국해가 동북아와 동남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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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요충이므로 동중국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전략도서로서 센카쿠제도는
매우 귀중한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그림 2.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 지도(일본의 영토 분쟁지역)

자료: 네이버 쿠릴열도 지도, wikipedia 센카쿠열도 지도.

[그림 2]는 일본의 러시아, 중국과의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
의 지도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점하
고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는 것이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표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일본이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
그러면 일본 아베 2기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아베
2기 정부는 러 ․ 일 관계의 개선과 신시대 개막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아베
노믹스 3차 성장동력의 두 가지 요소인 에너지자원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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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메가 FTA 등을 통한 시장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에너지자원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앞에서 언급한 러시
아의 무한한 자원을 통한 에너지안보의 확보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은 매장량을 포함하여 미래 잠재력이 매우 높고 일본
은 에너지 관련 적자가 증대되고 있어 두 나라 모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직
면하고 있다.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에 군사비 삭감에 나서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자 일본에 안전보장과 에너지안
보는 미 ․ 중 ․ 일 ․ 러의 역학문제와 동북아에서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Ⅴ장에
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고 일본은 현재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
전소의 재가동 불가로 인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각 전력회
사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각 전력회사들은 한 번의 대폭적인 전
기세 인상을 시행하였고 홋카이도 지역의 홋카이도전력은 최근 다시 평균
17.03%의 전기세 인상을 신청한 상황이다.10)
이러한 인상이 필요한 요인으로 예정보다 대폭 늦어지고 있는 원자력 발
전소 재가동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들고 있다.11) 이는 홋카이도전력뿐만 아
니라 다른 지역 전력회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홋카이도전
력의 재인상 요구를 기점으로 다른 지역 전력회사들도 재인상 심사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홋카이도전력의 경우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예상시간을 [표 5]에 나타냈다.

10) http://biz-journal.jp/sankeibiz/?page=fbi20140807014(검색일: 2014. 8. 13).
11) http://www.hepco.co.jp/price_revise/commentary_prospect.html(검색일: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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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홋카이도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예정 일정표

자료: http://www.hepco.co.jp/price_revise/com_prospect_zoom.html(검색일: 2014. 8. 13), 저자
번역.

이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이 원래 아베 정부에서 예정한 시간보
다 거의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국내의 반 원전 여
론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내각부
원자력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원전 중단 혹은 축소 여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6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에너지자원이 대부분 수입되는
항해루트는 이전과 같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일본 국내에서 일본 에
너지의 중동지역 의존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근거리 지역의 석유공급지를 지속적으로 상실해오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석유를 공급해주던 중국이 1993년에, 인도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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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론조사 추이 변화(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조사)

원자력발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현상 유지

(단위: %)

2013. 3

30.7

2012. 3

19.8

2011. 6

13.3

2013. 3

54.1

2012. 3

63

2011. 6

66.4

2013. 3

9.8

2012. 3

13.9

2011. 6

16.5

자료: 広瀬 弘忠(2013), 原子力発電をめぐる世論の変化, 第27回原子力委員会, 資料 第2号,
p. 33, 저자 번역.

에 석유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바 크다. 이로 인하여 70%대이던
중동지역 석유수입 의존도가 현재는 9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본전기산업연합회(FEPC)는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일본은 모든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에너지자원의 수급안정을 위
해 어느 한 자원에 지나치게 과대하게 의존하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도 원
자력의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은 일본의 전기공급에
서 기초가 되는 자원으로서 국제 자원가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을 공급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림 3]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력의 최적 조합인데 수요의 증가와 감소를 화력발전으로 대응하
고 기본 전력의 50% 이상을 원자력+수력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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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전통적 에너지공급이 일본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의 산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수요변화에 대응한 전력의 최적 조합

자료: http://www.fepc.or.jp/english/nuclear/energy_policy/necessary/index.html(검색일: 2014. 8. 14).

이에 아베 2기 정부의 경제적 목표는 일본 경제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원자력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기록적인 자민당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아베 정부는 원자력 재가동의 여론 추이
를 살피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처로서 러시아와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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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제적 목표는 메가 FTA 추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공급할 대형 시장의 확보인데 한 ․ 중 ․ 일 FTA 중에서 한 ․ 일, 중 ․ 일 FTA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아베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TPP 협정도 미
국과 진전이 있지 않다. 이는 아베 2기 정부에서 3개의 화살로 대변되는 아
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유지를 위해 있을 수 없는 상황
으로 TPP 협정과 다른 대안의 대형 시장으로서 러시아의 1억 4,000만 명
인구를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도 2013년 들어 에너지자원 가격하락으
로 급속하게 감소한 GDP를 재성장시켜야만 푸틴 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FTA 실정은 일본의 경제산
업성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FTA 협상국은 많은 상태이나 진전된 국가의 수
는 한정되어 있어서 몽골 및 중앙아시아의 자원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형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
을 가지고 있다.12) 아베 2기 정부의 원래 계획은 동남아시아 저임금, 다인
구 국가들과의 연계로 노동력 확보와 시장확대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
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양방향 전략
이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 어느 쪽도 목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보긴 어
렵다. 또한 소비세의 5%->8% 증세 이후에 세수증대보다 8월 13일 발표된
2014년도 4~6월 GDP가 전 분기 대비 –1.7%로 2014년 들어서는 동일본 대
지진 이후 최악의 –6.8% 감소를 보였다.13)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소비
가 5.0%나 감소하여 아베노믹스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추후 예정되어 있던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拙稿)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 김용민(2013), ｢몽골
․ 일본 EPA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含意)｣를 참고하기 바란다.
13) http://money.cnn.com/2014/08/12/news/economy/japan-gdp/(검색일: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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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0%로의 증세는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아베 정부
에 대해 비판적인 공산당 등의 진보적 여론은 물론 아베 정부에 지지를 보
내는 보수적인 언론들로부터도 나왔다는 점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나
타내준다.14) 이에 앞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이러한 두 가지 아베 2기
정부의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데 그 중요성이 더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Ⅴ. 변화하는 러 ․ 일 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Ⅳ장까지의 서술을 통하여 아베 2기 정부와 러시아 푸틴 3기 정
부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접근하
고 있는 이유와 그 현황,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 ․ 경제적 목표에 대해 서술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의 이유가 가장 크지만 변화하는 러시아 ․ 일본 관계
는 한반도를 포함한 미 ․ 중 ․ 일 ․ 러 사이의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박근혜 ․ 아베 2기 정부의 냉각된 한 ․ 일 관계와 접근하는 한 ․ 중 관
계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경제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
러시아 정책의 변화는 미 ․ 중의 경쟁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일본의 러시아 접근은 앞에서 서술한

14) http://www.zakzak.co.jp/society/domestic/news/20140814/dms1408141820015-n1.htm(검색
일: 2014.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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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대중 견제의 포석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 ․ 중 ․ 일 역
학관계는 물론, 미 ․ 중 ․ 일 ․ 러의 역학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러 ․ 일 관계가 동아시아를 둘러싼 역학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번 장에서 고찰하고 이것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려 한다.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일
본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지역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
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아베 정부의 보수적 성격과 더불어 집단자위
권 문제, 헌법개정문제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이와 동
일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근과 납북자문
제 해결노력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본고에서는 연구목적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그 언급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려 한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의
최근의 외교적 접근이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개선이라는 본 심층연구와 본
질적으로 원인이 같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변화하는 외교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러
시아의 동북아 지역의 협력파트너 모색이라는 두 나라의 이해가 상호 일치
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장기간 불황으로 인하
여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경제
부흥과 함께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목표로 우경화하고 있는 상황이
다. 아베 총리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2기 재집권을 성취할 때 자민당
의 선거구호가 바로 “일본을 되돌린다!(日本を取り戻す！)”이었으며 경제
적으로 양적 완화인 아베노믹스와 함께 정치적 변화도 예고하였다. 그것은
전후 고착된 정치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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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
워 두 측면 모두에서 존경받고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
장이다. 이는 “Proactive pacifism(능동적으로 주도하는 평화주의)”로 번역되
어 미국에 전파되고 있다.15)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경비부담
과 미국의 부담경감에 일정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던 일부 미국인들에게 환
영받고 있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반응을 보
아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호주, EU, 러시아, 동남아
의 필리핀마저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아베 2기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
기 위해서는 헌법해석 변경과 함께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를 고찰한 것이
[표 7]이다.

표 7.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관련된 논의사항

구분

내용

∙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 공격 당한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행사조건
∙ 위의 3가지 경우 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회 승인을 얻은 뒤
∙ 제3국의 영토 ․ 영해를 통과할 경우 해당국의 허가를 받음.
무력 사용
조건

∙ 헌법 9조 1항의 ‘무력사용금지’조항의 해석을 변경하여 유엔 평화유지활
동 (PKO)을 할 때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게 함.

자위대
∙ 어민으로 위장한 게릴라의 섬 접근 등 외국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
출동기준 완화 려운 상황에도 자위대가 출동 가능하게 기준을 완화함.
자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25817.html(검색일: 2014. 8. 15).

15)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question-asia-japan-back-10546(검색일: 201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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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기 정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예로 드는 사례의 대
부분은 거의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이다. 아베 정부는 동맹인 미국이 일본
을 지키는 의무가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유사시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표시해왔으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미국을
지킬 수 있다면 기존의 미 ․ 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
는데, 이는 2013년 10월 열린 미 ․ 일 2+2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
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가지고 있지만, 사
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을 추
진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강력한 군
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對美 동맹정책의 ‘발전적 보상정책’을 의미하며, 이
는 미 ․ 일 동맹의 편무성을 극복하여 동맹국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방위협
력을 구축한다는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허진녕 2014, p. 231).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며
중국은 특히 미 ․ 일 동맹과 연계되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중국의 대국화
와 아시아 패권국으로의 재등장에 긴장감을 지닌 국가들(러시아, EU, 호주,
동남아 국가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집단적 자위권
의 행사 추진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일단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
을 마주보고 있는 홋카이도 지역의 여론이 매우 비판적이다. 홋카이도 신
문이 가장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불안’을 느끼는 홋카이도
도민이 80%대이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아베 내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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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지율이 43%로 감소하고 지지하지 않는 홋카이도민이 54%에 이르러
2기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였다.16)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베 정부가 행하는 세 가지 중요 외교정
책 ① 러시아와의 협력, ② 미 ․ 일 동맹 강화, ③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지
지기반이 되는 국내의 정부지지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2/3의 의석이 필요한 헌법 개정에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며 자민당 내의 중도세력도 주
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서
술한 아베 2기 정부의 세 가지 중요한 외교정책은 모두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제정치이슈이므로 이러한 외교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을
상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다. 앞에
서 서술한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가운데 급속도
로 접근하고 있는 러 ․ 일 관계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나 박
근혜 정부가 주요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협력구
조 구축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한국에 있
어 러시아의 중요성은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많으며 한국과 직접적인 이익의 충돌이 없다는 점이며, 그
러므로 우리는 러시아를 우선적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과
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이성우 2014, p. 19)는 주장에서 보
16) 홋카이도신문, 여론조사, 저자 본인이 2014년 8월 1일 본사 인터뷰 실시, 8월 2일 조간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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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우선적인 우방 파트너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며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및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접근이유는 동일하
게 취약한 외부 의존적 에너지 공급구조를 지닌 한국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 반도국가이면서도 북한 때문에 실
질적으로 대륙과 연결되지 않은 도서(島嶼)국가와 같은 지정학적 불리함을
지닌 한국에서 러시아와의 북극항로 연계 개발은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외교부의 외교이슈 분류
를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의 언급이 잘 보이지 않는다. 즉 한 ․ 러 관계와 한
․ 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 다른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에너지 협
력, 지역공동체 형성,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종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모두 6자회담의 참가국이며 현재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
을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러 ․ 일 양국의 밀월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시
급하다.
두 번째로 미 ․ 일 동맹 강화라는 측면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
에 중요하다. 냉전시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은 한 ․ 미 ․ 일 삼각동맹
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경
제적으로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인정하듯이 역대 최고라고 논해지는 친밀함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 중 간의 접근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우려하
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중앙일보 기사에 인용되듯 “반도
국 한국이 대륙국 중국과 가까워진 반면 해양국인 일본을 미워한다는 이야
기가 계속 나돌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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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새로운 화젯거리를 던진 것이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 ․ 중 밀월
관계가 한 ․ 미 동맹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한다”17)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같은 기사의 빅터 차 교
수의 결론처럼 “(1) 서울이 베이징과 거래하기 위해 어떤 의미로든 워싱턴
을 버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2)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의 미
래, 특히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에 대해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100% 부합된다. 한 ․
중 대화는 미 ․ 중 대화와 보완관계다. (3) 한 ․ 미 관계는 국가 대 국가나 정
상끼리의 관계에서 신뢰가 탄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외교적
궁합(chemistry)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4) 한 ․ 중 무역이 한 ․ 일, 한 ․ 미 무
역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경제적 팩트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의 경제적 미래는 한 ․ 중 관계에 달렸
지만 전략적 미래는 한 ․ 미 관계에 달렸다”라는 언급과 분석에 귀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아베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북
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인데 일본인 납북자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아베 정부
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주
력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열린 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
․ 미 ․ 일 외무장관회담을 가지고 강력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면서도18) 다

17) http://pdf.joins.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408150064(검색일: 2014. 8. 16).
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
0555569(검색일: 201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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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북한과도 외무장관회담을 실시하여 일본인 납북자문제에 대
한 재조사와 핵개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10년 만에 의견을 교환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였다.19) 즉 아베 정부는 미 ․ 일 동맹이나 기존의 지역안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일본인 납북자문제
를 해결하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내 지지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면서 거시
적으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기존 북한의 일본 의존성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실제로 아직도 조총련과 니가타 지역의 예전
만경봉호 항로를 통한 교류는 언제든 재개가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면 남
북한 관계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현재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12일 로동신문에서도 드레스덴 선언을 ‘제도통일’, ‘흡수통일’용이라며
거부하였다.20) 북한의 의심이 강한 상태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북한과
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면 기존의 악화된 한 ․ 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한 ․ 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 ․ 일 관계
도 중요하다. 냉각된 한 ․ 일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 먼저
남북한 관계개선을 민간부문에서부터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 미 ․ 일 북
핵 공조에 대해서는 일본의 동참을 공고히 압박하는 양면적인 전술을 선택

19) http://www.asahi.com/articles/DA3S11295134.html(2014. 8.16. 검색).
2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485(2014. 8.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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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
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적 역학관계 혹은 중 ․ 일
지역 패권 경쟁에 상관없이 한국의 실질적 국익만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이상으로 아베 2기 정부 수립 이후 푸틴 3기 정부와 밀착하는 변화하는
러 ․ 일 관계, 속칭 러 ․ 일 신시대의 개막에 대해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러시
아 외교정책에 변화를 주며 친밀하게 접근하는 이유와 그 현황, 그리고 이
러한 러 ․ 일 신시대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목표, 이러한 변화하
는 러 ․ 일 친밀관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시사점에 대하여 고
찰해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러시아와 일본을 독립적으
로 분리하여 분절적 연구에 치중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하였으며 정치와 경제 어느 쪽도 동아
시아 지역의 역학관계에도 주목하여 아베 2기 정부 특유의 지구의(地球儀)
외교의 의도를 분석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러 ․ 일 신시대
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목표를 종합적이고 통섭적으로 접근하
려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아베노믹스
3단계 수행과 에너지자원 수급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경쟁이라는 큰 그림에서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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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원자력 반대여론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 생산으로 인한 전력회사들의 적자
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본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러시아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공급을 위한 메가 FTA 신규시장으로서의 러시아의 매력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Ⅴ장에서는 변화하는 러 ․ 일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지니는가를 아베 2기 정부의
세 가지 커다란 외교정책목표인 러시아와의 협력, 미 ․ 일 동맹의 강화, 북한
과의 관계개선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나름의 대응책, 그리고 아베 2기 정
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우경화 경향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바로 일본이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은 동아시
아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의미가 있음
을 간과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한 ․ 중 관계뿐만 아니
라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냉각된 한 ․ 일 관계는 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목표
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한국적 대처
방안으로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과 직
접적인 경쟁상대로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중 ․ 일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서
는 현명한 균형자로 한 ․ 미 ․ 일 대북 군사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는 다면적 입장변화를
통하여 러 ․ 일 신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방관하
지 않고 현명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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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몽골은 1990년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시장경제
질서를 착실하게 정착시켜왔다. 개방 초기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인플레
이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름대로 사회주의 유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역사문화적 친연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상호 교류
를 이어오고 있다. 교역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13년
현재 양국 교역규모는 5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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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대몽골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
은 몽골의 대외거래와 외국인투자 측면에서 3~4위에 해당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총대외교역규모 대비 비중은 적으나, 향후 시
장확대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양국
의 산업협력이 심도 있게 진행되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로서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몽골
은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자국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비록
세계 경제침체로 자원가격이 하락하여 몽골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가격의 회복으로 몽골경제는 성장엔진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몽골의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양국 산업
협력의 확대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한국과 몽골
산업협력의 현주소를 검토하면서,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국가 간 산업협력이란 어떤 두 국가의 기업 및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입장
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 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추진하는 각종 협력을 말한다.1) 산업협력의 기대효과는 양
국의 경제적 이익증대, 상호 무역불균형 시정 및 무역마찰 해소, 안정적인
선진기술 도입, 산업구조 조정과 국제 분업 촉진, 새로운 시장 개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권기수 외(201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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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유의할 만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영 ․ 이시영 ․ 두게르 간타바르(2010)의 연구는 당시 시대적 화두로 떠
오르던 ‘신아시아’ 혹은 ‘하나의 아시아(One Asia)’ 개념을 바탕으로, 신아
시아시대의 틀 속에서 한국과 몽골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치외교
및 경제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자원협력 등 다양한 과
제를 다루고 있어, 양국의 협력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
다. 이재영 외(2011)의 연구는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지금까지 몽골의 광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가장 심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몽골 광산업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와 다
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원서(2011)의 연구는 몽골의 인프라 건설을
바탕으로 물류와 금융을 연계하는 양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의 개발금융 경험을 접목하여 물류와 금융을 연계하는 전략을 설명하
고 있다. 이재영 외(2012)의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현지에 진
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진출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로는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양국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나름의 관점에서 몽골경제를 분석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방향 제
시는 없는 실정이다. 양국의 경제사회 협력이 심화발전의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산업 차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의 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별도의 주제로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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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몽골은 산업발전의 단계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양국은 산업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몽골은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산업자본
조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을 확보할 수 있고, 몽골의 자원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은 자원개발정책과 함께 자원기반 산업화 정
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적절한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몽골은
자원개발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서 매
우 바람직한 산업협력의 형태가 될 것이다.
몽골은 현재 산업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국의 산업발전단계에 맞는 적정기술의 확보와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
고 중요한 과제이다. 몽골은 자본조달에서는 원조, 차관,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외자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의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한국의 개발금융 등을 활용한 자본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
정책을 분석한다. 몽골은 잘 알려진 것처럼 광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광업의 성장 여하에 따라 경제 전체의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
는 구조이다. 몽골의 산업정책은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
는데, 자원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을 발전시
키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산업협력 현황
을 양국의 교역규모와 대몽골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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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양국 산업협력을 평가하고, 양국 산업협력 증진을 가로막는 애로사
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4장은 양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하며, 양국
산업협력 추진방향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
은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광업 의존의 산업구조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풍부한 매장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자원기반경제(resource-based economy)로 분류된다. 즉 자
원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경제발전의 자본으로 축적하며, 이를 기반으
로 산업다변화 등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resourcebased industrial policy)을 추구하고 있다.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몽골경제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가 자원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표 1]은 몽골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으나,
대략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1년 24.1%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광업의 비중이 8.4%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몽골
의 전통산업인 농 ․ 목축업의 비중을 상회하는 가장 비중 높은 산업이 되었

15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산업 총생산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로서 절대적
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은 석탄, 원유, 광물 등인데, 광물에는
구리, 금, 은, 철, 몰리브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리를 포
함한 광물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석탄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광물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 하
나 주목할 부분은 원유 생산 비중도 최근 계속 상승하여 2013년 6.6%에 이
르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몽골경제에서 광업의 비중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20.6

19.8

23.6

24.1

20.2

20.2

산업 총생산

56.4

62.7

62.1

62.0

58.8

58.7

석탄/갈탄/토탄

6.0

14.0

18.6

27.4

24.7

17.5

원유

1.3

4.3

4.1

4.9

5.4

6.6

47.1

41.8

37.7

28.2

27.1

33.6

2.0

2.6

1.7

1.5

1.6

1.0

84.0

82.8

87.1

91.5

92.0

89.2

*

광물
기타

**

총수출

주: * 구리, 금, 은, 철, 몰리브덴 등 광물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광산물과 귀금속, 보석의 합계이다.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208,
p. 281, p. 342.

몽골의 총수출에서 광물제품과 귀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1년 그 비중이 처음으로 90%를 초과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9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광물은 대부분 자원수요가 높은 중국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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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다. 특히 석탄과 원유는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석탄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는 구리를 제치고 제1 수출품목이
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석탄 수출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광업은 몽골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면서 전략산업으로 그 중
요성이 매우 높다. 향후 오유 톨고이(Oyu Tolgoi) 금동광산과 타반 톨고이
(Tavan Tolgoi) 석탄광산의 생산과 수출이 본격화되고 국제적 자원가격이
회복된다면, 광업을 통한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광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외 투자가 이 분야에 집중되면서 발
생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몽골의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광물자원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서비스산
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도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증세를 우려하는 시
각도 있으나, 현재 몽골경제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
운 측면이 있다.3)
광업에 의존하는 몽골경제의 첫 번째 취약점은 광물자원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표 2]는 몽골경
제의 중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구리가격이 8,000달러를 상회하고 금가격
이 1,500달러를 상회했던 2011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17.5%라는 경이적
인 수준을 달성하였다. 2012년에도 12.3%의 경제성장률로 높은 수준을 유

2) World Bank(2011),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August), p. 17.
3) Ariunaa and Kim(2011) 참고. 최근 10년 동안 몽골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임금, 정부지
출, 국제수지 등을 통해 네덜란드 병의 다양한 증세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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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지만, 2013년부터 구리와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은 크
게 하락하고 있다. 몽골과 같은 소규모 자원기반경제는 두 자릿수의 성장
을 달성해야 이른 시일 내에 저소득국을 벗어날 수 있다. 한 자릿수 경제성
장은 몽골경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표 2. 몽골경제의 중기 전망

2010

1인당 GDP(US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261 3,097 3,595 3,791 3,883 4,187 4,386 4,782 5,147

실질 GDP 성장률(%)

6.4

17.5

12.3

11.8

9.6

7.0

5.2

8.5

6.0

소비자물가상승률(%)

14.3

9.4

14.2

11.7

11.0

7.4

6.7

6.6

5.5

경상수지/GDP(%)

-14.9 -31.7 -32.8 -31.6 -20.3 -18.3 -21.5 -15.3 -14.6

총외환보유(백만 달러) 2,490 2,630 4,126 2,214 2,290 2,178 2,369 2,592 2,821
공공부채/GDP(%)

35.9

38.8

63.0

67.3

65.8

60.4

55.9

52.4

50.1

외채(백만 달러)

2,061 2,219 4,837 4,988 5,636 5,466 5,145 5,204 5,239

구리가격(US달러/톤)

7,538 8,823 7,959 7,185 6,855 6,921 6,975 7,031 7,091

금가격(US달러/온스)

1,225 1,569 1,669 1,386 1,251 1,267 1,284 1,308 1,336

주: 2013년은 잠정치, 2014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IMF(2014), IMF Country Report 14/64(March), p. 31에서 발췌.

IMF의 2012년 전망은 몽골경제가 2013년부터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
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2016년 몽골의 1인당 GDP가
7,6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4)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의 예측
은 2016년 1인당 GDP 4,386달러로 무려 40% 넘게 예측치를 하향조정하였
다. 여기에는 구리가격의 하락과 오유 톨고이 광산의 생산계획 차질이 중

4) IMF(2012), MF Country Report 12/52(March),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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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
한 외국인투자의 감소,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 감소, 외환보유 부족으로 인
한 몽골 투그리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업 의존적인 몽골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은 재정정책이 경제의 부침
(boom and bust)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몽골의 재정지출은 경기조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
기순응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경기변동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었
다.5) 몽골은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0년 재정안정법
(Fiscal Stability Law)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013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
기로 하였다.6) [표 2]의 전망은 몽골정부가 재정안정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채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전망은 훨씬 부정적
이 된다.7)
따라서 몽골정부가 재정안정법을 준수하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몽골 중앙은행 또한 국내 자본축적의 미흡함을 보완
하고 단기적 경기부양 등의 목적으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왔다. 최
근에는 환율방어의 목적으로 외화를 시중에 방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유동성 과잉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몽골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인플

5) IMF(2010), IMF Country Report 10/52(February), pp. 4-5.
6) 김홍진(2012), p. 16 참고.
7) 재정안정법을 준수하는 경우 ‘강한 정책 시나리오(strong policy scenario)’라고 하며, 여기에
는 중앙은행의 통화팽창 중단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한 정책 시나리오(weak
policy scenario)’가 되며, 201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2014),
IMF Country Report 14/64(March),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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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규모의 대외준비자산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정책 플랜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향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2. 몽골의 주요 산업
몽골의 주요 산업은 전통적인 농 ․ 목축업과 함께 21세기 들어와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광업, 그리고 섬유와 식품가공 등으로 구성된 제조업, 서비
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등이다. 그 중에서 광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농 ․ 목축업은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하락하였으나 도소매업 다음으로 여전
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고). 제조업은 광업의 발전 속에서

표 3. 몽골 GDP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100.0

100.0

100.0

100.0

100

100

농 ․ 목축업

19.2

17.9

14.3

12.3

14.2

14.5

광업

20.6

19.8

23.6

24.1

20.2

20.2

제조업

8.3

8.3

8.4

7.8

7.5

8.3

건설

2.5

1.6

1.7

2.3

2.9

3.5

도소매

13.7

12.2

15.6

17.6

17.7

17.4

운송

6.5

8.3

7.8

7.2

6.0

4.8

정보통신

3.9

3.8

3.4

3.1

3.1

2.7

부동산

5.3

7.3

6.6

7.0

6.9

7.3

기타

20.0

20.8

18.6

18.6

21.5

21.3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208,
Table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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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지 않고 비슷한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으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운송업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몽골 산업(공업)의 총생산 구성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

100

광업

56.4

62.7

62.1

62.0

58.8

58.7

석탄

6.0

14.0

18.6

27.4

24.7

17.5

원유

1.3

4.3

4.1

4.9

5.4

6.6

광물

47.1

41.8

37.7

28.2

27.1

33.6

제조업

34.5

27.1

29.8

31.2

34.0

34.4

식료품

12.1

11.5

13.7

14.3

15.4

14.1

섬유

6.6

5.7

4.7

4.9

4.0

4.4

기초금속/비금속광물

9.4

4.2

5.4

5.8

6.0

5.4

기타 제조업

6.4

5.7

6.0

6.2

8.6

10.5

전력과 에너지

9.1

10.2

8.1

6.8

7.2

6.9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42,
Table 19.2.

한편 몽골 산업(공업)의 총생산 구성비를 보면 [표 4]와 같다. 여기에서
공업이란 광업, 제조업, 전력과 에너지를 포괄한 것으로 정의된다. 역시 광
업의 비중이 60% 내외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다
소간 부침이 있으나 30% 내외로서 꾸준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의
주요 산업 중 광업, 농 ․ 목축업, 제조업은 한 ․ 몽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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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업
몽골의 주요 광물 생산 현황은 [표 5]와 같다. 석탄 생산은 2011년까지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조
건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불거지면서 생산과 수출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은 엄청난 석탄 부존량을 갖고 있고 석탄 수출이 주요 외화
획득원이기 때문에, 석탄 생산과 수출의 회복은 몽골경제 성장에 매우 중
요하다. 향후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의 본격 생산이 시작되면, 최대 수요처
인 중국과의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5. 몽골의 주요 광물 생산 현황

광물 명

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석탄

천톤

10,071

14,442

25,161

32,029

29,926

30,123

원유

천 배럴

1,174

1,870

2,181

2,548

3,636

5,129

구리 정광

천톤

362

370

357

347

347

533

몰리브덴 정광

톤

4,042

5,125

4,677

4,163

4,050

3,869

금

킬로그램

15,183

9,803

6,037

5,702

5,995

8,904

형석

천톤

545

628

727

658

484

161

철광석

천톤

1,387

1,379

3,203

5,678

7,561

6,011

아연 정광

천톤

143

141

112

104

119

104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45,
Table 19.6.

구리 생산은 큰 변동 없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오유 톨고이 구리광산의 생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유 톨고이 구리광산도 몽골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인 Rio T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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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의 계약변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오유 톨
고이 광산의 생산은 2020년대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구리 생산은 세계 생산량의 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
다.8) 몽골경제에 대한 영향으로는 2020년대에 이 광산의 금과 구리 수출
이 GDP의 55%에 이르고 정부 재정수입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 생산은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의 부과로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최근 초과이윤세가 폐지되고 오유 톨고이 금동광산의 생산
이 시작되면서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은 구리 생산과 함께 나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오유 톨고이 광산에서 구리 생산이 증가하
면 자연히 금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는 동몽골 도르노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생산량이 확보되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몽골정부는 정유공장
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몽골은 현재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대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심한 에너지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몽
골경제의 불안정성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량이 증가하고 정
유공장 건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몽골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몽골은 2006년 기존의 광물법(Law of Mongolia on Minerals)을 개정하면
서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 광산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생산(가능)

8) IMF(2009), IMF Country Report 09/311(November)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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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GDP의 5%를 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5개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표 6 참고). 전략광산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채굴권 승인, 투자보장계약 심의, 정부지분율 결정 등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광산 개발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몽골정부는
전략광산에 반드시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9) 몽골
은 향후 30개 정도의 일반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광산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므로 한국기업도 향후 자원
개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몽골의 전략광산에는 구리, 금, 석탄을 비롯하여 철, 우라늄, 몰리브덴,
인, 아연, 은과 같은 주요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은 주로 몽골 남부의
고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까운 바가노르(Baganuur)
에도 석탄광산이 있다. 우라늄광산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르노드 지역에
있으며,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관계로 구소련 시절부터 이미 러시아와 철
도로 연결되어 있다. 구리는 남부 고비지역과 북부 에르데네트(Erdenet)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15개 전략광산 중에서 석탄광산인 타반 톨고이, 금과
구리의 오유 톨고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생산 중인 구리광산 에르데
네트, 이상 3개 광산이 규모와 경제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정부예산으로 직접 개발한 경우는 5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34%까지
정부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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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몽골의 15대 전략광산

광물

타반 톨고이
(Tavan Tolgoi)

석탄

오유 톨고이
(Oyu Tolgoi)

구리, 금

투무르테이
(Tumurtei)

철

광석 2억 2,930만 톤(철 51.15%)

보로(Boroo)

금

광석 2만 4,523톤(1톤당 1.6g의 금)

도르노드(Dornod)

우라늄

나린수하이트
(Nariin Sukhait)

석탄

1억 2,550만 톤

바가노르(Baganuur)

갈탄

6억 톤

Government Coal
Mining

시비어워
(Shivee Ovoo)

갈탄

6억 4,653만 톤

Government Coal
Mining

차강수바르가
(Tsagaan Suvarga)
에르데네트
(Erdenet)

매장량

주요 투자 또는 관심
기업

전략광산

60억 톤(코크스탄 13억 톤)
광석 28억 톤
(구리 3,700만 톤, 금 4,500만 온스)

Peabody(미),
Shenhua(중)
Ivanhoe
Mines(캐나다)

Centerra Gold
Inc.(캐나다)

광석 2만 8,868톤(산화우라늄 0.175%)
Ninhua-Mak Nariin
Sukhait Co.(중 ․ 몽)

산화물 1,064만 톤
구리
(동 0.42%, 몰리브덴 0.011%)
몰리브덴 황화물 2억 4,010만 톤
(동 0.53%, 몰리브덴 0.018%)
구리
광석 12억 톤(동 0.51%, 몰리브덴
몰리브덴 0.012%)

마르다이(Mardai)

우라늄

광석 1,104톤(산화우라늄 0.119%)

고르반볼락
(Gurvan Bulag)

우라늄

광석 1만 6,073톤
(산화우라늄 0.152%)

부렌한(Burenkhaan)

인

투무르테인 어워
(Tumurtein Ovoo)

아연

아스가트(Asgat)

은

Erdenet Mining
Corp (러 ․ 몽)
CNNC International
(중) 매각

광석 1억 9,224톤(산화인 21.2%)
광석 7만 톤(아연 11.5%)
광석 640만 2,600톤
(1톤당 351.08g의 은)

자료: 이재영 외(2011), p. 59에서 재인용. 단 일부 자료와 통계 수치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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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 ․ 목축업
몽골은 농업보다 전통적으로 목축업의 비중이 큰 나라이다. 현재 산업생산
면에서는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종사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몽골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전통
유목국가의 하나로서, 특히 문화적, 정서적 측면에서 농 ․ 목축업이 몽골사
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몽골의 목축
업은 오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몽골의 가축 현황을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몽골의 가축 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3,288

44,023

32,729

36,335

40,920

45,144

말

2,186

2,221

1,920

2,112

2,330

2,619

소

2,503

2,599

2,176

2,339

2,584

2,909

266

277

269

280

305

321

양

19,362

19,274

14,480

15,668

18,141

20,066

염소

19,969

19,651

13,883

15,934

17,558

19,227

돼지(마리)

29,285

25,808

24,842

30,397

40,421

51,864

359

399

425

596

469

489

1,021

1,157

1,344

1,396

1,421

1,574

오축 합계(천 마리)

오축

낙타

가금 양계(천 마리)
사슴(마리)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15,
Table 18.4.

몽골의 오축은 2010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
해 많은 동물이 폐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과 염소의 폐사가 매우 커서,
많은 유목민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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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생하였다. 2011년부터 그 수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4,500만 마리를 초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캐시미어 생산과 관련하여 염소
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초원의 황폐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
고 있다.10) 가금류는 돼지와 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8]은 몽골의 경작면적과 주요 농업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경작면적은 41만 5,000ha로서 2008년 대비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곡
류 생산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1) 곡류 외에 감자, 채소, 사료작물
경작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작면적의 증가와 함께 농업 생산량도 계속 증가해왔다. [표 9]에서 곡
류 생산은 2012년 약 48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2008년 대비 두 배
가 넘는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곡류 중에는 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보리와 귀리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감자와 채소 생산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오축을 위한 겨울 사료 준비 및 가금류 사육이 늘면서
사료작물 생산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은 맥류 생산기반이 거의 무너져 맥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12) 몽골의 북동부지방은 최근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곡물 생산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몽골의 광활한 경작 가능지역에 한국의 농업기술을

10) 염소는 풀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염소 개체의 증가는 초원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
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캐시미어는 유목민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염소
사육을 억제하기도 어렵다.
11) 참고로 2012년 한국의 경작면적은 1,73만ha로서 논 96만 6,000ha, 밭 76만 4,000ha이다.
몽골은 논이 없으므로 밭 면적을 비교하면 한국의 절반보다 조금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p. 23.
12) 2012년 한국의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경작면적은 2만 1,000ha, 생산량 5만
7,000톤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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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산
업협력이 될 것이다.

표 8. 몽골의 경작면적과 농업생산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92.5

282.2

315.3

345.9

379.8

415.4

곡류

154.0

252.4

259.2

299.9

306.2

293.3

감자

12.3

13.5

13.8

15.4

16.8

15.5

채소

6.4

6.5

7.0

7.8

7.9

8.3

사료작물

5.5

3.3

11.1

10.9

13.8

14.4

212.9

391.7

355.1

446.1

479.3

387.0

209.8

388.1

345.5

435.9

465.3

368.4

보리

1.4

1.8

4.3

4.4

5.9

4.4

귀리

1.2

1.5

4.3

4.3

5.9

10.1

감자

134.8

151.2

168.0

201.6

245.9

191.6

채소

78.6

78.0

82.3

99.0

98.9

101.8

사료작물

19.9

10.4

34.8

40.4

46.2

42.6

기술 작물

6.6

3.6

11.1

6.1

21.0

41.7

-

-

0.6

1.8

0.6

1.6

경작지(천ha)

곡류 합계(천 톤)
밀

기타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26,
p. 329.

다. 제조업
몽골의 제조업은 GDP 대비 8%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산업(공업)
총생산에서는 2013년 기준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참고). 2013년
제조업 종사자는 8만 1,000명으로, 2008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표 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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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 수에서도 제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약 10만 개 기업 중에서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전체 평균 대
비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최근까지 제조업
이 기업 수 및 종사자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몽골의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71

1,138

1,147

1,124

1,151

1,198

47.5
(4.4)

62.7
(5.5)

64.8
(5.6)

65.8
(5.8)

64.9
(5.6)

81.0
(6.8)

4,067

3,714

3,867

4,567

5,100

5,539

4,765

3,734

3,837

4,123

4,507

4,312

기업 수(개)

60,535

64,574

73,795

67,409

90,538

99,603

제조업(개)

4,141
(6.8)

4,510
(7.0)

4,912
(6.7)

5,833
(8.6)

7,425
(8.2)

8,044
(8.0)

경제활동인구(천 명)
제조업 종사자(천 명)
노동생산성(천tog)
제조업(천tog)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p. 57~58,
p. 67, p. 379.

2013년 몽골의 제조업 생산액은 경상가격 기준 2008년 대비 약 3배 증가
하였다(표 10 참고).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오축을 기르면서 육식을 위주로 하는 몽골 사람들의 식성 때
문에 육가공산업이 발달해 있다. 섬유산업은 캐시미어 생산과 동물의 가죽
가공산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캐시미어 가격 하락으로 그 비중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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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다. 기초금속산업도 최근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반
면 비금속광물산업은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석유화학산업의
비중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원유 생산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10. 몽골 제조업 생산액의 구성

(단위: 백만 투그리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14,122
(100)

932,449
(100)

1,487,035
(100)

2,100,894
(100)

2,851,459
(100)

3,388,493
(100)

음식료품

424,430
(35.0)

395,372
(42.4)

683,656
(45.9)

959,854
(45.8)

1,286,615
(45.3)

1,385,379
(41.0)

섬유/가죽

268,706
(22.1)

225,781
(24.2)

279,183
(18.8)

386,564
(18.5)

423,576
(14.7)

565,526
(16.5)

비금속광물

89,496
(7.4)

67,103
(7.2)

111,824
(7.4)

220,351
(10.6)

323,833
(11.5)

367,406
(10.7)

기초금속

241,370
(20.0)

78,169
(8.4)

158,985
(10.7)

167,574
(8.0)

177,343
(6.1)

172,083
(4.9)

석유정제/화학

32,898
(2.7)

27,325
(2.9)

37,605
(2.3)

110,396
(5.1)

207,973
(7.3)

443,939
(13.0)

기타

157,222
(12.9)

138699
(14.8)

218,782
(14.9)

256,155
(12.0)

432,119
(15.1)

454,160
(13.9)

제조업 생산액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41.

몽골은 노동력, 수자원, 원료 및 부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몽골의 환경과 경제사정
에 필요한 식품가공업 및 섬유산업 등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한 ․ 몽 산
업협력을 통해 적정기술이전센터 등을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몽골의 제
조업을 지원하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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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의 산업정책과 평가
가.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
몽골의 산업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기반으로 이를 개발하고, 수출
을 통해 외화자본을 축적하며, 이러한 자본 축적으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
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07~21)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
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망라되어 있다.13) 국가발전전략은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전략에 따라 1단계(2007~15년)와 2단계(2016~21년)로
구분된다. 몽골은 현재의 자국 경제를 자원기반경제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
으로 효율적인 자원개발과 산업발전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국가발전전략에서 자원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활
용하여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경제발전전략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수출지향적, 민간주도형, 하이테크 중심
의 제조업과 근대적 서비스산업을 집중 발전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지속가
능한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바이오 및 나노기술산업, 운송과 물류, 금융,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등이다. 이러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경제다각화
가 이루어진다면, 몽골은 현재처럼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13) 다음은 이재영 ․ 이시영 ․ 두게르 간타바르(2010), pp. 73~81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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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은 국가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정부실행계획(Government Action Plan)
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과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정
책 추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숙련을 위한 국가 지원, 세계적 수준의 첨
단 연구소(바이오, 나노, 및 수의학)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시적 산업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설립 지원과 각 아이막(aimag)의 수요에 맞는 산업기
술단지 조성, 지역산업과 제조업 역량 확충,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 개
발, 기반시설과 에너지 문제 해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몽골은 국가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산업인 광업과 제조
업, 농 ․ 목축업 등 개별 산업의 발전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광업은 몽골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산업이면서 국가발
전전략의 핵심 산업이다. 몽골은 광물자원 채굴을 꾸준히 증대시키면서 여
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용해서 여타 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 전략에는 변
함이 없다. 나아가 단순한 채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
물가공산업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석탄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석탄을 가공, 화학제품을 추출하는 하류산업 발전계획도 수립하
고 있다.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는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2020년대에는 상당
한 정도로 석유제품의 국내 자급체제를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광물자원
가공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은 2020년대에는 GDP 중 제조업 비중을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농 ․ 목축업은 유목국가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에서 국민들의 의식
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최근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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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장 많은 인구가 농 ․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몽골은 농업 측면에
서 2015년까지 밀 생산 4배, 감자 및 채소 생산 1.5배 증대를 목표로 수립
하고 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관개농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
후 생산증대에 따라 농산물을 수출하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축산업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유목에서 벗어나 가축 사육의 효율성을 높
이는 목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바이오기술 및 유전공
학을 이용한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목축의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물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육류와 우유 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규모의 국가발전전략과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14) 이러한 재원조달의 문제와 함께 자원가격의 변동성은 몽
골 산업정책에서 상당히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시경제 관리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몽골의 성장잠재력
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 몽골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몽골의 국가발전전략과 정부실행계획은 전체적으로 논리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정책 측면에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과 개선할 점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전략산업 선정에서 과도한 의욕과 계획이 엿보인다. 일반적으로 전
략산업은 해당 국가의 부존자원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14) 몽골은 1단계 기간에 14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단계 기간에
는 그보다 훨씬 많은 29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그러나 몽골의 제반여건을 볼 때 정보통신과 바이오 및 나노기술산업을 발
전시키고 해당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IT 및 정보통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태이며 과잉경쟁영역(red ocean)이다. 바
이오와 나노기술산업은 높은 기초과학수준과 엄청난 자본투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몽골이 이 산업들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그 대신 광업과 관련된 기계공업, 운송장비, 화학공업, 금속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몽골의 부존자원 여건과
일관성이 있으며, 시간과 자본투자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
둘째, 국가발전전략에 인적자원 개발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몽골은 광
대한 국토에 비해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능 낮은15) 국가이다. 따라서 인
적자원(human capital)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공교육의 수준
제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유학생 파견에서도 현재 인문사회계열
이 다수인 구조를 이공계열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원활한 취업과 노
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교육과 취업교육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몽골 노동자를 많이 파견하는 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기술 측면에서
도 몽골의 산업발전에 맞는 적정기술을 도입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보인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광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원고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 아래 있는 광물자원을 땅
위의 지속가능한 자본재’로 변환시키는 효율적인 과정이 요망된다. 아직 민
간경제가 취약한 몽골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 몽골의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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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몽골 공공투자관리제도의 효율성
은 국제적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16) 따라서 몽골은 국가의
실질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광물자원 개발과 함께 공공투자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몽골은 201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경제개발부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의 종합조정부서(control tower)로 만들었다. 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다원적이면서 중층적인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각 경
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이끌
어나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우수한 관료
조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개발부의 신설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광물 원석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적절한 단
계까지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유공장 건설 정책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세기 동안 각
국의 산업정책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였던 바, 몽골은 성공적인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각국의 사례를 자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17)

16) 몽골은 평가대상 71개국(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중 34위로서 낮은 편이다. 공공
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제도는 전략적 가이드와 프로젝트 평가(appraisal),
프로젝트 선정과 예산편성(selection), 프로젝트 실행(implementation), 프로젝트 감독과 사
후평가(evaluation) 등 4단계로 나누어 평가된다. 평가대상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
라질이 매우 우수한 공공투자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타일랜드와
카자흐스탄이 상위권에 들어 있다. 몽골은 특히 프로젝트 감독과 사후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2011),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January)
p. 21 각 단계별 4점 만점 척도이다.
17) Altenburg(2011) 참고. 제4장에서는 7개 국가를 비교분석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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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몽
골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주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
라서 국익을 살리고 주변국과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외교
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사회간접
자본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송경로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광업에
집중된 투자로 인해 여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업의 다양
한 발전을 위한 투자경로를 적절히 열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몽골정부는 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사례에
서 보듯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서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관리능력(governance)문제이
다. 몽골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
여야 한다. 몽골은 자원운송가격이 높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doing business) 측면에서 아직도 국제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산업발전의 애
로사항 해결과 함께 각종 정부정책 실행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Ⅲ. 한 ․ 몽 산업협력의 현주소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경제통상과 투자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양국은 1991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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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항
공협정,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
다.18) 그동안 양국은 교역규모의 성장,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 각종 협력
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평가된다. 양국의 산업협력은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되어왔지만, 여기서는 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1. 양국 교역규모와 주요 품목
한국의 대몽골 교역규모는 [표 11]과 같다. 2000년 5,000만 달러 수준이
던 양국 교역규모는 2013년 약 8배 증가하여 4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무
역수지 측면에서 한국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불균
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의 교
역규모가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5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먼저 교역규모 총량의 증대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19)
한국의 대몽골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 때문이다. 몽골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와 개인
의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화
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은 몽골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음

18) 주몽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mng.mofa.go.kr/ 참고.
19) 대몽골 수출은 한국 총수출 대비 0.08%, 대몽골 총교역은 한국의 총교역 대비 0.04%에 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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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수요가 유발되고 있
다. 한국기업은 몽골에서의 기업경영을 위해 주로 한국상품을 조달하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을 무시할 수 없다.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
통신기기 등 한류와 관련된 파생수요도 큰 편이다.

표 11. 한국의 대몽골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총교역

56,749

82,516

230,470

410,497

487,055

426,430

수출

54,672

77,621

191,631

349,874

433,457

399,472

수입

2,077

4,895

38,839

60,623

53,598

26,958

52,596

72,726

152,792

289,251

379,859

372,514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의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매우 작다. 이는 몽골의 수출
상품과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수입품은 광산물로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캐시미어를 비롯한 의
류와 일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향후 몽골의 식품가공업이 발달하면
대한국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캐시미어의 색상과 디자인 등이
개선되면 이 분야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 한 ․ 몽 양국이 이러한 차원
에서 산업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이는 상호 무역불균형 시정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표 12]는 대몽골 주요 수출/수입 품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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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수입 품목(2013년)

(단위: 천 US달러)

수출
품목

수입
금액

구성비(%)

품목

금액

구성비(%)

154,110

38.6

광산물

24,196

89.8

화학공업제품

64,545

16.1

농림수산물

871

3.2

농림수산물

40,961

10.2

섬유류

752

2.8

전기전자제품

36,890

9.2

전자전기제품

714

2.6

철강금속제품

25,861

6.5

플라스틱/고무

242

0.9

섬유류

16,899

4.2

기타

183

0.7

기타

60,206

15.1

기계류
*

*

주: 화학공업제품에는 플라스틱/고무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MTI 분류 기준을 따른다.

표 13. 몽골의 수출입규모와 국가별 교역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534.5

1,885.4

2,908.5

4,817.5

4,384.7

4,269.1

중국

64.5

74.0

84.8

92.1

92.6

86.8

캐나다

6.9

7.8

4.9

1.9

2.7

3.2

영국

6.5

6.7

2.3

0.4

0.3

4.7

러시아

3.4

3.6

2.8

2.0

1.8

1.4

한국

1.2

0.8

1.0

0.8

0.3

0.3

3,244.5

2,137.7

3,200.1

6,598.4

6,738.4

6,357.8

러시아

38.3

36.2

32.7

24.6

27.4

24.6

중국

27.7

25.2

30.3

30.7

27.8

28.7

한국

6.0

7.2

5.7

5.4

6.9

8.0

일본

7.3

4.5

6.1

7.4

7.4

7.0

미국

2.6

4.8

5.0

8.1

8.0

8.1

수출 총액

주요국
수출
비중

수입 총액

주요국
수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p. 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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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몽골의 수출입규모와 국가별 교역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비중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고). 몽골의 수출품은 대부분 광물
자원으로, 거의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몽골의 수입은 중국과 러시아에
다소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향후 몽골의 소득이 증가하면20) 대중국 수입품이 한국상품으로 대체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과 연계한 양국 산업협력의 강화가 필
요하다고 본다.

표 14. 몽골의 주요 수입품 구성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에너지/광물

29.7

26.7

23.6

19.3

23.5

27.4

기계/전자제품

18.7

19.8

21.3

27.0

24.5

22.0

자동차와 부품

14.1

12.7

19.0

22.9

18.9

15.7

식료품

12.0

12.9

10.3

6.1

7.0

7.6

화학제품

7.3

9.1

8.7

7.4

7.9

8.5

기초금속

8.3

7.7

6.3

9.0

8.7

8.7

기타

9.9

11.1

10.8

8.3

9.5

11.1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281.

몽골의 주요 수입품 구성은 [표 14]와 같다. 에너지와 광물은 대부분 러
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건
축자재 등을 수입하고 있다. 몽골에서 한류 열풍이 강하고 한국상품에 대
한 우호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 현재 8%에 불과한 한국의 비중을 높일 여
20) Oyungerel ․ 김홍진(2013)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양국의 수출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양국의 소득이 유의하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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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몽골경제의 발전과 함께 대중국 수입품을
한국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대몽골 투자 현황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연도별 부침이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06년 처음으로 단일 연도 기준 1,000만 달러를 넘어
섰다(표 15 참고). 이후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처음으로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2년 다시 5,000만 달러를 넘어
서는 등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1)

표 15. 한국의 연도별 대몽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1994~
2005

금액

28,629 19,703 44,433 58,308 25,512 26,338 43,046 55,910 49,215 351,094

증가율

-

2006

193.8

2007

125.5

2008

31.2

2009

-56.2

2010

3.2

2011

63.4

2012

30.0

2013

합계

-1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한국의 산업별 대몽골 투자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누계기준으로 광업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6 참고). 광업 중에서는 금․은 및 백
21)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총해외투자에서 몽골의 비중은 0.14%로 미약하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투자에서는 0.57%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몽골은 한국의 제51위 투자
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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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비중이 약 2/3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 비철금속광업, 철광 등에
투자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이 높다.
대몽골 투자는 초기에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
근에는 비교적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당 투자금액으로
볼 때 평균 32만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16. 한국의 산업별 대몽골 투자 현황(1994~2013년)

산업

투자건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금액, %)

건당
투자금액

광업

204

97,097

27.6

476.0

도매 및 소매업

244

62,254

17.7

255.1

건설업

126

47,150

13.4

37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6

34,706

9.9

29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

25,044

7.1

544.4

제조업

126

19,392

5.5

153.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17,589

5.0

97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

14,453

4.1

21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11,884

3.4

457.1

숙박 및 음식업

15

7,114

2.0

474.3

운수업

23

5,374

1.5

233.6

농업, 임업 및 어업

41

4,103

1.2

100.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

2,786

0.8

557.2

금융 및 보험업

7

488

0.1

69.7

기타

30

1660

0.5

55.3

1,093

351,094

100

321.2

총계(2013까지 누계)

주: * 해외투자통계에서는 신고건수와 송금횟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투자건수는 신고건수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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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면 [표 17]과 같다. 외국인의 대몽골 투
자는 2000년까지 매우 미약했으나, 21세기 들어와 구리와 석탄 등 대규모
자원이 발견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말까지 총외국인투자 누
계는 약 16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최근 수년 동안 투자된 것이며
전체의 70% 이상이 광업과 석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22)

표 17.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자금액

496

1,574

4,620

4,408

2,032

1,199

증가율

-

217.3

193.5

-4.6

-53.9

-41.0

주: * 2013년과 2014년은 추정치
자료: IMF(2014), IMF Country Report 14/64(March), p. 26.

몽골은 2012년 광산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
하는데, 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23) 외국인투자 감소
는 몽골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도 기인하지만, 정부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
투자 발주 감소와 몽골 투그리크화의 평가절하 등도 크게 작용하였다. 즉
대중국 석탄 수출조건으로 인한 마찰과 석탄 수출의 대폭 감소, 오유 톨고
이 금동광산을 둘러싼 외국인투자자와의 갈등 및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외
화유입이 감소하면서 투그리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22) 이재영 외(2012), pp. 130~132 참고.
23) 광산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국부 유출 논란, 정치인의 포퓰리즘 등이 혼합되어 발생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국제여론의 악화, 외국인투자의 급감
등으로 인해 몽골정부는 2013년 외국인투자법을 재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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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더욱 감소하여 약 1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국의 대몽골 산업별 투자 비중을 보면 [표 18]과 같다. 중국은 제1위
투자국으로 대부분을 광업과 석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원유
생산은 전적으로 중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가 많은 이
유는 우선 몽골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몽골의 자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4)
표 18. 주요국의 대몽골 산업별 투자 비중(2011년 누계 기준)

(단위: %)

산업

중국(1)

캐나다(6)

한국(7)

미국(8)

일본(11)

러시아(12)

광업, 석유

71.9

91.0

27.6

45.9

2.7

64.9

무역, 요식업

18.0

6.5

19.9

23.6

48.5

12.6

건설, 건자재

1.2

-

13.4

1.3

7.2

3.2

경공업

0.7

-

5.5

1.9

17.6

0.5

정보통신

0.1

-

7.1

-

6.1

0.1

금융

0.1

-

0.1

7.1

7.3

2.9

기타

8.0

2.5

26.4

20.2

10.6

15.8

주: 1) ( ) 안의 숫자는 대몽골 직접투자 순위이다.
2) 한국의 산업별 구성은 2013년 누계 기준이다.
자료: 이재영 외(2012), p. 164 표 4-21에서 일부 내용을 정리, 추가하였다.

캐나다는 6위 투자국으로 거의 전적으로 광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오유 톨고이 구리광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25) 한국은 7위 투자국으
24) 중국은 많은 원조를 제공하면서까지 몽골의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몽골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고 있
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몽골은 ‘제3의 이웃’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5) 2위부터 5위까지 투자국은 네덜란드,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지
역이다.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지역을 우회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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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도 거의 절반을 광업에 투자하면서, 무
역과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 투자국이면서 몽골 원조그룹
을 오랫동안 주도해왔는데, 광업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경공
업, 정보통신, 금융업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
절부터 몽골의 자원과 기간산업에 투자해온 패턴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라
늄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대몽골 건설공사 수주 현황을 보면 [표 19]와 같다. 몽골은 최근
자원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가 증
가해왔으며, 민간부문에서도 호텔 신축 등 대규모 건축공사가 발주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최근 몽골의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건설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의 비중이 최근 크게 나타나고 있다.26)

표 19. 한국의 몽골 건설공사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199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건수

92

17

12

9

12

15

157

수주 금액
(증가율)

211,514
(-)

18,656
(-)

68,340
(266.3)

142,969
(109.2)

300,437
(110.1)

860,654
(186.5)

1,602,570

삼성물산
(비중)

-

-

-

-

200,101
(66.6)

887,162
(103.0)

1,087,263
(67.8)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6) 롯데건설, 삼부기술 등도 몽골의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아시아지역에서 한
국이 수주한 해외건설공사 중 몽골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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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앞으로 철도 건설과 도로 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많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등에도 많은 수요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건설공사 외에 플랜트사업 등에도 높은 경쟁력
을 갖고 있으므로, 민간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분야는 매우 넓다고 하
겠다.

3. 양국 산업협력의 평가와 장애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산업협력의 현주
소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도 미흡
하다. 한 ․ 몽 양국의 교역규모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매우 작으며, 일본
및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많은 강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 몽 양국 사이에는
역사 ․ 문화적 유대감이 있고 몽골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 높은 데도 불구하
고, 양국 교역규모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아
야 한다. 수출 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은 몽골 총수입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면에서는 몽골 전체 수출의 1% 미만을 한국에서 수입하
고 있을 뿐이다. 양국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고 하겠다.
둘째, 양국 교역에서 몽골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3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는 2013년 기준 외환보유액 22억 달러 내외의 몽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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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만성적 무역 불균형은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주한 몽골 노동자의 송금
으로 몽골이 외화 순유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27) 그
러나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송금과 양국 무역수지 등
을 망라해서 계산할 때, 어느 쪽이 흑자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쪽으로 치우친 무역수지 불균형은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몽골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투자되고 있
으나, 아직도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양국이 상호 교류를
시작한 초기에는 대체로 소규모 서비스 및 도소매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최근 광업과 건설업, 방송문화 등 투자분야가 다양화되는 것은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 투자국 대비 건당 투자금액이 영세하고 투
자 총규모도 작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동안 한국은 몽골의 제반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몽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건설공사 수주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긍정
적이다.
양국 산업협력의 확대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요인은 몽골이 내재적으로

27)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로 볼 때 약 20만 명의 노동자
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 몽골의 송금 유입은 1억 9,500
만 달러, 송금 유출은 1억 7,300만 달러로 2,200만 달러의 순유입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3,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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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표 20 참고). 그 외
에 최근 몽골정부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보여준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
국의 상호 인식에 있다고 본다.
표 20. 몽골경제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풍부한 광물자원(구리, 석탄, 금 등) 보유
∙ 광대한 초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 오축과 대규모 축산자원
∙ 높은 문자해독 인구와 교육열
∙ 정부와 국민의 경제발전 의지
약점(weakness)

∙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 인프라(철도, 도로 등) 부족
∙ 기상조건 불리(혹독하고 긴 겨울)
∙ 광대한 국토에 비해 인구의 절대 부족
∙ 내수시장 협소(낮은 소득, 적은 인구)
∙ 낙후된 기술과 시설, 제조업 취약

기회(opportunity)

∙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및 산업화 정책
과 높은 성장잠재력
∙ 인접시장인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의 잠
재력 연계 가능
∙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 우호적인 한국관 및 한류 열풍 지속
위협(threat)

∙ 중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선발 진출국
들의 자원 독점 우려
∙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한 비용조건 악화
∙ 중국의 정치경제 영향력 심화
∙ 높은 대외 채무와 대외 유동성 취약
∙ 산업구조의 편중과 특정국 의존 심화
∙ 강대국에 끼인 약소국으로 불안한 안보

자료: 정재완 ․ 유민우(2006), p. 72를 바탕으로 내용 수정 후 재작성.

첫째, 한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몽골경제의 부상과 재평가에 따라 몽골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열리는 등 나름의 협력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 강력히 원했던 FTA 추진과 대통령의 조기 방
몽 등에 대해 한국은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한국기업도 몽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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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발전과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원획득과 단기적 이익추구에만
주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 있어 몽골은 계
륵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몽골 측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몽골의 입장에서도 ‘제3의 이웃’ 정책에서 한국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남북한 동시수교국가로서, 중요한 때에 확실하게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어정쩡한 등거리 외교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정부
를 실망시켜왔다. 이로 인해 한국도 몽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의 선후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상호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내륙국가라는 몽골의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양국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몽골은 같은 내륙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수출입에 따른 철도운송비용이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남태평양의 외진 도서국가보다도 운송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 철도가 남북으로만 연결된 이유도 있지만, 운송시스템의 비효율성
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러시아어가 많이 통용
되고 영어 사용이 적은 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몽골어 또한 낯
선 언어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정보접근성도 쉽지 않은 편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좁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설사 한국이 대규모 자원개발에 성공한다
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원을 한국까지 운송하려면 많은 장애요인을 넘어야
한다. 몽골은 광물자원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 기타 국가들의 이해관계

28) World Bank(2013), p.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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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몽골 광산물의 최대 수요자로서
유리한 가격에 수요독점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시장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국을 경유하는 광물 운
송에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대몽골 에너지 수출 공
급독점자이면서 몽골 광물자원 개발과 운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
는 철도를 동부 몽골을 경유하여 시베리아까지 연결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광물 운송경로를 마련해주고 철도 이용 수익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철도 부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어
떻게 조달할 것이며, 수송경로가 길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은 당사국인 몽골이 나서서 풀어야 하겠지만, 직접적인 운송경로가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현지에 진출한 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보면 몽골사회의 제도
와 법규가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즉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로 인해 기업 설립이 어렵고, 사회주의 유산으로 남아 있
는 다양한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무행정의 복잡성과 공무원의 부패, 수출입 업무에서 통관 지연 및 자의
적 관세 부과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이재영 외(2012), pp. 184~2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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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 ․ 몽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양국 산업협력의 목적과 결정요인

몽골은 자원개발과 산업화 정책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
편, 이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러
한 전략의 밑바탕에는,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으로 개
방한다는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높게 유지한다는 이중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몽골과의
산업협력은 광물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정부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
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협력이 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대몽골 산업협력
전략은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는 방향에서 탐구되어야 한다.30)
몽골은 한국과의 산업협력에서 어떤 목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
인가?
첫째,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심을 갖는 모든 국
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자원산업이고,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개발기업과의 이익배분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30)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 등 여타 자원부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몽
골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학기 ․ 김계환(2010), pp. 154~1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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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등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도 광종과 지역을 잘 선택
한다면 일정 부분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둘째, 몽골은 자원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있지만, 자원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
해 경제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자원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다. 몽골이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
에서 더욱 큰 협력의 여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측면이 반영된다.
먼저 광물자원을 채취하여 곧바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산
업으로 연장하여 국내 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산유국이
원유를 채굴하여 이를 정유하거나 석유화학산업으로 국내 가치사슬을 연장
하는 것과 같다. 몽골은 석탄을 생산하고, 한국은 석탄화학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형태로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둘째, 몽골 국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다.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로 정
부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철도, 도로, 전
력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몽골은 철도
와 도로 건설 수요가 많고, 한국은 해외건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서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셋째, 자원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거시경제 불안정성과 네덜란드 병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몽골의 경제환경에 맞는 제조업
과 여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원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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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구리 등 자연자원은 장기적으로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육성 및 몽골의 식
품가공업 및 섬유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양국의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몽골은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개
발분야의 협상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
한 경우 자원개발은 순수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양국의 경제적 ․ 전략적 목
적이 서로 교차하는 양자 간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과 함께 양국 산업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몽
골을 둘러싼 경쟁환경을 감안해야 한다. 몽골에는 이미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 국가들의 자원기업은
한국보다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
부터 형성되어온 몽골과의 우호친선관계와 끈끈한 인맥을 강점으로 갖고
있으며, 중국은 몽골 자원의 수요독점자와 같은 지위를 강점으로 갖고 있
다. 러시아는 대몽골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몽골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를 노리고 있으며, 중국은 대몽골 상품 수출을 조절하며 몽골경제를 좌우
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대규모 자
원개발에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몽골 산업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결국
수요자인 몽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뒤지는 한국기업이 단독으
로 몽골의 자원개발 경쟁에 나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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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관련된 것은 경쟁력 있는 여타 국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하
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자원개발과 하류산업 발전을 연계하
는 일종의 패키지 형태의 접근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자원
기반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과 산업구조,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면, 대몽골 산업협력 측면
에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표 21. 한국 ․ 몽골 산업협력의 목적과 결정요인

한국

몽골

∙ 자원개발 rent 극대화(경제적 이익
∙ 자원 확보
산업협력의
극대화 추구)
∙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에 부응
∙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자원산업 고
목적
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도화, SOC 건설, 산업다변화)
산업협력
결정요인

∙ 기술, 자본 부족
∙ 기술력, 자본, 시장 확대
∙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에 따른 기술과 ∙ 시장수요독점(중국)
∙ 자원 독점
자본, 노하우

∙ 주요국(중국, 러시아, 캐나다)의 기득권과 경쟁 심화
몽골 진출
∙ 몽골 자원민족주의 경향 강화
환경
∙ 지리적으로 불리(내륙국가)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결론적으로 한국은 경쟁국 대비 기술력과 자본력 비교열위를, 몽골의 산
업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의 우위요인으로 상
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 주도의 산업협력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민관협력의 포괄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예컨
대 적정기술이전센터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고, 몽골 정부 및 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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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몽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
식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
성해나가야 한다.

2. 자원개발 연계형 산업협력

자원개발 연계형 산업협력은 몽골의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정
책에 부응하면서, 자원확보라는 전략적 목적과 경제적 이득 추구라는 복합
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몽
골의 하류산업 발전정책과도 부합해야 한다. 이 분야의 산업협력은 몽골정
부의 자원개발정책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협
력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전략 광종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면 부존자원이 어느 정도 큰 자원에 투자할 필요가 있
다. 몽골은 전략광산으로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15개
선정하여 지정하였으며, 추가로 30개의 광산을 지정할 예정이다. 몽골정부
는 전략광산의 국가지분을 조정하면서 이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적인 면에서도 몽골 국토의 20~25%만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전략 광종과 지역을 잘 선택하면 한국
의 자원개발 참여는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석탄
과 원유에 집중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구리와 금, 러시아는 우라늄
과 석탄, 미국은 최근 석탄광산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에르데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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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광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몰리브덴과 금을 수입하고 있다. 또 한국은
광업 투자 중에서 금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직도 몽골의 전
략광산 중 많은 곳이 개발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개발과 하류산업이 연계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다.31) 가장 유력한 방안은 몽골의 석탄 개발에 참여하면서, 부가가치 증대
의 일환으로 석탄화학공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석탄을 가공, 화학
제품을 추출하는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몽골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된다.
한국은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 개발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였지만, 광구가
많기 때문에 차후 참여할 여지는 남아 있다. 타반 톨고이 광산은 품질이
좋은 코크스탄(coking coal)이며 매장량이 엄청나다. 제철과정에 반드시 코
크스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철강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다음으
로 정유공장 건설과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몽골의 원
유 생산량은 2013년 500만 배럴을 조금 상회하고 있다. 정유공장 건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몽골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동몽골지역에서는
새로운 시추가 계속되면서 향후 원유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정유공장 건설의 기술적 타당성은 따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몽골의
에너지 수요와 원유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중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몽골정부도 2020년대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구리 및 황산 개발과 연계
된 비료공장 건설도 타당성이 높다. 몽골의 북부 셀렌게 지방을 비롯한 강
31) 자원개발과 하류산업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투자가 이루
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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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많은 지역은 작물재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척박한 초원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32)
셋째, 몽골의 자원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컨소시엄 형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중국은 몽골 광산업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면서 몽골 광
물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수요독점자의 위치에 있다. 개발된 자원
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반 톨고이 광산 개발 참여에 실패한 것도 몽골 자원개발에 투
자경험이 없는 일본과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것에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석탄공사가 투자한 홋고르 탄광의 실패사례도 결국 중국의 수
요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몽
골의 자원개발에 성공하려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정학적 위치가 더
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원개발 연계형 산업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협력은 경제적 이득 외에
국가적으로 자원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고위
급 자원외교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 ․ 몽 양국은 매년 정부 차원에
서 자원협력위원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통해 몽골 자원개발이 성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개별 기업이 각자의 채널을 통해 투자해왔기 때문이
다.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의례적으로 방몽하는 것도 실효성 논란을

32) 이재영 외(2011), pp. 181~18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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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있다. 필요한 때에 과감한 방문으로 상대방 국가에 진정성을 보
여주면서, 한국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
다. 몽골에는 몽골광업협회(Mongolian National Mining Association)가 있어
서 회원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협회에는 20여 개의 외국회사
를 포함하여 약 1,700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관련 포럼
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협회 등록 기업이 없으며 포럼 참여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업도 정부의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현지 기관
들과 적극 접촉하면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3. 민간투자형 산업협력

민간투자형 산업협력은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과 그 외 발전전략
의 실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제조업 육성 등 자원개발과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주
요 목적으로 한다. 이 분야의 산업협력은 SOC 건설과 같은 몽골정부의 공
공투자프로젝트에 의존하며, 제조업 육성과 같이 양국의 비교우위조건이나
몽골정부의 산업다변화 정책에 의존한다. 여기서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협력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몽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에서 철도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다. 몽골은 광대한 국토에 남북을 잇는 단선철도가 유일한 간선철도이다.
특히 남고비지역의 오유 톨고이 및 타반 톨고이 광산은 간선철도와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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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철도 부설이 필요하다. 나아가 간선철도를 동몽골을
경유하여 러시아까지 연결하려면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가 더 필요하다. 몽
골은 개방 후 새로운 철도를 건설한 적이 없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함
께 새로운 철도망 건설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향후 철도
건설시장은 큰 규모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몽골은 울
란바토르 시내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동서를 관통하는 도시 지하철 건설
도 계획 중이다. 몽골의 도로 또한 비포장이 많고 상태가 좋지 않아 확포장
수요가 매우 크다.33) 몽골은 물부족국가로서 수자원 개발 및 댐 건설 수요
또한 상존한다. 큰 강이 흐르는 서북부지역에 댐과 함께 수력발전소를 건
설한다면 한국기업에 좋은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건설공사 참여 확대이다. 이미 몽골 신공항 건설(터우 아이막)에
삼성물산이 약 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다. 몽골정부는 제
4, 제5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이며, 앞에서 서술한 정유공장 건설도 계
획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부 발주 건설공사 외에도 울란바토르 시내
에는 많은 건축 수요가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비즈니스 빌딩이 들어
서고 있으며, 지방에서 이주해오는 인구증가로 아파트 건축 수요도 급증하
고 있다. 대규모 광산 개발에도 전력설비 등 건설공사 수요가 발생하는데,
오유 톨고이 광산 전력공사에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건설공사에는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하지만, 인프라 건설과 마찬
가지로 한국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장기간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3) 2013년 기준 몽골의 도로 연장은 8,875km, 비포장도로는 3,036km이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3),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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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산업협력은 민간기업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몽골
사회에 필요한 부분은 ODA 및 EDCF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
금까지 약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EDCF 자금을 지원해왔는데(표 22 참
고), 몽골사회의 통신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
다. 몽골은 전력설비의 노후화가 심하여 설비교체 등 전력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이 제공하는 유 ․ 무상원조사업을 모두 한
국기업이 수주한다면, 이것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우호협력으
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22. 한국의 대몽골 EDCF 지원 현황

승인 금액
(백만 달러)

사업명

승인 일자

주사기공장 건설사업

1992. 8

5.2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996. 1

8.0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1999. 10

5.3

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1999. 10

14.3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충융자

1999. 10

0.9

고속도로 건설사업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2004. 7

21.4

울란바토르 지능형 교통망 사업

2006. 10

12.8

긴급구난정보망 건설사업

2006. 10

13.5

국립의료원 건설사업

2011. 12

55.5

합계

비고

남고비지역

136.9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www.edcfkorea.go.kr.

셋째, 몽골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제
조업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노동력과 수자원, 기후 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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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활발한 자원개발의 붐에도 불구하고 몽
골의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중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식품
가공업과 캐시미어를 포함한 섬유산업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육류 생
산이 많은 몽골이 한국의 우수한 가공 및 포장 기술과 냉장보관기술을 접
목한다면, 식품가공업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몽골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자국에서 생
산되는 육류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캐시미어를 생산하는
몽골의 섬유산업은 수출상품 구성에서 광물자원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몽
골의 캐시미어는 의류의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세련된 기술이 보완된다면
국제적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일본이
제조업과 경공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넷째, 농업분야의 산업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몽골은 광대한 경작가
능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북부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경작여건
도 개선되고 있다. 몽골은 특히 맥류와 감자 생산이 많은데, 한국에서 일정
규모의 농지를 일정 기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잉여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
면 일석이조의 결과가 될 것이다.34) 원래 육식을 좋아하는 몽골 사람들이
지만 개방 초기 그린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생산한 한국인에 대해 많은
호평이 있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오축을 중심
으로 유목을 하지만, 최근에는 양돈과 양계 등 축산업도 성장하고 있으므

34) 농업분야의 산업협력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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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축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산업협력 추진과 함께 가칭 ‘한 ․ 몽 적정기술 이전센터’ 설립이 강
력히 요망된다. 몽골에서도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지만, 산업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적정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더욱 많아 보인다. 첨단기술
은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적정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서 기술이전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적정기술 이전은 산업구조 조정에도 도움이 되므
로, 한국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몽골 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활로에도 유익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필
요도 있다. 몽골은 국토가 넓고, 특히 거리가 먼 지방에도 소규모 산업시설
이 산재해 있다. 접근 가능성과 높은 비용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몽골의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산업에 적정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은 몽골경제 성장
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산업의 잠재적 기반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4. 양국 산업협력의 추진방향

몽골은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 있고 사회주의 시절의 유산으로 각종
규제가 많은 편이며 비즈니스 환경도 열악하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
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
는 정치 ․ 경제상황이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때도 있다. 국가의 경제적 개입
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몽골과의 산업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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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산업협력의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두어야
한다.
먼저, 민간과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서 대
몽골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원개발과 산업다변화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에
는 긴 시간과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투자형 산업협력이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진주체를 분리하게 되면 한국의 민간기업이 주요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능가하기 어렵다. 자원개발과 민간투자형 산업협력도 패키지 형식으로 포
괄적인 범위에서 함께 추진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
응력을 높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몽골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간기업
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 협력의 틀
을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몽골의 자원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반드시 몽골의 전통산업
인 식품가공업, 섬유산업, 농업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산업협력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개발에만 치중하는 협력관계는 중국과 러시
아 등 기존 진출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도 낮고, 성공하더라도 많은
비용지출 등으로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 자원개발을 통
해 금전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몽골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협력에는 인색하
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경제협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몽골에 대한 ODA 사업 일부를 산업협력과 연계하여, ‘몽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성 있는 산업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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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몽골과의 산업협력은 몽골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적
인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몽골은 자원개발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많은 국민들이 과거 러시아의 약탈
적 개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환경
파괴조사와 복구사업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양국 산업발전의 격차로
인해 호혜적이고 대등한 산업협력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동안 몽골의 산
업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몽골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과 불합리한 법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불
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몽골을 넘어서는 시장확대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먼저 몽골
과의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몽
골이 희망하는 FTA 추진을 받아들이고, 한국이 원하는 성공적인 자원개발
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생산적인 교환이 될 수 있다. 몽골과의 FTA
추진은 러시아와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시장확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
으며, 대중국 수입 수요를 한국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몽골
을 넘어서 시베리아에 분포하는 광의의 몽골부족과 연계된 시장확대전략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한 ․ 몽 양국은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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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교역규모와 투자규모, 산업협력의 내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내륙국가라는 몽골의 생태적 한계
와 제도적 ․ 문화적 제약요인이 있지만, 양국의 중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산업협력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양국의 산업협력은 자원연계형과 민간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몽
골은 경제적 이익과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한국은 자원확보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할 동기를 갖고 있다. 한국은 전략 광종
과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자원개발과 하류산업
의 연계를 통해 몽골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몽골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중국 등과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자본과 기술력의 약점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제조업 육성 등의 산업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몽골은 광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 건설이 시급하며, 광대한 국토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도로건설 수요가 매우 크다. 수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시 지하철 건설도 계획 중이며,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공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몽골의 식품가공업과
섬유산업에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입히는 산업협력이 요망된다. 이를
통해 수출증진 등 몽골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
국은 오랜 해외건설 경험과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민간투자형 산
업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자원기반경제의 특성을 가진 몽골은 자원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
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원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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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장
기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로 평가받는 몽
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금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 몽 양국은 산업협력 확
대를 통해 몽골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민간과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서 대
몽골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협력을 추진함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
구하되 상대국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몽골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과 몽골의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양국 산업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
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적 투자, 미비한 비즈니
스 환경에서 감수하는 기업의 리스크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몽골에서 희망하는 FTA 추진을 대승적 차
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 ‘한 ․ 몽 적정기술 이전센터’ 설립을 통
해 기술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포괄범위가 넓은 주제를 다루는 관계로 사안별 구체적 분석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또 자료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이 많기 때문에 실
증분석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남겨놓고 있다. 이상의 부족한 점들은 다음
연구에서 보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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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국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푸틴 대통령 집권 1기부터 3기까지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민족통합과 국
민화합을 위한 애국주의 사상 고취와 교육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이념적 목
적을 선전하고 달성하는 데서 영화의 시각이미지만큼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예술매체는 없었다. 특히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서
전쟁의 주제는 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나 자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포스트

* 본 논문 3장 2절, 4장 1절과 2절은 연구기간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종합지역정
보지 Russia & Russian Federation, 5권 1호, 3호와 4호에 연구노트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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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시대에 성장한 젊은 세대까지 모두 애국적 민족주의 감정 속에
똘똘 뭉치게 하는 결속효과를 발휘했다. 또 최근 영화를 통해 부활하기 시
작한 소련 시절 문화적 영웅들의 삶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조국의 기치 아
래 단결과 화합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문화정책 수단과 방법을 통해, 특히 영화매체를 동원하여 국민에게
‘조국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С чего начинается родина?)’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애국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주입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러시아의 국가적 가치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파악
하려면 애국주의 문화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정책 수행과 선전에서 매
우 효과적인 러시아 영화작품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푸틴 시대 전쟁영화와 전기영화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애국주의 문화정책
을 분석하는 목적과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전쟁영화와 전기영화를 중심으로 한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와 애
국주의 문화정책의 상관성은 지금까지 러시아 국내외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1) 특히 푸틴 집권 3기에 나온 새로운 국가적 가치관에 부응하여 제

1) 전쟁영화 등 푸틴 시대 러시아 블록버스터 영화와 애국주의에 관한 학술연구(서)는 Stephen
M. Norris(2012), Blockbuster History in the New Russia: Movies, Memory, and Patriotism(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에 집대성돼 있다. 하지만 그는 본 논문에
서 다루는 최신 러시아 전기영화와 애국주의 문화정책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
고 있다. 이밖에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전쟁영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전
무하며 개별 영화에 대한 일부 분석은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애국주의 문화정책과의
상관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관련이 있어도 영화작품에 대한 조명이 매우 간략한 수준이어서
본 연구의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스베틀라나 자루비나(Светлана Зарубина)는
2000년대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애국주의를 정부정책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있어 일정한
학술적 의미가 있지만, 관련 영화작품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Св
етлана Зарубина(2012), “Патриотизм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кинематографе(2000-2010
гг),”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5, с. 169-176.

∙ 208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의 문화정책

작되고 있는 영화들, 그 중에서 2013년 후반에 나온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Сергей Бондарчук)의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 2013)｣와 같은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영화는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적 헌신을 그린 전쟁영화로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는 커다란 의의가 있지만, 전장의 포화 속에서 각기 다른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조국수호를 위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
서도 중요한 이념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스탈린그라드｣는 푸틴
집권 3기의 문화정책노선에서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조국
애’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전기영화’들에서도 푸틴 정
부가 지향하는 조국과 가족의 도덕적 가치는 문화적 영웅의 개인적 삶에서
사회의 집단적 정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영화의 시각이미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21세기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국가와
민족의 이념적 지향성은 비단 현대 러시아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만 아니
라,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과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은 2000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푸틴 시대 러시아 애국주의 문화
정책의 틀 안에서 러시아 영화가 구현한 이념적 담론의 주제들을 분석한다.
따라서 지난 15년간 러시아 정부에서 마련하고 시행한 애국주의 문화정책
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애국주의 경향의 주요 영화작품들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통합과 국민화합의 애국주의
사상 고취와 선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영화’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전쟁영화’들 중에서는, 특히 러시아 문화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주문’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 작품들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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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에 부응한 영화작품들도 분
석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 문화정책의 수행에서는 애국주의 사
상이 ‘위로부터’ 제시되어 구현되기도 하지만, ‘아래로부터’ 호응하여 나타
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혀 보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분석 영화 작품들로
는 안드레이 말류코프(Андрей Малюков)의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Мы из
будущего, 2008)｣와 표도르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가 될 것이다. 이
러한 영화작품 분석에서는 ‘자아’와 ‘타자’의 대립적 담론 구조에 초점을
맞춰 ‘적’으로 집약되는 ‘타자’에 대한 ‘자아’의 도덕적, 정신적 우월성이
어떻게 러시아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러시아 영화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른 ‘전기영화’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애국주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의 ｢전설의 17번(Леген
да No. 17, 2012)｣과 파벨 파르호멘코(Павел Пархоменко)의 ｢가가린. 최초
의 우주인(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2013)｣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아
과거의 문화적 영웅이 현재의 관객에게 어떤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Ⅱ.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의 문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린 2000년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와 애국주
의 문화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흔히 평가되곤 한다. 특히 이 해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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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세이 발라바노프(Алексей Балабанов) 감독은 1997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
한 영화 ｢형제(Брат, 1999)｣에 이어 3년 만에 속편 ｢형제 2(Брат 2)｣를 내놓
았는데, 바로 이 영화를 기점으로 2000년대 러시아 영화에 애국주의 물결
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발라바노프의 ｢형제 2｣는 블
라디미르 푸틴이 옐친 대통령에 이어 새천년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 푸틴은 2000년 3월 26일 치러진 러시아 대
선에서 승리하고 5월 7일 대통령에 취임했고, 발라바노프의 ｢형제 2｣는 이
보다 나흘 뒤인 5월 11일 개봉했다. 이처럼 ｢형제 2｣ 개봉과 푸틴 집권은
시기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발라바노프는 영화 ｢형제 2｣에서 전작 ｢형제｣를 포함한 1990년대 영화들과
는 다르게 소비에트 과거 유산과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현실에 대해 부정
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형제 2｣가 “소비에트 과거를
그 모든 구성요소와 함께 완전히 되살려 놓고 있는 포스트소비에트 최초의
영화”2)로 평가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형제 2｣는 주인공들이 소련에서 태어났고 소련의 상실에서 오는
절망감을 극복하려 하면서 소련 시절의 러시아식 전통문화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게다가 이 영화는 소련이 세계 초강대국이었고 인
류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즘으로부터
유럽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
던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자긍심을 공공연하게 강조한다. 주인공 다닐라 바
그로프(Данила Багров)가 미국으로까지 건너가 미국의 악덕 사업자들을 응
2) Евгений Гусянский(2001), “Брат жил, брат жив, брат будет жив,” Искусство кино, No. 3
(Март), kinoart.ru/2001/n3-article7.html(검색일: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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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선량한 러시아 형제자매들을 구출하는 영웅적
행보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을
악마화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이상화한다. 또 영화 속에서 충성과 단결, 정
의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는 다닐라의 모습은 2000년대 포스트소
비에트 러시아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다. 이런 식으로 형제 2는 소비에트 과거와 러시아 현실을 1990년대 ‘절
망감의 애국주의’에서 2000년대 ‘자부심의 애국주의’로 바꿔놓은 최초의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은 ｢형제 2｣에서 발라바노프 감독이 했
던 것과 비슷하게 푸틴 대통령도 취임 이후 러시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전임 옐친 대통령과는 다르게 소비에트 과거를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긍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푸틴은 옐친과 달리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소비에트 시대 이
전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소비에트 과거의 문
화유산을 적극 끌어안았다. 소련 국가(國歌)에서 가사를 일부 손질하며 곡
을 전면 수용한 일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4) 이처럼 푸틴 정부는 포스
3) Там же.
4) 마리엔 라뤼엘은 푸틴 집권기 러시아 정부가 사회와 재접속하기 위해 문화적 합의와 상징적
징표의 보고에 어떻게 의존했는지 설명하면서 크렘린의 애국주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조
국이라는 상징의 복원과 제도화된 역사적 기억”이라고 말한다. 조국의 주제는 민족이 위험
에 처해 있고 보호돼야만 한다는 이념에 담론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치적 분열을 약화시키
고, 사회적 갈등의 잠재력을 무효화시키며 문화적 기준의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의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건설에서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했다. 이와 함께
라뤼엘은 “소비에트 상징의 재건은 애국주의 표지의 주창을 향한 핵심적인 조치였다”고 덧
붙이고 크렘린이 “소비에트 상징을 재공식화한 후 휴일과 기념일 문제에 고개를 돌렸다”고
말한다. 마리엔 라뤼엘(2013), 민족의 이름으로: 현대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정치, 서울: 그
린비), pp. 269~275. 한편 2000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푸틴의 집권기에 복원된 소비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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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민족정체성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십분 재활용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현재의 문화적 활동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애국주의를 적극 장려하고 선전했다. 푸틴이 집권하
자마자 많은 신문, 방송채널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국영화하고 애국주의
국가이념과 정부시책을 선전하는 데서 지금까지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
고 있는 것을 보면 푸틴 정부가 어떻게 문화영역에 개입하고 문화활동을
통제 · 관리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5)
이런 점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푸틴 시대 러시아 정부가 문화영역에서
애국주의 정신교육을 공식프로그램으로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시절 선조들이 어떤 이상과 가치를 위해 싸웠고 미래에는 무엇을 위해 싸
워야 하는지를 현대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일련의 강령
들이 이 시기에 수립되어 문화교육 현장에 적용됐다.6)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러시아연방 시민의 애국주의 교육, 2001-2005(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
ни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1-2005 годы)”, “러시아연방 시
민의 애국주의 교육, 2006-2010(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граждан Росс
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6-2010 годы)”, “러시아연방 시민 애국주의 교육
상징은 총 15가지에 달한다. 이에 관한 일목요연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Витали
й Цепляев, “Назад, в СССР- какие символы Союза вернулись в современную Россию,”
http://www.aif.ru/society/history/42587(검색일: 2014. 4. 17).
5) 문화활동의 통제와 관리는 2014년에 들어와서 러시아 문화부가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Ос
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서 가장 분명
하게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Минкультуры изложило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http://izvestia.ru/news/569016(검색일:
2014. 7. 10).
6) Зарубина(2012), там же, с. 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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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Концепци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이 애국주의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푸틴 시대 러시아 문화정책의 기
본 강령으로 채택됐다.7)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 가운데 한 가지는 2000년에서 2014년 현재까지
푸틴 집권기 러시아 정부의 문화정책과 러시아 영화의 상호관계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푸틴 시대 러시아 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 국민의 통합
과 단결로 이어지는 민족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정신 고취로 이뤄져 있다.
레닌이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애국주의 내용의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선전하는 데서는 영화만
큼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술매체도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2011년 2월
러시아 영화발전정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영화는 본질적으로 오락 그
이상이다. 영화는 교육, 소통, 인성교육의 중요한 자원으로 젊은층에서 인
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8)고 강조하며 젊은층
을 위한 애국주의 교육수단으로서 영화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2000년 러시아 문화부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영화진흥 5개년계획을 마련해 러시아 영화예술의 방향성을 제
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영화는 예술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7)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1-2005 годы,” http://
www.rg.ru/oficial/doc/postan_rf/122_1.shtm(검색일: 2014. 2. 10);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
ни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06-2010 годы,” http://www.rg.ru/2010/10/11/patrioty-site-dok.html(검색일: 2014. 2. 10); “Концепци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граждан Р
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gospatriotprogramma.ru/the-concept-of-patriotic-education
-is-the-basis-of-the-state-program-/the-concept-of-patriotic-education-of-citizens-of-the-russianfederation.php/the-concept-of-patriotic-education-is-the-basis-of-the-state-program-/(검색일: 2014.
2. 10).
8) Зарубина, там же, с. 1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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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영화예
술의 사회적 정향은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러시아 사회의 정신적인 삶
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어야 했고, 이것을 보장하는 영화가 정부로부터 영
화제작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9) 이러한 체계는 2004년부터
러시아 문화부 산하의 러시아연방 문화 ․ 영화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по
культуре и кинематографии)을 통해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영화계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영화를 제작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장르를 불문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 했다. 예를 들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나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영화가
이에 해당한다. 또 러시아 사회의 정신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영화 등도
올바른 사회적 정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제작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다. 한편 2013년 5월 ‘통합러시아당’ 최고위원회 위원 겸 정치경제커뮤
니케이션스 대표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푸틴의 1년: 신단일중심주의(Год П
утина: новый моноцентриз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푸틴의 신노선
특징을 체계화하며 이를 ‘노선 3.0(курс 3.0)’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 노
선의 3대 핵심가치로는 ‘노동, 조국, 가정’이 제시돼 있다.10)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러시아 영화계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바로
‘노동, 조국, 가정’의 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푸틴
9) Зарубина, там же, с. 170-172; Samuel Crews(2013), “Screen Grab: Russian Cinema’s New
Patriotic Agenda,” Calvert Journal(5 March), http://calvertjournal.com/comment/show/528/
russian-film-industry-funding(검색일: 2014. 5. 10). 한편 1990년대 러시아 영화산업은 러시
아 사회의 혼란과 분열 속에서 소련 시절에 누리던 국고 지원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영화
제작편수도 대폭 감소했다.
10) Дмитрий Орлов, “Год Путина: новый моноцентризм,” http://www.iarex.ru/articles/36381.
html(검색일: 201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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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전반기에 이미 전쟁과 조국수호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이 정부의 제
작비 지원을 독차지했고, 2013년 10월 10일 출시된 표도르 본다르추크의
영화 ｢스탈린그라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
고 있다. 실제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을
다룬 11편의 영화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편의 영화가 정부지원금을 받
았고 이런 전쟁영화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사전에 계획하고 의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화계가 스스로 알아서 긍정적 내용의 전쟁주제를 묘사한
작품이었다.11) 게다가 2000년에서 2013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푸틴 시대
러시아 문화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애국주의 이념의 선전과 유포에서
는 피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국민의 일치단결을 보여주는 전쟁영화만큼
더 적절한 장르도 찾기 어렵다. 특히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푸틴 시대 러
시아 정부가 ‘러시아연방 시민의 애국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1차, 2차에 걸
쳐 마련하여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체계를 제시한 가운데 전쟁영화의 내용
은 러시아 국민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에 더없이 좋은 교육자료
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쟁영화가 러시아 애국
주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선전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로 적지 않은 효력
을 발휘했고 또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2002년 러시아 영화계에서
선풍을 불러일으킨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 감독의 영화 ｢별
(Звезда)｣이 거둔 성공과 그 이후 2005년 2차 세계대전 승리 60주년을 기점
으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무수한 전쟁영화에서 잘 입증된 바 있다.12)

11) Зарубина, там же, с. 173-174.
12) 이에 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Stephen M. Norris(2013), Blockbuster
History in the New Russia: Movies, Memory, and Patriotism, pp. 25-48. 한편 애국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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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푸틴 시대 러시아 영화의 애국주의 문화정책 선전에서는 전쟁영화
와 승리신화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푸틴 집권 3기
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는 애국주의 이념을 고취하고 선전하는 러시아 영화
에 ‘전기영화(Biopic)’ 장르와 경향이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련 음유시인 겸 가수, 배우로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블라디미르 비소츠
키(Владимир Высоцкий),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러시아 민족과 국가의 자
긍심을 세계만방에 떨친 유리 가가린(Юрий Гагарин), 소련 시절 최고의 아
이스하키 선수로 소련 스포츠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발레리 하를
라모프(Валерий Харламов) 등 소비에트 과거 문화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
물들의 비범한 생애를 새롭게 재구성한 영화들이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잇따라 제작되어 계몽주의와 애국주의 이념 선전에 동원됐다.13)
과 이념을 고양하는 최근 5~6년 동안 출시된 영화들 중에서 대부분 러시아 정부로부터 제
작보조금을 받아 제작된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안드레이 말류코프(А
ндрей Малюков)의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Мы из будущего, 2008)｣, 알렉산드르 사모흐
발로프(Александр Самохвалов)와 보리스 로스토프(Борис Ростов)의 ｢우리는 미래에서 왔
다 2(Мы из будущего 2, 2010)｣, 알렉산드르 코트(Александр Котт)의 ｢브레스트 요새(Бре
сткая крепость, 2010)｣, 니키타 미할코프(Никита Михалков)의 ｢태양에 지친 사람들 2: 임
박(Утомленные солнцем-2: Предстояние, 2010)｣과 ｢태양에 지친 사람들 2: 성채(Утомлен
ные солнцем 2: Цитадель, 2011)｣, 카렌 샤흐나자로프(Карен Шахназаров)의 백호(白虎)(Б
елый тигр, 2012)｣, 표도르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2013)｣ 등이다.
13) Andrey Arkhangelsky(2013), “New Russian Cinema Trend: Biopics of Soviet Stars,” Russia
Beyond the Headlines, http://rbth.com/opinion/2013/07/10/new_russian_cinema_trend_biopics
_of_soviet_stars _27951.html(검색일: 2013. 8. 21.). 최근 출시된 대표적 전기영화로는 표
트르 부슬로프(Петр Буслов)의 ｢비소츠키. 살아있어 고마워요(Высоцкий. Спасибо, что жи
вой, 2011)｣,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의 ｢전설의 17번(Легенда No. 17, 2012)｣,
파벨 파로호멘코(Павел Пархоменко)의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2013)｣, 러시아 최고의 레슬링 선수였던 이반 포두브니(Иван Поддубный)의 일대기를 다
룬 글렙 오를로프(Глеб Орлов)의 ｢포두브니(Поддубный, 2014)｣ 등이 있다. 또 소련 국가
대표 축구팀의 전설적인 골키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레프 야신(Лев Яшин)의 삶을 시
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전기영화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끝으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
으로 유명한 작곡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Петр Чайковский)에 관한 전기영화 제작도 러시

21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이처럼 소비에트 시대의 ‘문화적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러시아 영
화의 새로운 경향은 상업적 이득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
요하게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 헌신 등 러시아 정부의 애국주의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선전하는 이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로 이 영화들은 대부분 러시아 문화부의 영화진흥기금에서 적게는 10%에
서 많게는 100%까지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이 영화들이 제작되어 개
봉될 때는 유명배우 등 러시아 영화계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문화부 장관
등 정부인사, 심지어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 애국주의 내용의 영화홍보 대
열에 동참하고 있다.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발레리 하를라모프의 생애
를 다룬 니콜라이 레베데프의 ｢전설의 17번｣의 영화 시사회장에 푸틴 대통
령이 친히 참석하여 러시아 영화 애호가와 일반 국민의 주목을 한몸에 받
았던 일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작품 안팎의 화제 덕분에
실제로 이 영화는 2013년 러시아 영화 흥행기록에서 본다르추크의 ｢스탈린
그라드｣에 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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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쟁영화와 승리신화의 재구성

1. 과거의 ‘재발굴’: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
2008년 2월 개봉한 안드레이 말류코프 감독의 영화 ｢우리는 미래에서 왔
다｣는 소비에트 과거에서 포스트소비에트 현재까지 대조국전쟁을 다룬 수
많은 전쟁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구한다.14)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판타지’, 또는 ‘동화적’ 성격의 장르 구조 속에 과거
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선조들과 함께 과
거의 전쟁에 직접 참가하는 환상적이다 못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야기
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기존의 전쟁영화 전통
과는 매우 다르고 생경한 방식으로 대조국전쟁에 접근하고 있지만, 러시아
관객과 일반 대중에게 전쟁의 기억을 환기하며 애국주의 메시지를 전달하
는 데서 만큼은 여느 전쟁영화 못지않은 큰 호응과 효과를 거뒀다. 이는 ｢우
리는 미래에서 왔다｣가 개봉 7주 만에 128만 6,133명의 인상적인 관객 동
원 수를 기록했고 5월 9일 ‘승리의 날’에는 RTR TV가 이 영화를 4부작 미
니시리즈로 재구성해 방송했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15) 러시아
영화진흥기금(Фонд кино)에서 1,000만 루블을 지원받아 제작된 이 영화가

14) 엘레나 바라반은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의 관점에서 이 영화에 접근하고 있다. Елена Барабан
(2012), “Про ностальгию и войну,” http://kinoart.ru/archive/2012/11/pro-nostalgiyu-i-vojnu
(검색일: 2014. 5. 20).
15) Greg Dolgopolov(2008), “We are from the Future(My iz budushchego, 2008),”
www.kinokultura.com/2008/22r-future.shtm(검색일: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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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업적 흥행에서만이 아니라 자칫 식상할 수도 있는 애국주의 함양
에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의 기억을 환기하는 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판타지 장르의 요소를 십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분명히 포스트소비에트 전쟁영화
장르에서 특별한 한 자리를 차지했고, 특히 러시아 젊은층에 더 자연스럽
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2008년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네 명
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여행’을 통해 1942년 과거로 돌아가 레닌
그라드 근교에서 펼쳐지는 소련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다가
현재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표면상 단순한 서사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구조는 네 명의 청년이 현재와 과거 속 인물들과 뒤섞이며 육
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일련의 복잡한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점철돼 있다.
게다가 영화 속 인물들의 갈등과 대립은 전쟁영화에 전형적인 ‘자아(우리
들)’와 ‘타자(그들)’의 구분으로 이어지는데, 현대 러시아(인)의 ‘자아상’이
자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들’ 러시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핵심 주제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정체성 찾기가 ‘발굴’과 ‘발견’의 다층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는 점이다. 네 명의 주인공이 과거 전쟁터에서 전쟁유물들을 ‘발굴’하는 실
제적 작업은 먼저 신비한 호수를 관통하는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의 재발
굴’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 현재로 되돌아와서 궁극적으로는 주인공들의 의
식 각성을 통해 ‘자아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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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쟁유물을 도굴하고 있는 네 주인공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실제로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현재와 과거 이야기 전체에 걸쳐 땅을
파는 ‘굴착’과 ‘발굴’ 행위를 자주 보여준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화 속 현재
이야기에서 각각 ‘보르만(Борман)’, ‘체레프(Череп, 해골)’, ‘스피르트(Спирт,
정신)’, ‘추하(Чуха, 만만한 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네 명의 젊은이가 상
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땅을 파서
전쟁유물들을 도굴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주인공들은
각종 전쟁유물들을 도굴하여 암시장에 내다 팔아 번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
하는 부도덕한 젊은이들로 제시된다. 게다가 이들은 도굴로 돈을 버는 일
을 제외하면 어떤 면에서도 공통점이 전혀 없다. 이 청년 도굴단의 두목이
라 할 수 있는 보르만은 역사에 심취한 대학 중퇴자이고, 체레프는 미국을
특히 증오하는 스킨헤드다. 또 스피르트는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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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저그런 젊은이다. 따라서 이들은 옛 전투 현장에
서 땅을 파 유물을 도굴하는 작업에서만 ‘통일성’을 유지하지만, 그 외에는
분열하며 서로 때리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영화의 현재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 네 명의 주인공이 자신들의 도굴영역에 침범한 경쟁 도굴꾼들과
격투를 벌인 끝에 그들을 몰아내는 장면이다. 이 경쟁자들은 무지하고 탐
욕스러운 ‘하치크(Хачик)’로 불리는데,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이 단어는 소
련 군대에서 캅카스 민족 출신들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하던 아르메니야 언
어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도굴 경쟁자들이 캅카스 출신들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주인공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과 싸워 몰아내는 모
습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같은 시대 러시아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
는 민족 간 갈등과 대립에 대한 암시를 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평소 걸
핏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던 네 주인공이 자신들의 경쟁자들을 맞이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 싸우는 모습은 이들이 과거로 돌아간 이야기에서 독일군
을 맞아 용감하게 무찌르는 장면을 예시한다. 달리 말하자면 영화 속 현재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주인공들의 도굴영역 사수는 나중에 가서 독일군으로
부터 조국영토 수호로 바뀐다. 이와 함께 위기의 상황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 분열보다는 단결이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라는 점이 암암리에 강조
된다.
하지만 네 주인공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시골 할머니를 만나 그녀
의 말을 듣고 도굴장소에서 가까운 호수에 들어가 시원하게 목욕을 즐기다
1942년 과거의 전투현장에 떠밀려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의 의식은 전쟁유
물 도굴을 통해 쉽게 돈을 벌어 생활하는 속물적 근성에서 전혀 깨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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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심지어 도굴 도중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우
연히 드러난 참호에서 발견한 두개골을 권총사격 표적으로 쓰기 위해 막대
기 위에 꽂아놓기도 한다. 전몰 용사의 두개골도 이들에게는 한낱 장난감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이들
에게 우유를 따라주면서 1942년 이곳에서 전사한 자기 아들 드미트리 소콜
로프(Дмитрий Соколов)의 유해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또 할머니는 아들
이 은제 담배케이스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계속 장난만 치는 가
운데 할머니는 이런 그들에게 호수에 들어가 열기를 식혀보라고 의미심장
한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다.
이렇게 할머니가 사라진 뒤로 네 사람에게는 신비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
나기 시작한다. 먼저 보르만이 발견한 상자에는 사진과 함께 그들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소련군 수첩이 담겨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1942년
전투에 참가한 소련군 병사들이었다. 네 사람은 자신들이 소련군 병사였다
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드카를 마신 탓에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한다. 이윽고 그들은 조금 전에 나타났다 사라진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호숫가로 달려간다. 이들이 호숫가로 달려간 이유는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헛것에 사로잡힌 정신을 일깨우기 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더 이상한 일을 겪
게 된다. 이들이 정신을 차릴 요량으로 호수 아래 깊이 들어갔다 나와 보니
그곳은 이미 현재가 아닌 과거의 장소였다. 그것도 소련군과 독일군이 일
전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폭풍전야의 전장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호수는
현재와 과거의 경계선이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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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들이 호수를 통해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호
수는 주인공들의 의식적 각성과 정신적 부활을 위한 신성한 장소를 상징한
다. 이들은 호수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전쟁에 참가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호수를 통해 과거를 방문하고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따
라서 호수는 정화의식이자 통과의례를 위한 일종의 신화적 공간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호수 물에 들어가서 열기를 식히라는 할머니의 말은 결국 육
체적, 정신적 정화를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네 사람의 궁극적 변화는 호수를 통해 방문한 1942년 8월 전쟁현
장에 들어가 일련의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난다. 이들은 호수에
들어갔다가 나와 소련군 정찰병들에게 잡혀 심문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1942년 과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련군 간부에게 자신들이 미래에서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심문하는 소련군은 이들이 포탄에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알몸상태의 이들에게 군복을 입혀 다
시 전선에 배치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은 소련군 병사들 사
이에 섞여 본의 아니게 최전선에서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호시탐탐 미래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엿본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은 붙잡혀 왔던 호수
로 돌아가 물속에 들어가 보지만, 탈출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
러자 이들은 자신들에게 아들의 유해와 유품을 찾아달라고 했던 할머니의
요청을 수행하면 미래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아
들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이들이 할머니의 아들 드미트리 소
콜로프 중위를 만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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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수행하여 미래로 돌아가려면
몇 번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적의 진지에 침투하여 독일군 고위장교를 생포해오는
것이다. 미래에서 온 네 사람은 이때부터 점점 어엿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
기 시작한다. 하지만 독일군 장교를 생포해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적 진영에 혼자 남아 독일군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참 상사
만 희생되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게다가 네 사람은 뒤쫓아온 독일군
에게 붙잡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들이 붙잡힌 곳도 바로 호숫가였다. 미
래로 갈 수 있는 관문 코앞에서 생포된 이들은 독일군 진지로 압송되어 이
전에 소련군에게 심문을 받은 것처럼 독일군에게도 심문을 받는다. 특히
네 사람 중에서 보르만은 독일군 사령관의 단독심문을 받는데, 이때 그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독일군 사령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보드카를 대접받는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서 왔
다｣에서 보르만이 독일군 포로가 된 상태에서 위엄과 용기를 잃지 않아 적
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상으로 보드카까지 대접받으며 만취하
고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세르게이 본다르추크(Сергей Бондарчук) 감독
의 1959년 영화 ｢인간의 운명(Судьба человека)｣에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주인공 안드레이 소콜로프(Андрей Соколов)가 보여준 불굴의 이미
지에 대한 오마주(Hommage)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보르만이 찾고 있는 할머니의 아들도 ｢인간의 운명｣ 속 주인공과 똑
같은 소콜로프라는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흥미롭게도 보르만은
안드레이 소콜로프를 오마주로 재연하는 이 장면 직후에 할머니의 아들 드
미트리 소콜로프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의 드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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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콜로프와 ｢인간의 운명｣의 안드레이 소콜로프는 모두 독일군 포로로
붙잡혔지만, 이들은 소련군 장교로서의 용맹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군인정신과 조국에 대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16)

그림 2. 세르게이 본다르추크의 영화 ｢인간의 운명｣의 주인공 안드레이 소콜로프에 대한 오
마주 장면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실제로 세르게이 본다르추크의 영화 ｢인간의 운명｣은 미하일 숄로호프
(Михаил Шолохов)의 동명 원작 소설과 달리 주인공 안드레이 소콜로프를
조국에 충성하는 용간한 군인으로 묘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에
서 왔다｣의 주인공 보르만은 ｢인간의 운명｣의 주인공 안드레이 소콜로프의
용감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연했다는 사실은 그가 시간과 공간, 세대를

16) Elena Baraban(2007), “The Fate of a Man by Sergei Bondarchuk and the Soviet Cinema of
Trauma,”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51, No. 3, p.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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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한 조국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에 눈을 떴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보
르만은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독일군 진지의 한 헛간으로 끌려가 다음날
처형되기 전까지 감금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할머니의 아들 드미트리 소콜
로프 중위를 만난다. 특히 드미트리 소콜로프는 ｢인간의 운명｣에 나오는
안드레이 소콜로프와 마찬가지로 독일군에 붙잡혀 갖은 협박과 고문을 받
고도 끝내 굴복하지 않고 아군에 관한 정보를 적군에 넘기지 않는다. 게다
가 드미트리는 자신이 파놓은 굴을 통해 미래에서 온 네 친구의 탈출을 도
와주고 정작 자신은 다리에 중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어 혼자 남았다가 독
일군의 주의를 분산하다 그들에게 사살된다. 특히 드미트리는 보르만이 탈
출구를 통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은제 담배케이스
를 건네며 자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보르만은
단순히 드미트리의 담배케이스를 할머니에게 전달하는 부탁 수행에만 그치
지 않고 드미트리로 형상화된 선조들의 조국수호를 위한 불굴의 투쟁과 희
생정신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드미트리 소콜로프의 구출작전
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네 친구는 드미트리가 보여준 헌신
과 희생의 가치를 배우면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
두 번째 테스트는 네 주인공이 영화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련
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며 전쟁의 참혹성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다.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자 처음에 이들은 겁을 집어먹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네 친구 중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제시되
는 ‘추하’는 입을 덜덜 떨며 참호 속에 넙죽 엎드려 숨어 있다. 하지만 이들
은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소련군 병사와 장교들이 하나둘씩 독일
군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한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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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이 와중에 보르만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데, 이를 본 간
호장교 니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부상당한 그의 다리를 붕대로 묶어
준다. 흥미로운 점은 니나가 보르만을 연인처럼 사랑하면서도 그를 부를
때 거의 언제나 ‘우리 아기’라는 애칭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애칭
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흔히 쓰이는 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니나는 보르만을 애칭으로 부르며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런 말을 통해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헌신적인 모성상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런 니나의
모습 속에는 미래에서 온 후손들에 대한 선조들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심리
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네 친구는 참혹한 전투현장에서 주변사람들의 무한한 사랑과 헌
신, 희생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주변사람들을 위해 희생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르만이 소련군 병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독일군 진지의 기관총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임무를 자진해서 떠맡기 때문
이다. 보르만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운 데
도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다가가 독일군 기관총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는
데 성공한다. 이때부터 네 친구는 포탄 구덩이에 숨어 공포에 떨며 비겁한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백병전에도 가세하며 전투현장에 녹아
든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은 네 친구가 ‘조국을 위해, 스탈린
을 위해’ ‘전진하라’는 소련군 지휘관의 돌격 명령에 ‘만세’를 부르며 적극
적으로 호응하며 돌격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네 친구가 선
조 병사들 사이에서 조국수호의 일념 아래 완전히 하나가 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1세기 현재 속에서 히틀러를 숭배하며 팔뚝에 나치를 상징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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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카(Swastika) 문양을 문신으로 새겨 넣고 있던 스킨헤드 ‘체레프’는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나자 결연한 표정으로 끝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며 스바스티카를 지운다. ‘체레프’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스
킨헤드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대미를 장식한
다. 이는 ‘체레프’가 인종혐오 스킨헤드로서 근거 없이 타인을 증오하던 과
거 행적에 대해 반성하며 자기 주변의 삶과 러시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본
다는 뜻이다.17) 이런 점에서 ‘체레프’를 포함한 네 젊은이는 역사 속의 실
제 전투에 참여하며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두 번째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
두 번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후 네 주인공에게는 마침내 21세기 현
재로 복귀하는 보상이 주어진다. 이들은 그 전까지 몇 번에 걸쳐 호수 안으
로 들어가 현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들의 과거 탈출시도는 그때마다
좌절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머니의 마법 같은 주문에 걸려 1942년 과거
로 온 까닭을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들은 드미트리 소콜로프 중위 구출작전에 진지하게 임하고
독일군과의 전면전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진정한 내적 변화를 겪는다. 다시 말해 이들은 내적으로 성
숙해지는 통과제의를 호되게 치른 끝에 비로소 현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보르만은 간호사 니나와의 관계에서 애틋한 로맨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17) 하지만 올가 쿠르첸코는 체레프가 과거로의 시간여행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며 극우 민족주
의자에서 열성적인 애국주의자로 변모하지만, 그의 반미주의 경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Olga Kucherenko(2011), “That’ll Teach’em to Love Their
Motherland!: Russian Youth Revisit the Battles of World War II,” Journal of Power
Institutions in Post-Soviet Societies, Issue 1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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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깨닫고 드미트리 소콜로프 중위와의 관계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이
겪는 상실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한다.18) 그는 특히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
라보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주변세계에 대해 따뜻한 연민의 감정으로 대
하기 시작한다. 또 스킨헤드 ‘체레프’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던 히
틀러와 나치즘의 잔악상을 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애국자로
거듭난다. 이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현재로 돌아온 네 주인공이 상트페
테르부르크 거리를 점거하고 있는 신나치주의 청년들 앞에 나타나서 마치
영화 시작 장면에서 캅카스 도굴꾼들을 무찔러 쫓아낸 것처럼 신나치주의
자들과도 한판 대결을 펼쳐 이들을 몰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림 3. 다시 현재로 돌아온 주인공들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18) Olga Kucherenk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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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전쟁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련의 시련을 통과하며 애국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내용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영화는 미래에서 온
네 젊은이의 내적 변화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조국전쟁에서
보여준 선조들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정신을 암암리에 강조하기도 한다. 실
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과거 인물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됴민 중위는 니나의 사랑을 보르만에게 빼앗기지만,
그렇다고 사적 감정을 앞세워 보르만에게 복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보르만과 그 친구들에 대한 태도에서 엄격하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
려고 노력한다. 또 나이 많은 상사는 미래에서 온 네 친구가 독일군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혼자 남아 독일군의 추격을 저지하다 포탄을
맞고 산화한다. 끝으로 드미트리 소콜로프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한다. 이처럼 영화는 선조들
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후손들이 조국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오늘을
사는 네 젊은이의 ‘자아 재발견’ 이야기이자 ‘과거 재발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가족의 탄생: 21세기의 ｢스탈린그라드｣
2013년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는 스
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4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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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스탈린그라드(현 볼고그라드)에서 벌어진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
의 치열한 공방전이 바로 70년 전 1943년 2월 2일 독일군의 항복과 함께
소련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수많은 역사기록과 평가, 지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을 정도로 인류 역
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붉은 군대’와 소련 국민이 보여준 불굴
의 용기와 영웅적 희생정신 덕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시절에는 물론이
고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도 러시아에서는 해마다 2월 2일이면 역사적인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국가적, 사회적 차원
에 걸쳐 성대하게 열린다.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70주년을 맞이한
2013년 2월 2일에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화려한 기념행
사들이 조직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친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행진과
복원된 ‘어린이 원무(Детский хоровод)’ 동상 제막식을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에는 2월 2일부터 며칠간 임시로 현재의 볼고
그라드 대신 ‘영웅 도시 스탈린그라드(Город-герой Сталинград)’라는 과거
의 이름이 부활하여 공식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21세기 현재에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쟁취한 2차 대전 승리신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승리신화의 기억은 군사
행진이나 기념비 헌화 등 다양한 전승 기념행사를 통해 보존 ․ 강조되기도
하지만, 소설과 영화 등 예술서사를 통해서도 문화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유포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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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시절 러시아 영화계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관련된 영화들이
적어도 10년에 한 편 이상씩 꾸준히 제작되었던 반면, 1991년 소련 붕괴 이
후 2013년 전까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20여 년 동안에는 단 한 편도 나오
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기간 러시아 영화에서는 2차 대전을 다룬
전쟁영화가 무수히 쏟아져 나왔음에도 이상하게도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본
격적으로 다룬 영화는 전혀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그라드 전
투 승리 70주년을 맞이한 2013년 10월 10일 표도르 본다르추크의 영화 ｢스
탈린그라드｣가 러시아 전역에서 개봉했다는 사실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이
영화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게다가 전투 승리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맞춰 스탈린그라드 신화를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2000년대 러시아 정부의 애국주의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
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는 러시아 문화부의 영화진흥기금을 포함
하여 제작비 3,000만 달러가 투입된 러시아 최초의 아이맥스(IMAX) 3D 영
화로 기록된다. 이 영화는 특히 러시아 국내 개봉으로만 현재까지 5,170만
달러를 벌어들여 2007년 티무르 베크맘베토프(Тимур Бекмамбетов)의 히트
작 ｢운명의 아이러니: 속편(Ирония судьбы. Продолжение)｣이 세운 흥행수
입 신기록(4,991만 달러)을 갈아치웠다. 또 ｢스탈린그라드｣는 공식 개봉 전에
이미 2014년 3월 2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러시아
후보작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단연 ｢스탈린그라드｣는 2013년
러시아 영화계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스탈린그
라드｣의 영화사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스탈린
그라드 신화를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영화 최초로 새롭게 재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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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는 3D 첨단
기술 등의 혁신적인 요소들과 종교적 모티프나 이미지를 영화 미학과 주제
에 도입하여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영화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19)
｢스탈린그라드｣의 영화 서사는 하나의 행동 속에 하나나 둘 이상의 다른
행동이 들어 있는 전형적인 액자구조를 띠고 있다. 먼저 영화의 서두와 종
결부를 구성하는 ‘바깥 이야기’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현장에 파견된 러시아 비상사태부(МЧС)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
해 속에 파묻힌 독일 관광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바
깥 이야기’와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안 이야기’는 매몰자 구조과정에서 세
르게이 아스타호프(Сергей Астахов)로 불리는 69세의 러시아 구조대원이
매몰 관광객 중 한 젊은 여성과 나누는 통신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아스타호프는 자기 아버지가 다섯 명이었다고 말하면서 대
화 상대방과 관객 모두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며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있었던 자기 어머니와 ‘다섯 아버지’의 이상한 동거 이야기를 들
려주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영화는 20011년 현재와 약 70년 전의 과거
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승리신화의 기억을 재소환
한다.
스탈린그라드의 ‘안 이야기’에서 주요 사건은 1942년 11월 독일군에
19) 그러나 2014년 4월 1일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오페레타극장에서 열린 제27회 ‘니카(Ника)’
영화상 시상식에서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
연상, 음악상을 휩쓴 알렉산드르 벨레딘스키(Александр Белединский) 감독의 영화 ｢지리
선생, 지구본을 팔아 술을 마시다(Географ глобус пропил, 2013)｣에 밀려 겨우 미술상과
의상상, 음향상을 받는 데 그치며 예상보다 저조한 수상성적을 거뒀다. ｢스탈린그라드｣는
러시아 애국주의 정서에 힘입어 상업적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나 작품성 평가에서만큼
은 벨레딘스키의 영화에 정상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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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점령된 스탈린그라드 시내의 한 집에서 카탸(Катя)로 불리는 아스타
호프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로모프(Громов) 대위 등 출신배경이 각기 다
른 소련군 장병 다섯 명이 독일군의 막강한 화력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
사하는 희생의 드라마로 구성된다. 이렇게 영웅적 희생정신을 주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는 알렉산드르 스톨페르(Алек
сандр Столпер)의 1945년 작 ｢낮과 밤(Дни и ночи)｣에서 유리 오제로프(Ю
рий Озеров)의 1989년 작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에 이르기까지 소비
에트 시절에 있었던 스탈린그라드 신화의 영화화 전통을 충실히 따른다.
‘안 이야기’ 초반부에서 볼가 강을 건너 스탈린그라드로 돌진하다 독일군
이 퍼붓는 엄청난 화염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산화하는 소련군
병사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안 이야기’ 종결부에서
그로모프 대위가 독일군 장교 칸(Кан)과 총격전을 벌이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무전기를 어렵사리 작동시켜 볼가 강 너머의 아군에게 포격지원을 요
청하여 집안으로 밀려드는 독일군과 함께 아군의 십자포화 속에 모두 전사
하는 장면은 프리드리흐 에르믈레르(Фридрих Эрмлер)의 1945년 작 ｢대전
환(Великий перелом)｣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여기서는 한 병사
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전화선을 연결하는 영웅적 희생정신이 돋보이는
데, 이 모든 행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조국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
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집단적 노력으로 그려진다.20)
이처럼 본다르추크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온 스탈린그
라드 신화의 중심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거 영화들
20) Elena Baraban(2012), “The Battle of Stalingrad in Soviet Films,” Fighting Words and Images:
Representing War across the Disciplin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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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하여 승리신화의 기억을 재구성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특기할 만한 점은 ‘안 이야기’ 초반부에서
어둠을 틈타 볼가 강을 건너는 소련군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자신들을 가리켜 ‘사도(апостол)’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다르추크의 영화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재현한 과거
의 여느 영화들과 달리 처음부터 종교적 이미지나 모티프로 두드러진다.
달리 말하자면 본다르추크는 스탈린그라드 신화를 종교적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어휘
적 층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물관계와 자연요소의 결합
이 빚어내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연요소 가운데
물의 이미지는 영화의 ‘안 이야기’ 서두에서부터 볼가 강을 배경으로 의미

그림 4. 영화 ｢스탈린그라드｣에서 볼가 강 도하 장면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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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카탸와 다섯 장병의 관계에
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로모프 대위가 이끄는 이 장병들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폐허로 변한 스
탈린그라드 시내에 있는 엔지니어 사조노프(Сазонов)의 아파트에서 혼자
숨어 사는 당시 열아홉 살의 카탸를 우연히 발견한다. 이곳을 사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처음에 그녀
가 혹시 독일군에 부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
내기도 한다. 또 이들 중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저격수 치바노프(Чв
анов)는 카탸가 지력이 떨어져 우둔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바보(блаженн
ая)’일지 모른다며 그녀를 놀리곤 한다. 하지만 곧이어 이들은 카탸가 독일
군의 폭격으로 가족과 이웃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가슴 속에 형
언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연민과 동
정을 느낀다. 이들 중에서 특히 ‘바깥 이야기’의 화자로 나오는 세르게이
아스타호프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세료자(Серёжа)는 카탸와 사랑에 빠지기
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카탸를 지
켜주게 되는데, 이때 카탸는 단순히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수난당하는 ‘어
머니-조국(родина-мать)’의 상징적 의미로 승화된다. 마지막에 이들이 독일
군의 대반격을 맞아 카탸를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시키고 나서 모두 전
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의 이미지가 이들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매
개체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는 카탸와 다섯 남자가 서로 친근감을 느끼
며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녀가 남자들을 위해 하는 주된
일이 이들의 수통을 받아다 물을 채워다주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

23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다. 다시 말해 카탸와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친근감과 신뢰감, 유대감은 모
두 물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더 끈끈해진다. 실제로 카탸는 언제 독일군
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수통들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무너진 건물들 사이의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곤 한다. 이처럼 물은
인물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서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
에 생명의 원천이 아닌 죽음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웅덩이에서 몰래 물을
긷는 카탸와 달리 주전자를 들고 우물로 물을 받으러 왔던 독일군 병사가
다름 아닌 카탸가 쏜 저격용 총에 맞고 쓰러져 죽기 때문이다. 또 독일군
장교 칸의 손아귀에 붙잡혔다가 나중에 그의 숭배대상처럼 바뀌는 마샤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긷곤 하는데, 후에 그녀도 저격수 치바노프의 총을 맞고
죽는다. 요컨대 ｢스탈린그라드｣에서 물은 소련군 측에서는 신뢰와 생명의
원천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지만, 독일군 측에서는 오직 죽음의 원천
으로서만 부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 ｢스탈린그라드｣에서 카탸가 병사들의 수통을 건네받는 장면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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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층적 의미를 띠는 물은 카탸 자신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작용에
서도 다시 한 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카탸를 짝사랑하고 있던 세료자
는 그녀의 생일을 맞아 유명 성악가 출신의 니키포로프(Никифоров)와 함
께 몰래 생일선물 준비를 계획하는데, 세료자가 사랑하는 카탸를 위해 마
련한 깜짝선물은 바로 폐허더미에서 발견한 욕조였다. 전장에서 피어난 사
랑의 힘 덕분에 카탸는 다섯 남자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과 생일을 맞이하
고 선물로 받은 아늑한 욕조의 따뜻한 물속에서 실로 오랜만에 목욕을 즐
긴다. 하지만 이때 카탸의 목욕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 몸을 씻는 행위
에 그치지 않고 상징적, 정신적 차원에서 정화의 의미로 발전한다. 카탸는
이러한 목욕행위를 통해 그동안 독일군 점령하에서 겪었던 말 못할 온갖
고통과 오욕의 역사를 깨끗이 씻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더 중
요한 사실은 정화의 의미를 띠는 목욕행위가 카탸의 생일에 일어난다는 사
실이다. 이런 점에서 목욕은 일종의 세례의식으로, 이를 통해 카탸는 열아

그림 6. ｢스탈린그라드｣에서 목욕하고 있는 카탸를 찾아온 세료자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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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스타호프를 잉태하는 것으로 암시된다. 다시 말해 카탸는 목욕의 세
홉 생일에 정신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또 욕조를 생일선물로 마련
해준 세료자는 카탸의 목욕 이후 아무도 없는 탑으로 올라가 사랑을 고백
하는데, 이때 카탸는 영화의 ‘바깥 이야기’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세르게례
의식을 통해 정신적으로 거듭나는 한편, 다섯 남자 모두가 죽어가는 가운
데서 홀로 살아남아 아스타호프라는 새 생명을 몸속에 품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본다르추크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전통으로 굳어
진 영웅적 희생의 서사 위에 부활의 종교적 의미를 가미하여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승리신화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러한 ‘신화 새로 쓰기’는 특히 물
을 배경으로 한 자연이미지의 상징적 의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지
고 있는데, 본다르추크의 영화가 최첨단 3D 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스펙터
클로만 주목받지 않고 한 편의 잘 짜인 서사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21)

21) 이와 관련하여 니나 치르쿤은 본다르추크의 영화 ｢스탈린그라드｣가 지금까지 스탈린그라
드 전투를 다룬 영화 서사의 문법과 다른 점을 주목하고 이 영화에 대해 “비정전적인 정
전”이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전쟁과 전투의 승리 자체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와 이로부터 탄생하는 ‘사랑’에 크게 주된 관심을 기울이며
세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Нина Цыркун(2013), “‘Сталинград’ и неканонический канон,”
Кино искусство, No. 11, http://www.kinoart.ru/archive/2013/11/stalingrad-i-nekanonicheskij
-kanon(검색일: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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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기영화와 문화영웅의 재탄생

1. ‘영웅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전설의 17번｣

현대 러시아 전기영화에서 특징적 현상 중 하나는 소련 축구의 전설적인
골키퍼 레프 야신에 관해 현재 제작 중인 영화까지 포함하여 전기영화들이
주로 소련시대의 스포츠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애국적인 내용의 스포츠 전기영화들이 2013년 7월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6월 월드
컵 등 러시아의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와 맞물려 제작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동
시에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문화정책에 영화매체가 조
직적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일치단결과 집단정신이 강조되
는 스포츠 경기와 선수들의 삶을 영화화하는 작업은 가족과 조국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푸틴 정부의 문화정책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가 바로 니콜라이 레베데프의 ｢전설의
17번｣이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소련 시절 최고의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발레리 하를라모프의 험난한 성장과정을 전경화한 이 전기영화도
본다르추크의 전쟁영화 ｢스탈린그라드｣만큼이나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
며 가족과 조국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설의 17번｣은 주인공 발레리 하를라모프의 개인적 재능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 집단에 완벽하게 융화될 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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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 발휘될 수 있고 소속 팀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종일
관 강조하며 보여준다. 스파르타크식 훈련과 훈육방법으로 악명 높은 타라
소프 감독은 하를라모프 선수의 비범한 재능을 처음부터 알아보고도 그를
특별히 대우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체하며 가혹하게 다룬다. 이 점은 타
라소프 감독이 하를라모프를 소련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선발하여 일본으
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반대로 우랄지역 첼랴빈스크의 공업도시 체르바쿨(Ч
ербакуль)에 있는 ‘즈뵤즈다(Звёзда)’ 팀으로 보내버린 데서 가장 잘 나타난
다. 하지만 타라소프 감독이 하를라모프를 혹독하게 다루는 진짜 이유는
하를라모프가 잘난 체해서도 아니고 그의 인성이 비뚤어져서도 아니라 ‘될
성부른 떡잎’을 강철로 담금질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소
련 아이스하키 선수 발레리 하를라모프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전설의
17번｣은 포스트소비에트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 관한 영화 이
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를라모프는 강철로 단련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통과제의를 거치
는데, 통과제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덕목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
단주의다. 하를라모프의 첫 번째 통과제의는 체르바쿨의 ‘즈뵤즈다’ 팀과
모스크바의 ‘스파르타크’ 팀이 벌이는 경기에서 제시된다. 이때 그는 타라
소프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탁월한 개인역량을 발휘하며 패색이 짙던 경
기를 승리로 이끌어 지역 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타
라소프 감독은 이런 그를 인정하며 격려와 축하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이기
적으로 개인플레이를 했다며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다. 하를라모프와 타라
소프의 끝없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타라소프는 하를라모프의 재능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모스크바로 다시 불러들이지만,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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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점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를라모프
에게 신신당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를라모프는 첫 번째 통과제의를 통해
운동경기에서는 개인기량보다는 집단정신이 우선한다는 것을 깨닫고 팀이
가족처럼 화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된다.
하를라모프가 겪는 두 번째 통과제의는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에 출
전한 소련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일어난다. 이때 하를라모프를 비롯한 소
련 대표팀 선수들은 예선전 시합 패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물으며 내분에
빠진다. 선수들은 ‘스파르타크(Спартак)’와 ‘ЦСКА(육군중앙체육클럽)’, ‘디
나모(Динамо)’ 등 출신 클럽별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며 설전을 벌인다. 하
지만 타라소프 감독은 적전 분열에 빠진 선수들을 빙상경기장에 모두 집합
시키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혹독한 ‘얼차려’ 훈
련을 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장 먼저 깨
닫는 선수가 바로 하를라모프다. 그는 타라소프 감독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스파르타크’나 ‘ЦСКА’ 특정 팀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소련 대표팀’ 선수
들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하를라모프를 비롯한 선수들은 ‘분열’이 아닌 ‘단
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 결과 소련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삿포로 동
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달성한다.
하를라모프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에 관한 영화이야기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통과제의는 1972년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열린 소련 대표
팀과 캐나다 대표팀의 아이스하키 슈퍼대회 경기에서 벌어진다. 이 경기에
서 하를라모프 등 소련 선수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거칠고 반신사적인 행동
을 서슴지 않는 캐나다 선수들에 맞서 7:3으로 극전인 역전승을 거두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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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련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혹독한 ‘얼차려’ 장면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신들을 얕잡아본 캐나다는 물론이고 전 세계 팬들까지도 놀라게 한다. 영
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경기 장면에서 더 중요한 점은 캐나다를 중심으
로 서방세계에 대한 소련의 도덕적 우위를 묘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를라
모프가 그동안 깨달은 가치와 단련한 기술이 최고로 집약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여기서 하를라모프는 물론이고 동료선수들, 더
나아가 TV 생중계를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소련 국민까지도 집단정신으로
일치단결하면 적수가 제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레베데프 감독의 ｢전설의 17번｣은 스포츠 영웅의 내외적 성장과
정을 통해 오늘날 러시아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이 무엇인지를 쉽고도 분명
하게 전달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타라소프 감독이 하를라모프 등 선수들
에게 ‘조국을 수호하듯 수비하라’고 역설한 것처럼, 현대 러시아 전기영화
는 전쟁영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조국의 가치에 대한 옹호와 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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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추어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열성팬이기도 한
푸틴 대통령이 ｢전설의 17번｣ 시사회에 친히 참석해 영화제작진을 격려한
것도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모른다.

2. 우주영웅의 부활: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2013년 4월 1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유리 가가린의 역사적
우주비행 52주년을 맞아 ‘우주비행의 날’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모스크바 우주인기념박물관 기념탑
부근에서 열린 믈레시몹 행사였다. 수많은 러시아 청소년이 미리 약속한
시간에 모여 52년 전 가가린의 우주비행이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우리가 세계 최초다(Мы Первые)’라는 구호를 흰색 전단에 적어 동시에
머리 위로 치켜드는 행사였다. 이들은 러시아인이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2년 전 기억을
새롭게 되새겼다.
한편 2013년은 러시아 영화와 우주비행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가
가린이 인류 최초로 역사적인 우주비행을 마친 이후 소비에트 52년과 포스
트소비에트 22년을 통틀어 러시아 영화에서 처음으로 가가린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극영화가 2013년 6월 6일 개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러
시아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외하면 가가린을 다룬 극영화는 단 한 편
도 나오지 않았다. 2013년 ‘우주비행의 날’을 전후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다
채롭게 열린 기념행사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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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다’를 여전히 외치며 가가린의 인류 최초 우주비행을 대조국전쟁
승리만큼이나 자랑스럽게 여기며22) 그의 위대한 업적을 러시아 민족의 소
중한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가린을 다룬 극영
화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이 그의 우주비행 5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
다는 사실은 때늦은 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평론가 안드레이
아르한겔스키는 이미 2007년에 쓴 칼럼에서 가가린의 우주비행 이후 그때
까지 46년 동안 러시아에 가가린을 직접 다룬 영화가 전무한 사실을 개탄
하며 러시아 영화계가 그에 대해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 동시에 그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영화에서 우주비행 관련 주제
가 전반적으로 희화화된 사실을 지적하며 우주비행 관련 영화가 심심찮게
나왔는데도 러시아 우주비행 신화의 영웅으로 추앙되는 가가린(의 삶)만이
영화계의 관심권 밖에 있었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시했다.23)
사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우주비행을 다룬 러시아 영화는 1991년 소
련 붕괴 이후 추락했던 러시아 민족과 국가의 대내외 위상이 어느 정도 회
복되고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2000년대 후반 블라
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2기에 잇따라 나왔다. 알렉세이 표도르첸코(Алек
сей Федорченко)의 ｢달 위에 선 최초의 사람들(Первые на луне, 2005)｣,
알렉세이 우치텔(Алексей Учитель)의 ｢예감으로서의 우주(Космос как пре
22) 러시아 여론조시기관 ‘레바다 센터(Левада-Центр)’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가
린의 우주비행 50주년을 맞이한 2011년 4월 12일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생
각한 러시아 사람은 53%였고,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58%였다. “50 лет со дня полета Юрия Гагарина в космос,” http://www. levada.ru/
11-04-2011/50-let-so-dnya-poleta-yuriya-gagarina-v-kosmos(검색일: 2014. 8. 16).
23) Андрей Архангельский, “Зачем нам Гагарин,” http://www.ogoniok.com/4991/2/(검색일:
201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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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чувствие, 2005)｣, 유리 카라(Юрий Кара)의 ｢코롤레프(Королев, 2007)｣,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Алексей Герман-младший)의 ｢종이 병정(Бумажн
ый солдат, 2008)｣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대 천재 로켓 개발
자이자 우주비행선 설계자였던 세르게이 코롤레프(Сергей Королев 1906~
66)를 다룬 유리 카라의 ｢코롤레프｣를 제외하면, 이 영화들의 대부분은 예
상과 달리 소비에트 우주비행의 찬란한 신화 이면에 숨겨진 소비에트 현실
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데 우주비행의 주제를 동원했다.24)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소비에트 우주비행신화를 ‘미화’하는 일방적 경향에서 한 걸음 벗
어나 우주신화를 둘러싼 소비에트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비판적으로 재
조명했다.

그림 8.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속 유리 가가린의 모습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24) Евгений Сливкин, “Побег в космос,” http://kinoart.ru/archive/2011/02/n2-article11(검색일:
201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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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2013년 6월 드디어 유리 가가린과 그의 우주비행을 집중
조명한 영화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이 나왔다는 사실은 러시아 영화계에
서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역사적인 한 획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영화는 이미 지적했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 러시아 영화계
에서 불고 있는 과거 문화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전기영화 제작
열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영웅을 찬미하는 전기영화는 러
시아가 강력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 데 조력했던 위대한 개인들의 삶을
국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푸틴 시대 러시아의 애국주의 문화정책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전기영화는 ‘러시아 과학
자와 음악가, 제독들은 항상 위대했고, 러시아의 재능과 미덕은 항상 빛이
났다’고 강조하며 ‘애국주의를 고무했던’25) 1940년대 스탈린주의 영화와
비슷하게 이제는 이반 포두브니와 발레리 하를라모프, 레프 야신 등 스포
츠 영웅들뿐만 아니라 우주비행 신화의 영웅 유리 가가린까지도 러시아 정
부의 문화정책에 십분 부응하여 애국주의 사상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 전기영화는 정부의 문화정책 틀 안에서 확실하
게 계획되어 제작됐다는 점에서 전기영화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영화는 2011년 러시아 문화부 산하 영화진흥기금의 제작비 지원
심의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
되어 이후 제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제작비 지원금을 받았다.26) 게

25) Peter Kenez(1992), Cinema and Soviet Society, 1917-19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40.
26)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3,63 млрд рублей субсидий на кино,” http://www.newsr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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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7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가가린의 우주비행과 관련
하여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소련 시절 비밀문서고의 실증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27) 이처럼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에 대한 러시
아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우주인을
배출한 러시아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
는 동원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영화는 최근 들어 러시아 정
부가 유인 우주비행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주비행산업에도 엄청
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우주강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홍보수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제작과
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십분 부응하듯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은
2013년 4월 12일 ‘인류우주비행의 날(International Day of Human Space
Flight)’에 맞춰 열린 모스크바 ‘유엔 빈국제센터’ 시사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고, 개봉 초반 일반관객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허구
보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영화 속 주요 이야기는 러시아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에서 주요 행위와 사건은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를 출발하여 108분 동안 지구궤도를 돌고 나서 무사히 카자흐스탄 초
원에 안착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런 점에서만 놓고 볼 때 이 영
화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전기영화의 장르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

cinema/13jan2011/goskino.html(검색일: 2014. 8. 16).
27) “Gagarin space drama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 hits Russian theaters,” http://rt.com/
news/gagarin-space-drama-archive-212/(검색일: 201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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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가린의 우주비행 전후 이틀 사이, 다시 말해
영화 서사의 현재 시간 사이에는 가가린의 과거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부
터 성년 시절까지 다양한 일화가 제시되면서 그가 우주비행사가 되기까지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 속에서 가가린의 유년 시절이 가가린 자신의 회상
을 통해 소개될 때 무엇보다도 미래의 영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담당한 훈육적 역할과 가족의 가치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가가린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였던 스몰렌스크 주
의 그자츠크(Гжатск)에서 나고 자랐다. 따라서 그의 유년 시절 성장이야기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 없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독
일군 점령 시절 아버지 알렉세이 가가린이 큰 아들 유리 가가린을 대하는
태도였다. 가가린은 굶주림에 시달리던 동생과 함께 독일군의 계란을 훔치
다 들켜 하마터면 독일군의 손에 동생을 죽일 뻔했는데, 이런 가가린를 두
고 그의 아버지는 심하게 때리거나 호되게 나무라기보다는 독일군의 위험
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품어준다. 여기
서 지적할 사실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용서와 관용을 베푸
는 아버지의 태도가 이후 영화 속에서 성장한 가가린이 친구와 동료 등 주
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포용의 자세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가린은 영화 서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친
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반목, 물리적 충돌
을 빚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가가린이 목수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장래 희망사항에 대해 밝히면서 큰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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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때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부자가 각자 주장을 밀어붙
이기보다는 상호 존중하며 상대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서도 잘 나
타난다. 이때 아버지는 도시로 나가겠다는 아들의 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결국은 용
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 어
떤 사건에도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먼저 앞세우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존중하려고 하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
황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과 겸손함을 유지한다. 동네
사람들이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라디오
뉴스를 그의 아버지에게 전해 줬을 때도 아버지는 환호성을 지르는 이웃들
사이에서 물러나 조용히 감격의 눈물만을 흘릴 뿐이다. 이에 앞서 아버지
는 강에서 이웃들과 낚시를 하던 중 유리 가가린 소령이 우주비행에 성공
했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자기 아들은 대위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닐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이런 성품과 태도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나
타난다. 실제로 가가린은 20명의 정예 비행사 가운데서 우주비행에 나서는
1순위 호보로 선정됐다는 우주선 설계사 세르게이 코롤료프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확실하게 완수하
겠다고 다짐한다. 이처럼 감정조절에 탁월한 가가린의 침착한 태도는 바이
코누르 우주기지를 출발하여 지상에 다시 안착할 때까지 우주비행 전 과정
에서도 엿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상과의 교신 중단이 몇 번 있었을 때
지상통제실에서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정작 가가린은 우주선
속에 홀로 남아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모르는 가운데서도 침착하다 못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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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임무를 차근차근 수행한다. 이러한 특징적 묘사는
가가린이 다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이후 카자흐스탄 초원에 마침내 안착
했을 때 제시되는 영화 후반부 장면들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요컨대
가가린이 우주비행사로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중압감과 두려움, 흥분감은
108분간의 지구궤도 비행 전후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짐
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가가린이 한 인간으로서나 우주비행사로서나 외적
으로는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매우 강인한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음을 강조
하면서 영웅으로서 가가린의 자질과 덕목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가가린의 이런 영웅적 이미지가 그의 친구이자
동료 비행사인 게르만 티토프(Герман Титов)에 대한 묘사를 통해 더욱 돋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리와 게르만은 영화 초반부에서 침실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절친한 동료로 제시된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때부
터 모종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듯이 암시되는데, 이는 게르만이 유리에
게 느끼는 모종의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곧이어 밝혀진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을 수행할 후보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반면, 게르만
티토프는 2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티토프는 영화 초
반부에서부터 가가린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만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실
제로 가가린은 자신의 이름 유리와 티토프의 이름 게르만을 합쳐 유명한
소련 작가의 이름과 성에 견주어 ‘유리 게르만(Юрий Герман)’이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혼연일체나 다름없음을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농담
에 대해 티토프는 “재미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이밖에도 티토프
는 자신이 가가린에 밀려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 비행사들 사이
에서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자주 보인다. 반면 가가린은 이런 티토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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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과 자신에 대한 태도를 잘 알면서도 겉으로 절대 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언제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게다가 나중에 코롤료프가 가가린을 우주비행에 나설 비행사로 최종 결
정할 때 고려한 선발기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가가린과 달리 티토프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티토프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설 목적으로 자신의 가족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일부로
숨긴 것으로 조사결과 판명되면서 정직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우주비
행 도중 사고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최종
선발에서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등 모든 신변사항이 고려되는데, 티토
프는 자신이 우주비행에 나서고 싶은 나머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조
사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더욱 흥미롭게도 티토프의 인적사항에는 티노프
의 아버지가 알렉산드르 푸시킨(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의 유명한 단편소설
｢스페이드의 여왕(Пиковая дам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 나온다. 잘 알려져 있듯이, 푸시킨 소설의 주
인공 게르만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사람을 속여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파멸시키는 매우 부정직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탄생일화가 뒷받침해주듯이, 게르만 티토프는 유리 가가린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부터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잘못 교육받고
자랐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가가린이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으로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가가린은 소비에트 문학과 예술에서 지배적이었던 ‘긍정적 주
인공’에 가까우며 오늘날 문화부가 애국주의 문화정책을 앞세우며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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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리 가가린과 게르만 티토프

자료: 필자 소장 영화 캡처.

고 장려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가린은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서도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대의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점은 가가린이 우주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을 때 ‘조
국은 듣고 있다/조국은 알고 있다/조국의 아들이 구름 속 어디에서 비행하
고 있는지’라는 예브게니 돌마토프(Евгений Долматов) 작사, 드미트리 쇼
스타코비치(Дмитрий Шостакович) 작곡의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데서 명
료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가가린의 성공적 우주비행은 세르게이 코
롤료프 등 유명한 우주공학자 등 소련 우주기술의 우수성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서 러시아인의 위대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특히 영화 속에서 코
롤료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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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면에서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은 강성대국의 부활을 꿈꾸는 오늘
날 러시아의 열망에 충분히 부합하고도 남는 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애국주의 블록버스터의 미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드레이 말류코프의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
와 표도르 본다르추크의 ｢스탈린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전쟁영화, 파벨 파
로호멘코의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과 니콜라이 레베데프의 ｢전설의 17번｣
을 중심으로 한 전기영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00년 5월 9일 ‘승
리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천명한 ‘강성대국 건설’을 뒷받침하는 애국주의
문화정책 실행에 효과적인 선전수단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포스트소
비에트식 계몽주의와 애국주의 이념 선전에 동원되고 있는 이 영화들의 공
통점은 특히 푸틴 집권 3기에 들어와서 더 강조되고 있는 가족과 조국의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쟁영화 중에서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는 현대 젊은이들이 환상적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서 대조국전쟁에 참가하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기억을 환기하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스탈린그라드｣
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신화를 재구성하면서 새로 탄생한 가족 구성
원들이 ‘어머니 러시아’를 상징하는 여주인공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희생정신과 세대차이 극복의 서사를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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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거의 문화영웅들을 다루는 전기영화 중에서 ｢전설의 17번｣은
팀의 승리에서든 국가의 승리에서든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가 더 중요하
다는 점을 소련 아이스하키의 전설이었던 발레리 바를라모프의 성장 과정
을 통해 제시한다. 한편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은 우주강국 러시아의 자
랑이자 인류의 자랑이기도 한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무결점
삶에 대해 조명하면서 현재 러시아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네 편의 영화는 푸틴 시대 러시아의 애
국주의 문화정책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서 볼 때 이 영화들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 회귀적인 경향이 짙은
푸틴(이즘)의 문화정책에서 하나의 유용한 선전도구로 기능한다는 비판적
지적도 적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화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영화들
의 주요 내용과 기법, 제작과 배급 등이 소련 시절, 특히 스탈린 시대에 국
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제작된 전쟁영화와 전기영화의 주요 경향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영화에
서든 전기영화에서든 인물의 성격묘사와 관련한 심리적 깊이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인물들이 기계적 도식 안에서 평면적으로 묘사되는 데 그
치는 경우가 많아 영화의 예술적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스탈
린그라드｣가 러시아 영화 사상 최대의 관객동원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예술
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지 못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가가린, 최초의 우
주인｣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 애국주의 블록버스터 영화
의 근본적 한계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영화와 전기영화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블록버스터의 또 다른 문
제점은 2010년에 나온 알렉산드르 사모흐발로프와 보리스 로스토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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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미래에서 왔다 2｣에 이어 2014년에 나온 글렙 오를로프의 ｢포두브니｣
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듯이 적의 이미지를 형제 국가 또는 이웃 국
가들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닌의 말을 다시 인용하지 않더라도 영
화는 러시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소프트파워 진흥에서도 중요한 예술이자
홍보수단이다. 그런데 이 두 영화에서 특히 잘 알 수 있듯이 최근 러시아
영화에서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그렇잖아도 양국
사이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또 푸틴 시대 전쟁
영화와 전기영화들이 러시아 국내적으로 국민의 의식 결집과 동원에 상당
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외에서는 이 영화들이 호소
력을 별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들의 양산에 대
해 의구심과 함께 경계심을 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문화정책기관과 영화계는 전쟁의 승리만을 찬미하
지 않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영화들이 예
술적으로 뛰어나고 국내외 흥행에서도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현실에 대해 비판의
메스를 들이댄 안드레이 즈뱌긴체프(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의 최근작 ｢리바이
어던(Ливиафан, 2014)｣이 칸영화제에서 거둔 훌륭한 성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영화들은 러시아 역사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과 반성이 없이는 러시아의 ‘찬란한 미래’도 없다는 점을 웅변
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대처럼 오늘날 푸틴 시대에도
러시아 사회와 문화 전반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포템킨식 현실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러시아의 발전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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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베리아 소
수민족들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하며,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베리아의
지역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는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러시아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17
세기 이후 시베리아 민족 구성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인을
비롯한 슬라브 민족들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그 땅의 원주
인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신화를 소유한 다양한 시베리아 민족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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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시베리아 지역의 본래 주인이었던 여러 민족들이 전승
한 신화내용들을 분석하여 그 안에 자리잡은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시베
리아의 지역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화 속에 반영된 세계관은 그들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지역의 신화에 대한 지식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린 해당 민
족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시베리아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정
착한 슬라브인들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의 신화 속에는 현재 슬라브인들이 삶을 영위하
고 있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시베리아라는 공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다양성과 가혹한 기후환경, 그리고 유럽지역의 러시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낙후된 경제환경은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을 관심 외 지
역으로 방치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변화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은 더 이상 시베리아를 먼 이방의 동토로만 버려두지 않게끔 하고 있다. 울
창한 타이가 숲에서 나오는 삼림자원과 더불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비
롯한 막대한 자원의 보고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현재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
는 북극 항로, 그리고 육상 교통수단을 통해 우리를 유럽과 더욱 가깝게 연
결시켜줄 시베리아 횡단 열차 등이 지니는 물류적 가치는 우리에게 시베리
아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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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아 민족 기원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고대문화를 연구하면서 반드
시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화적 가치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승된 신화라고 하는 과거를 현재에 반추해 현재의 가
치로 재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베리아의 미래적 가치를 획득의 토대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집단 구성원들의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경험과 지각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 얻어진 동질감이 외부로 표출
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해당 집단의
공통적 문화의 결과물이다.1) 또한 그러한 정체성은 영구 불변적으로 고정
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사회구성체로서 개인의 정체성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표출된다. 그러한 정체성의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리적 공통성을 꼽을 수 있다. 동일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들에게는 동일한 지역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다.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에 개인의 독특한 공간경험이 누적되면서 다차원적인 공통의 공간성이 형
성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자연지리적 생태환경 속에서 탄생한 신화들은 필연적으로 유사
한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공통
의 지리적 환경하에서 배태된 신화 속에 자리한 공통의 가치체계를 규명해
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시베리아의 소수 민족들과 그

1) 정체성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핵심(중심점),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재
현으로 표현(expressed)되는 자신의 ‘본질(essence)’이라고 생각되어왔다. 다시 말해 정체성
은 취향, 신념, 태도와 생활양식의 기호를 통해 의미화되는 본질이다(크리스 바커 ․ 다리우시
갈라신스키 2009,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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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신화 분석이 지니는 가치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범위를 밝힐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신화의 예를 소개하고, 그 형식
구조를 파악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전작업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신화를 통해본 시베리아의 정체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시베리아 소수 민족과 신화, 그 분석의 가치
시베리아란 일반적으로 서쪽의 우랄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 태평
양에 이르는 광활한 북아시아 지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 대륙 면
적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척박한 자연환경
을 지니고 있어 인구 수는 유럽지역의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
다. 또한 인구밀집지역도 그나마 자연환경이 비교적 나은 남부와 서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북부와 중부의 인구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낮은 인구밀도에 비해 이 지역의 민족 구성은 상대적으
로 매우 다양하다.
시베리아가 개척된 이후 17세기 중엽 러시아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서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이고, 시베리아 원
주민들의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어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
다. 그렇지만 적은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다양성은 대단히 놀랄
만하다.2)
2) 러시아의 소수민족과 그 언어 분포에 관한 김태진(2012, p. 36)의 연구에 따르면, 5만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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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민족을 어족별로 구분할 경우 크게 핀 ․ 우그르어족,
투르크어족, 몽골어족, 만주 ․ 퉁구스어족, 그리고 고시베리아어족으로 나눌
수 있다. 핀 ․ 우그르어족에는 주로 서시베리아 저지 삼림지대에 거주하는
한티족과 만시족, 북극지방의 수렵민족인 네네츠족과 에네츠족, 느가나산
족, 셀쿱족 등이 속한다. 투르크어족으로는 레나강 유역 지역에 거주하는
야쿠트족과 타타르족, 알타이족, 쇼르족, 하카스족, 투반족, 그리고 돌간족
이 있다. 몽골어족으로는 부랴트족이 있다. 만주 ․ 퉁구스어족에는 오로치족,
울치족, 우데게이족, 나나이족, 에벤크족, 에벤족, 그리고 니기달족이 있다.
고시베리아어족으로는 축치족, 코랴크족, 이텔멘족, 유카기르족, 길랴크족
이 있다.
한편 시베리아를 지리학적으로 분류할 경우 동, 서, 남, 북, 중앙시베리아
와 극동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분류에 따라 소수민
족의 분포를 구분할 경우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은
소수민족들의 주요 거주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하의 민족은 러시아 전체 민족 수의 약 75%인 145개 민족이라고 한다. 민족 수로는 압도적
이지만 인구 수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전체 인구를 합친다 하더라도 0.5%조차도 안 된다.
이 사실은 5만 명 이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민족들의 인구 수가 수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약 80%인 112개의 민족이 1만 명 이하의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
다. 이 중 약 50%인 64개의 민족은 1,000명 이하의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적은 인
구 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까이따그(Кайтагц)와 아르나우트(Арнаут) 민족으로 각 5명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인구 수 5만 명 이하 민족의 정확한 수는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수치가 다른
데, 김용화 ․ 백용식 ․ 최성호(2010, pp. 138~139)는 해당 민족 수를 63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는 러시아 소수 민족의 다양성과 더불어 실태파악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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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러시아 내 주요 소수민족과 분포지역

분포지역

서시베리아

남시베리아

북시베리아

민족

바쉬키르족
코미족
타타르족
한티족
퉁구스족
칼미크족
부랴트족
하카트족
알타이족
투바족
네네츠족(사모예드족)
셀쿠프족
알류트족

자료: 김성일(2013), p. 69.
그림 1. 러시아 지역의 소수민족 분포 현황

자료: 제임스 포사이스(2009),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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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지역

동시베리아

중앙시베리아

극동지역

민족

야쿠트(사하)족
유카기르족
토팔라르족
다구르족
돌간족
에벤키족
느가나산족
케트족
에벤(웬)족
에스키모족
오록족
우데게이족
축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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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는 시베리아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소수민족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은 한 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
고 때로는 그 거주지역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도 존재한다. 많은 수가 다
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소수민족들의 신화
에 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환경하에서3) 본 연구도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민족을 초월하여 시베리
아 지역 전체에서 보여주는 지역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신화 분석을 수행할 소수민족을 지
역별로 고르게 선정하였다. 해당 소수민족은 서시베리아 지역의 만시족과
한티족,4) 남시베리아 지역의 알타이족, 중앙시베리아 지역의 에벤키족, 그
리고 극동지역의 우데게이족과 길랴크족이다.5)
신화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6) 이는 신화의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화의 개념에 관한

3) 실제로 국내의 시베리아 소수민족 신화에 관한 연구는 만주 ․ 퉁구스족의 연구에서 어느 정
도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곽진석과 이재정, 박시인 외에, 일부 개인적 관심을 지닌 러시아
어 전공자들인 김성일, 김민수, 양민종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서시베리아 지역의 신화는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
준 김성일 교수와 청주대 북아시아 소수민족 원형스토리 연구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5)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이 여섯 개 민족을 선정한 이유는 그 민족들의 수와 분포지역을 고려
하여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6) 신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myth는 ‘가상의 꾸며낸 이야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mythos에서 유래되었고, 어휘 의미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단어인 ‘logos’와 반
의 관계를 이룬다. 그렇다고 하여 신화가 아무것도 없는 ‘허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그 안에는 많은 ‘실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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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의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야
기(story)라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구술된다는 것이다. 셋째,
비범한 인물을 다루며, 넷째로 먼 태초의 사건을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고려할 경우 신화는 이야기가 전승되는 사회에 속한 구성
원이 먼 과거에 일어났을 법한 일을 사실이라고 간주하면서 어떤 초월적
존재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불가지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에서 기인한다. 소
위 주지주의적(intellectual) 신화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현
상들의 원인을 알고 싶어한다. 여기서 신화는 현상들의 원인이나 사물들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신화 속에 그대로 투영된다. 따라서 신화 분석을 통해서는
단순히 시베리아 민족들의 세계관 및 우주관, 그리고 영혼관 외에도, 그 안
에 내재된 그들의 공통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시
베리아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집단의 성원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소산이며, 집단
의식을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
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속에서 한 집단의 정체성
이 형성된다.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보면, 같은 생활양식, 집단의
사회, 경제조직, 집단원의 수, 힘, 질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기호, 상징체계,
집단의 과거 및 역사, 전설, 신화, 관습, 언어, 행위 그리고 집단의 사고구조,
집단원들의 기본 인성, 타 집단과의 관계, 집단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산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체계를 이루며 이 요소들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주어 체계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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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문화체계 속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은 동질감을 갖게 되며, 타 문화
세계의 사람들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7)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지역정체성은 장소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이
해된다.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타인과의 연대감 등에 의해 인간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사회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이며,
구체성, 주관성, 상징성, 의도성, 문화적 관계가 중요하다.
신화 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각 민족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정체성은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
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한 개인
이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일반지식, 신념, 기대감을 일으키고, 그가 사물,
상황, 그리고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의 의미를 해석하는가를 결정짓
는 인지적, 정보처리적 틀, 또는 필터로 기능하며, 개인의 행위 기준이 된다.
또한 개인은 민족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베리아 민족들의 민족정체성 파악은 우리가 그
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의 특성이 집약되어 표출되는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토양,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타인과의 연대감 등에 의해 인간
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사회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지역정체
성이다. 그러한 지역정체성 연구의 핵심은 사회문화적, 공간적 실체가 개인
과 집단에 어떻게 개념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지역정체성에

7) 임봉길(1994),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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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 ․ 경제적 내용이 결합되며, 그 지역의 사회문
화적 과정,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연구주제를 포괄할 수 있다. 다만 본 연
구에서는 그러한 지역정체성 연구의 재료를 신화로 한정하고자 한다.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에서 나타나는 신화의 모습은 대분류적인 차원에서
거의 공통적이다. 즉 세계 또는 인간 창조에 관한 창조신화, 토템의 대상이
개입하는 토템신화, 자연의 정령이 등장하는 정령신화, 그리고 샤먼에 관한
샤먼신화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신화 가운데
창조신화를 분석해볼 것이다.8)

Ⅲ. 시베리아 소수민족 신화와 그 형태 구조9)
시베리아의 신화에서는 다른 민족들의 신화나 설화에서와는 다른 무엇
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이야기 자체가 가지는 전개방식의 투박함과 졸렬함,
문장의 간결함, 투박한 구어체, 그러면서도 번득이는 지혜와 슬기, 불굴의
의지, 우리와는 아주 상이한 생활방식과 그에 따른 생활자세와 풍습, 그리
고 무엇보다도 극한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지내는 철저한 수렵경제의 생
활과 사고체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교현상, 종족과 부족 간의 전쟁과 갈
8) 이러한 분석은 시베리아 신화 그 자체에 대한 소개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부
분에서 신화와 문화가 아직까지도 서로 일치하고 있는 문화양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 신
화적 현실세계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보기 드문 문화의 고형을 맛보는 기회를 가지는 자
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이정재 1998, p. 12).
9) 본 장에서 예시하는 신화들은 다음의 출처에서 가져왔다. 만시족과 한티족의 신화는 Мифы,
предания, сказки хантов и манси(1990), 알타이족 신화는 박시인(1994), 에벤키족과 에벤족
신화는 곽진석(2011a), 길랴크족 신화는 이정재(1998) 내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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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또 우리와는 많은 것이 다른 샤먼들의 행위와 샤먼을 이해하는 방식,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과 이를 이해하는 사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민간신
앙 등등,10) 이야기의 주요 소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서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그들만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 창조신화와 그 형태 구조
가. 만시족11)
표 2. 만시족 창조신화 개요

만시a

만시b

만시c

주제

세상 창조

땅의 창조,
생명 창조

인간 창조

시공간적 배경

먼 옛날 창조 시기의 땅

창조 시기의 하늘과 땅

먼 옛날 하늘과 땅

주인공

인간

토룸 신의 아들

이올리 토룸 샨

주요 등장인물

사람, 여자, 남자, 벌레

토룸 신의 아들, 훌
이올리 토룸 샨, 칼름,
오티르, 눔 토룸, 식물,
눔 토룸 등
동물

주요 내용

검댕이에서 생겨난 땅,
여자와 남자의 창조,
벌레에서 나온 짐승,
아이의 출산

눔 토룸의 아들이 새와
진흙으로 사람 창조
동물 창조

10) 이정재(1998), pp. 14~15.
11) 오브강 유역의 베레조보라는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따
르면 현재 만시족의 인구는 약 1만 2,000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튜멘 주 한티 ․ 만시 자치관구, 야말로 ․ 네네츠 자치관구와 스베르
들로프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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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화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만시a
신성한 남편 아버지가 이 세상, 이 시베리아를 창조했다. 나무는 없었
고 마른 땅도 없었고 어디나 물이었고 어디나 안개였다. 신성한 남편 아
버지의 아들은 안개 속을 걸어다니면서 분리 이후에 물속에서 말했다.
“나를 지탱하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툰드라의 언덕을 창조할
수는 없을까?”
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온 검댕이에 자신의 침을 뱉자 툰드라 언
덕이 생겨났다. 이제 그는 이 툰드라 언덕에서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끓
이고 밤을 보냈다.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 누군가가 와서 서서 비틀거렸
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했다. 다가가 보니 바람이 실어온 악마였
다. 그에게 다가가니 여기서 토하고 저기서 뜯어먹고 했다. 그에게는 단
단한 나무로 된 창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여기로 던지고 저기로 던지고
했다. 신성한 소년은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서 두 마리의 물새를 꺼
냈고 이렇게 말했다.
“바늘 같은 부리를 가진 내 두 딸아, 그를 어떻게든 해봐라.”
물새들은 악마를 쪼아 찢기 시작했고 그를 죽였다. 신성한 소년은 속
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낸다면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땅이 솟아오
르게 할테다.”
그는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 않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바늘 같은 부리를 가진 내 딸들아, 앞다투어 둘 다 잠수를 해라. 둘
중 누가 살아 있는 땅을 가져오는지, 둘 중 누가 살아 있는 세계를 불러
오는지, 둘 중 누가 죽은 세계를 불러오는지.”
그러자 그들은 잠수를 했다. 그들은 순례를 하고 또 순례를 해서 7년
이 흘렀다. 7년까지 7개월이 모자랐고 이때 물새가 솟아올라서 소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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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저는 죽은 세계에서 깨어났어요.” 그 물새가 말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뒤 다른 물새가 표면으로 떠올라서 그 물새가 날개
를 툭툭 털었던 거기에 흙더미가 나타났고 여기에서 돌투성이 땅이 생겨
났다. 신성한 소년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다.
“아버지의 새가 죽은 세계를 불러왔어요.”
그러자 신성한 아버지는 말했다.
“죽은 세계를 나는 먼저 지시했다. 만약 지시하지 않았다면 자라나는
소녀들과 자라나는 소년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냐? 자라나는
나무들 사이에는 자리가 부족하고 자라나는 풀들 사이에도 장소가 부족
하다. 서로 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음식을 찾을 수가 없고 마실 것을 찾
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서로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먹을 찾지 못하면 그들
은 서로서로를 찢어 죽이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서로를 먹기 시작할 것
이다.”
신성한 소년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온 검댕이에 침을 뱉었고 그 침
은 마르고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서 털북숭이 벌레, 털북숭이 뱀
이 생겨났다. 이 털북숭이 벌레, 이 털북숭이 뱀은 흔들거렸다. 밤 쪽에
서 바람이 불어 바람이 그 벌레에 스치면 흔들거렸고, 낮 쪽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그것에 닿으면 흔들거렸다. 그 벌레는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그 벌레에 빗방울이 떨어졌고 물방울이 떨어졌
다. 빗방울에서, 녹은 물에서 그 벌레가 자라났다. 벌레는 여자만한 크기
로, 남자만한 크기로 자라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살기 시작했고 살아갔
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여자 요르슈가 그와
마주쳤다.
......

② 만시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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눔 토룸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먹고
마셨다. 소년은 식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거위로
변해서 날아갔다. 날고 날아가다가 땅에 내려앉았다. 땅에서 또 다시 사
람으로 변해서 걸어갔다.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한곳에서 두 개의 돌덩
이를 집어 들었다. 그 돌들을 서로 잘 문질렀더니 털북숭이 꼬리를 가진
개가 생겨나서 소년의 뒤를 따라 뛰어가기 시작했다. 길에서 그는 자작
나무에서 잎사귀 세 개를 뜯어서 그것을 파이프에 돌돌 말아 넣고 입김
을 불었더니 작은 동물인 들쥐가 생겨났다. 그들은 함께 계속 걸어갔다.
소년은 전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동물과 비슷하게 대패로 밀었더
니 털이 보드라운 담비가 생겨났고 그들 뒤를 따라왔다. 이렇게 길을 가
다가 새로운 동물들을 모두 만들었다. 그의 머리가 기우는 데로 거기로
걸어갔다. 소년이 걸어가는 곳으로 짐승들도 뛰어갔다. 얼마 동안 가다
가 앞을 보니 바닷가에 불꽃이 보였다. 불에서 나온 불꽃이 위로 올라가
고 있었다. 거기로 향했다. 도착해서 보니 여자가 누워 자고 있었다. 그
녀가 숨을 쉴 때 콧구멍에서 불꽃들이 날아 올라갔다.
......

③ 만시c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이올리 토룸 샨은 날개 달린 칼름을 또 다
시 보냈다.
“눔 토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땅이 이제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라.”
날개 달린 칼름은 아버지한테 출발했다. 얼마 동안 날아가서 눔 토룸
에게 도착했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땅을 단단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눔 토룸은 고개를 숙였고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땅으로 내려 보낼 테니 너희들이 거기서 소생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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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린 칼름은 날아갔다. 이후에 눔 토룸은 토팔 오이카를 불러서
사람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토팔 오이카는 활엽수에서 일곱 개의 사람 모형을 깎았다. 이 동안에
훌 오티르는 진흙에서 일곱 개의 사람 모형을 빚었다. 그리고 토팔 오이
카한테 말했다.
“형제여, 바꿉시다. 예?”
“아니야, 나는 바꾸지 않을 거다. 너의 사람들은 진흙이니까 더 안 좋
잖아.” 토팔 오이카가 대답했다.
“에이, 바꾸자구요.” 훌 오티르가 계속 설득을 했다.
“내 사람들을 주기 싫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도 내 사람들을 잘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영혼을
어디서 구하실려구요? 눔 토룸이 형에게 영혼을 주지 않았잖아요.” 훌
오티르가 말했다.
토팔 오이카가 앉아서 머리를 긁적였다.
“맞구나. 내게는 영혼이 없구나. 자 너는 내 나무 사람들을 살아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냐?” 그가 말했다.
“그렇구 말구요! 내가 소생시킬게요. 진흙 사람들로는 멘크프들이 되
라고 하죠 뭐.”
토팔 오이카는 나무 사람들을 훌 오티르한테 주었고 자신은 진흙 사
람들을 가져왔다. 훌 오티르는 나무 모형들을 눔 토룸한테 가져갔다. 눔
토룸은 그 모형들을 등을 돌려 세워놓고 불었다. 어디로 사라졌지? 토팔
오이카는 손을 벌렸지만 한 개도 잡지 못했다.
토팔 오이카는 뒷덜미를 긁적였다. 진흙 사람들을 가져다가 바라보았
다. 어떻게 하지? 진흙밖에 없네.
눔 토룸은 그에게 말했다.
“진흙 사람들을 내 누이 칼타시 엑바한테 가져가라. 코르스 토룸12)이
그들을 위한 영혼을 누이한테 주었단다. 누이에게 그들을 소생시키라고
12) 코르스 토룸은 위 세계의 통치자 신으로 눔 토룸의 아버지이다.

27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해라.”
토팔 오이카는 칼타시 엑바에게 향했다. 그녀에게 도착해서 말했다.
“누이여, 이 사람들을 소생 시킬 수 있겠어요?”
“소생시킬게. 다만 너는 여기서 나가라.” 칼타시 엑바가 대답했다.
토팔 오이카가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남자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었다.
진흙 사람들은 소생하기 시작했다. 다만 그들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진흙 팔과 다리를 어디에 쓰겠는가? 물에 빠지면 익사하고 더우면 땀이
났다. 활엽수로 만든 사람들은 더 단단하고 물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타나자 날개 달린 칼름은 또 다시 눔 토룸한테 날
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 땅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무엇으로 그들을 먹일지,
추위로부터는 무엇으로 그들의 몸을 가릴지 말해주세요.”
눔 토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대답
했다.
“날개 달린 칼름아, 도로 땅으로 날아가거라. 타이가 숲 속에 수많은
뿔 달린 동물들이 있을 거다. 툰드라 습지에는 사슴들을 풀어놓으마. 거
기서 그들은 살게 될 거고 음식을 찾게 될 것이니 사람들이 수공업을 위
해 거기를 가게 하렴.”
날개 달린 칼름은 땅으로 내려왔다. 이올리 토룸 샨이 물었다.
“아버지한테서 무슨 소식을 가져왔니?”
“눔 토룸이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가 숲 속, 툰드라 습지에 나는 사슴
들과 뿔 달린 동물들을 풀어놓았다. 거기서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잡도록
해라’라고요.”

만시족의 창조신화에서 땅의 창조는 물속에서 가져온 흙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 땅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는 완전한 무의 세계가 아니라 물만
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신은 땅을 창조하기 위한 매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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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흙을 물속에서 구하는데 그 심부름꾼의 역할은 물새가 수행한다.
다른 민족신화와 달리 만시족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진흙이 아닌 나무였다.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로서 진흙
이 아닌 나무가 선택된 것은 생명력의 존재 여부 때문이다.
나. 한티족13)
표 3. 한티족 창조신화 개요

한티a

한티b

한티c

주제

세계 창조

대지가 생긴 유래

태양을 다시 찾음.

시공간적 배경

먼 옛날 창조 시기

먼 옛날 홍수 이후 시기

먼 옛날 신의 세계

주인공

토룸

도요새

신

주요 등장인물

천신 토룸, 그의 아내와
아들, 사람, 악마

도요새, 콘 이키 파흐

신, 신의 아들, 악마

주요 내용

인간 창조와 인간의
원죄

홍수 이후 대지를 들어
올림.

악마에게서 해를
되찾음.

각 신화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티a
땅도, 물도 없었고 눔 토룸만이 존재했다. 토룸에게는 궁중에 집이 있
었다. 문에서 세 아르신 거리에 널빤지가 놓여 있었고 토룸은 집을 나설
때 이 널빤지 위로만 다녔다. 토룸은 꿀과 수르만 먹고 마셨다. 밤낮으로
그는 집에 있었고 하루에 한두 번 산책하러 나갔다. 그가 산책에서 돌아
오면 깃털 요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13) 튜멘 주 한티 ․ 만시 자치관구, 야말로 ․ 네네츠 자치관구, 그리고 톰스크 주에서 거주하고 있
다. 인구는 약간씩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약 2만 2,500명 가량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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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그가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식탁으로 물방울이 똑 떨어졌
다. 물방울은 식탁에서 또르르 굴러서 마룻바닥에 떨어졌고, 갓난아이가
나왔는데 여자 예비였다. 어린 소녀는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가 이 방에서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는 원피스를 입고 눔에게 갔을
때 그는 그녀의 목에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노라.”
얼마 동안 살았는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은 매우 빨리 자
랐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 앞 널
빤지 위에서 산책하러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멀리 가지 말거라. 이 널빤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갑자기
위에서 종이가 곧바로 눔의 아들에게 내려와서 오른 손바닥에 달라붙었
다. 이 종이는 그와 함께 위로 올라갔고 그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게 되
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내게 왔느냐?”
“네,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물었다.
“집 말고 네가 사는 저 밑은 넓으냐? 좁으냐?”
그는 할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넓은지 좁은지 모릅니다.”
“물이나 흙은 있느냐?”
“아무 것도 모릅니다. 밑을 보면 사방이 넓지만, 물도 흙도 보이지 않
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그의 손에 땅과 그가 함께 위로 올라왔던 그 종이를
주었고 그를 다시 눔 토룸의 집으로 내려 보내면서 작별인사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밑으로 내려가거든 문 앞의 널빤지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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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내려가자 흙이 온통 아래로 쏟아졌고, 그는 황금으로 지어진 집
에 도착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디 갔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널빤지 위에 갔었고 놀다 왔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직접 눔 토룸의 황금 집에 내려왔다. 그를 음식과 차
로 대접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물었다.
“누가 더 큰지 아느냐? 아들이냐 아버지냐?”
그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신이 아들보다 더 높다고 대답했다. 아버지
와 어머니는 유일신이 있는지 논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지혜가 없구려. 아들이 당신들보다 더 지혜롭소.”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사라졌다. 다음 날 소년은 또 다시 그 널빤지로
나와서 밑을 바라보았는데 땅은 보였지만 숲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부
모님께 달려가서 땅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밑에 내려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를 황금 요람에 태워서 밧줄에 매달아 밑으로 내려
보냈다. 밑으로 내려온 그가 요람에서 오른 다리를 땅에 내놓자 다리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도로 그를 들어올
렸다. 소년은 내려갔더니 땅이 물컹거렸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래 좋다, 아들아. 내일은 함께 내려가 보자. 직접 봐야겠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어머니와 둘이서 요람을 타고 내려갔다. 둘이 밑
으로 내려갔고 어머니는 실제로 흙은 없고 질척한 늪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발로 섰다가 나중에는 기우뚱 기울어져서 손
으로 허우적거리며 매달려야 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가라앉아서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소년은 혼자 남아서 울기 시작했다. 결국 소년은
밧줄을 당겼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올려 물어보기 시작했다.
“왜 울고 있어? 어머니는 어디 있니?”
“어머니는 늪에 빠졌어요.”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이르든, 늦든, 어쨌든 모두가 죽는단다.”
그러나 곧 어머니가 웃으면서 방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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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너는 울고 있니? 세계가 땅 위에 나타나게 되는 때도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게 될 거란다. 곧 나무와 풀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어디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거란다.”
다음 날 아침에 소년을 또 다시 땅 위로 내려 보냈다. 그는 요람에서
나와서 땅을 뛰어갔다. 늪은 없어졌고 땅은 단단해져 있었다. 소년은 흙
으로 두 사람,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 그가 그들에게 후하고 입김을 불
자 그들은 소생했다. 그런 다음 토룸은 호로딸기와 빨간 딸기나무를 만
들었다. 그리고 눔 토룸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호로딸기와 빨간 딸기가 있으니 드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한테서 떠나면 쿨이 와서 당신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당
신들을 내가 직접 올 때까지 그를 믿지 마세요. 내가 직접 오면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밧줄을 흔들었고 위로 들려 올라갔다. 쿨은 새로이 창조된 사람
들에게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토룸이 당신들에게 호로딸기와 빨간 딸기를 먹으라고 했
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버찌 한줌을 주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호로딸기와 빨간 딸기를 먹지만 배부름이 없소. 하지만 여
기 버찌 한줌을 먹으면 평생 배부르게 될 것이오.”
사람들은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쿨은 그들을 설득했다. 사람들
은 그것을 먹었고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다. 쿨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버
찌를 계속 먹었다. 토룸이 땅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
지 물었고 그들은 보여주었다.
“왜 당신들은 쿨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는 당신들을 유혹한 거예요!”
토룸은 그들을 팔로 흔들었고 사람들은 사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토룸은 그들에게 입김을 불었고 그들은 다시 소생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되살렸소. 쿨이 다시 와서 당신들을 유혹할 것이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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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전에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했
던 호로딸기와 빨간 딸기를 드시오.”
그런 다음 그는 토끼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먹을 수 있소.”
그런 다음 그들에게 산딸기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로 이렇게 말했다.
“잘 보시오. 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
소. 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믿으시오. 이제 나는 당신들을 또
다시 여기에 남겨두지만 쿨이 당신들을 유혹하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
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나무, 즉 소나무, 활엽수, 자작나무를
보여주었다. 토룸이 떠난 후에 쿨이 나타나서 물었다.
“왜 당신들은 이 산딸기를 먹고 있습니까? 배부르지도 않는데요? 여기
커다란 나무인 잣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잣송이가 있습니다. 이 잣송
이를 가져가면 당신들한테는 잣이 한 움큼 나올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
입니다.”
사람들이 이 잣송이를 먹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으며 그런 다음 서로를 유혹
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후에 그들은 풀 속에 숨었다. 토룸이 와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겨우 들릴락 말락 하게 대답했다.
“왜 당신들은 숨어 있는 거요?” 토룸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두 사람은 땅 위에 앉아서 다리로 일어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움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사슴, 양, 토끼, 암소, 말을 창조했소. 그들의
가죽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아서 이제 땅 위에 남아야만 하오.”
토룸은 그들에게 불도, 솥도 남겨 두지 않았고 단지 생고기만을 남겨
두고 자신은 하늘 위로 떠났다. 얼마가 지난 후 토룸은 하늘에서 밑을 보
니 땅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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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땅이 좁아졌고 서로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토룸은 생각했다.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얼어 죽도록 겨울을 줘야겠어.’
그리고 사람들은 추위로 얼어 죽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토룸은 왜 그렇
게 사람들이 적게 남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땅 위로 내려갔다.
그는 땅을 돌아다니며 생각했다. 돌을 발견했고 이 돌에 손을 얹었더
니 돌에서 불이 나왔다. 그 옆에 작은 돌이 놓여 있었다. 토룸이 작은 돌
을 집어 큰 돌을 때렸더니 커다란 돌이 산산이 부서져서 거기서 불 여자
가 나왔다. 이 돌로부터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매우 넓은 길이 나왔
다. 토룸은 또 다시 돌멩이들을 집었고 서로서로를 쳤더니 불이 나왔다.
그러자 토룸은 자작나무 껍질로 심지를 만들었고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패
서 불을 지폈다. 그가 불을 지피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불 옆에서 몸
을 데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이 끓인 죽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솥을 만들었다(쇠로 만들었는지, 돌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이 솥에 물을 붓고 솥을 막대기에 걸고는 가축을 죽였다(암
소인지, 양인지는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끓었을 때 토룸은 직접 앉아서
맛을 보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여겨졌다. 그는 살아남은 나머지 사람들
을 먹이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끓이는지 예를 보여주었소. 여기 불이 있고,
여기 물이 있소.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추워지거든
불을 피워 몸을 녹이시오. 무엇을 얻든지 어디서 났든지 이렇게 끓이고
구우시오. 내가 알려주었던 그 음식을 먹으시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올가미로 새를 잡고 투망으로 물고
기를 잡는지, 그물은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어망을 만들고 갖가지 수공
업을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 나는 당신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살아가시오.”
토룸은 위로 올라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또 다시 아래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번성했고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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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악마가 유혹
하였겠군.’ 토룸은 쿨을 자신에게 불러서 말했다.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말하지 전까지는 유혹하
지 마라. 내가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리키며 말하거든 그를 가져가라. 사
람들의 절반을 네가 가져가도 절반은 내게 남게 될 것이다.”

② 한티b
한티족 사람들은 모든 짐승들을 죽이지만 도요새는 죽이지 않는다. 도
요새는 홍수가 있었을 때 대지를 위로 들어올렸다. 한티 만시에는 일곱
언덕이 있는데 이것을 도요새가 들어올렸던 언덕들이었다. 체크 나이가
있은 후에 대지가 없어졌다. 콘 이키 파흐는 사냥할 곳이 없어지자 생각
하고 또 생각했다. 도요새를 보내면서 말했다.
“사냥하게 조그만 대지라도 얻을 수 있다면.”
도요새는 잠수하였지만 대지 없이 물속에서 떠올랐다. 두 번째도 역시
대지 없이 떠올랐다. 세 번째는 대지와 함께 떠올랐다. 콘 이키 파흐는
거기서 사냥하였다.

③ 한티c
악마가 신에게 와서 말했다.
“내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나한테 주세요.”
신이 말했다.
“나한테 있는 것이냐?”
악마가 말했다.
“네.”
신이 말했다.
“그럼 좋다. 주마.”
악마가 말했다.
“제게 해와 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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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악마에게 해와 달을 주었다. 악마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신에게 가서 말했다.
“괜히 해와 달을 내주었어요. 가서 도로 뺏어오세요.”
신이 말했다.
“이미 내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쭙잖구나.”
아들이 말했다.
“이제는 아버지는 그와 친구가 되었는데 뭐가 어쭙잖아요?”
“어떻게 가져올까?”
아들이 말했다.
“예전에 악마는 해와 달 없이 살았으니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요. 그에게 그림자를 달라고 하세요. 만약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해와 달
을 뺏어오세요.”
신은 악마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어라.”
“나한테 있는 건가요?”
“그렇단다.” 신이 말했다.
그렇게 둘은 앉아서 있었다. 신은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내게 바로 이것을 주어라.”
악마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신이 해
와 달을 빼앗았고 또 다시 밝아졌다.

한티족의 창조신화 속에서도 땅은 물속에서 건져 올리는 것으로 등장한
다. 이때 땅을 물속에서 꺼내 오는 것은 도요새이다. 또한 그 임무는 세 번
에 걸친 시도 끝에 완수되는데 이는 시베리아 민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
의 신화와 민담 속에서 나타나는 3회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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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a에서 보여주는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는 쿨의 모습과 그 배경은 마
치 에덴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받는 아담과 이브를 떠올리게 한다. 마찬가지
로 이들도 쿨의 유혹에 넘어가 땅위에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신과 악신의 대립 모습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창조주의 모습은 찾
아볼 수 없다. 마치 선과 악이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인 것처럼, 선은
악을, 악은 선을 상호간에 용납하며, 서로의 존재를 허락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신의 모습에서도 이분법적 대립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 알타이족
표 4. 알타이족 창조신화 개요

알타이a

주제

땅의 창조

주요 등장인물

주요 내용

알타이c

인간 창조

대홍수

인간 창조 시기

옛날 대홍수기

신과 인간

하느님, 개, 마귀

나마

하느님 울건, 첫 사람
얼릭

하느님, 개 마귀 얼릭

하느님, 나마, 까마귀,
비둘기

시공간적 배경 태초
주인공

알타이b

하느님이 나마에게 대
얼릭이 바다 밑에서 가 하느님이 만든 인간의 홍수를 알려 대비하게
져온 흙으로 땅을 창조 형상을 마귀가 훼손함. 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살아남음

① 알타이a
태초에는 이 세상이 물바다였다. 그 위를 하느님 울건과 첫 사람 얼릭
이 두 마리의 검은 기러기 형상으로 날아다녔다. 그러다가 울건이 땅을
만들려고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땅을 만들 길이 막막해서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릭이 내려와 앉았다. 울건이 물었다.

28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너는 왜 왔느냐?”
“땅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나도 만들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땅을 만들겠느냐?”
“땅을 만들 재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너라.”
그러자 얼릭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흙을 입에 물고 나왔다. 울건이
그 흙을 받아서 바다 위에 놓고,
“땅이 되어라”
라고 말하니 흙덩이가 점점 커져서 땅이 되었다.
얼릭은 입 안에 흙을 조금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흙이 점점 커져 얼
릭은 숨이 막힐 정도여서 침과 함께 뱉어 냈다. 그것이 변해서 땅 위에
여기저기 있는 호수와 늪이 되었다(박시인 1994, p. 357).

② 알타이b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넣어주실 숨을 가지러 하
늘로 올라가시면서, 개에게 사람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다. 하느님이
떠나가신 후에 마귀 얼릭이 와서 개에게 말하였다.
“개야, 사람을 보게 해주면 네게 황금처럼 누런 털가죽 옷을 주마.”
그래서 개는 마귀에게 사람을 보게 하였다. 마귀는 사람을 구경하다가
침을 뱉어 더럽혔다.
하느님이 와서 보시니 사람이 더럽혀져 있으므로 안팎을 뒤집어 놓았
다. 사람의 겉은 훤하면서도 속이 더러운 것은 그 때문이다(박시인 1994,
pp. 361~362).

③ 알타이c
옛날에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바다가 된 일이 있다. 하느님은 나
마라는 어진 사람을 살려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얼마쯤 있으면 큰 홍수가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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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들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시작되면 너의 모든 가족과 짐승과 곡식의 씨앗을 가
지고 그 배를 타고 살아남도록 하라.”
나마는 높은 산으로 갔다. 나마는 나이가 많으므로 세 아들 소존눌, 살
눌, 바릭스를 시켜서 큰 배를 만들었다.
홍수가 시작되자 나마는 자기의 가족과 짐승을 데리고 온갖 곡식의
씨앗을 가지고 배를 탔다. ......
나마는 배의 창문을 열고 큰 까마귀를 날려보내며 세상 형편을 알아
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둘쨋날은 중까
마귀를 날려보내며 세상 형편을 알아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셋쨋날은 작은 까마귀를 날려보냈으나, 또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넷쨋날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세상 형편을 알아
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비둘기는 자작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돌아
왔다. 그래서 나마는 이제 홍수가 그친 것을 알았다. 큰 까마귀는 죽은
노루를 보고 그것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 중까마귀는 죽은 개를
보고 그것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까마귀는 죽은 말을 보고
그것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 나마는 까마귀들이 미워져서, 그런
것이나 먹고 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까마귀들은 오늘날까지도 죽
은 짐승을 먹고 산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큰 홍수 때에 살아
남은 나마의 후손이다(박시인 1994, pp. 371~373).

알타이 창조신화에서도 땅은 물속에서 가져온 흙을 매개로 만들어진다.
다만 이때 흙을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는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와
는 달리 인간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흙을 가져오기 전에 새(검은 기러기)의
형상을 하고 신과 함께 날아다녔다는 점에서 기원적 형태로서의 새의 형상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하느님과 함께 기러기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점에서 과연 진실된 의미에서의 인간일까, 아니면 하느님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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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초월적 존재일 수 있다는 여지는 존재한다.
인간의 창조에 관한 장면에서는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오염이 발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보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는 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다른 신화에서와는 달리 그에 대한 처벌은
묘사되지 않고 있다.
대홍수와 관련된 신화에서는 마치 성경의 창세기에 묘사된 대홍수의 모
습을 연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홍수의 예고와 배를 준비
하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홍수 이후 땅을 찾는 과정에서 날려
보내는 새의 장면도 동일하다.14) 다만 시체에 눈이 팔린 까마귀들이 돌아
오지 않았다는 것, 비둘기가 가져온 가지가 자작나무라는 것은 차이가 있
다. 비둘기가 가져온 것이 자작나무 가지라는 것은 자작나무에 대한 토템
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14)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방주로부터 날려진 새가 처음에는 까마귀였고, 그 다음이 비둘기였
다. 다만 까마귀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고, 그 후 날려진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알타이 홍수 신화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일까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신화의 많은 부분이 창세기의 대홍수 모티프와 중복되
고 있음을 볼 때 자생적 신화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그 내용이 차용되었다고 보
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신화가 아닐지라도 창세
기 대홍수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은 알타이 민족 고유의 표현요소들이며, 그것은
알타이 민족 연구에 가치를 지니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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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벤키족15)
표 5. 에벤키족 창조신화 개요

에벤키a

주제

땅의 창조

시공간적 배경 태초
주인공
주요 등장인물

주요 내용

세베키, 물새

에벤키b

에벤키c

인간 창조

에벤키인 창조

인간 창조의 시기

에벤키인 창조의 시기

동생, 개

세베키, 하르기

하르기, 세베키, 물새,
형, 동생, 개, 사람
물오리

세베키, 하르기
개, 에벤키인

동생이 만든 인간의 형
물새가 물속에서 흙을 상을 형이 오염시킴. 인
간을 지키지 못한 개는
가져와 땅이 됨.
벌을 받음.

세베키가 만든 에벤키
인의 형상을 하르기가
오염시킴. 인간을 지키
지 못한 개는 벌을 받음.

① 에벤키a
처음에 물이 있었다. 그때 두 명의 형제 하르기와 세베키가 살고 있었
다. 착한 동생 세베키는 위에 살았고, 악한 형 하르기는 아래에 살았다.
동생은 물오리와 물새를 보조자로 데리고 있었다. 물새는 잠수하여 흙을
가지고 나왔다. 그 흙이 점차적으로 자라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곽진석
2011a, p. 132).

② 에벤키b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아래의 세계에서 살았고, 동생은
위의 세계에서 살았다. 형은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종류의 벌레와 뱀들
을 만들었다. 동생은 사슴의 가지 뿔로 사람을 만들었다. 형제들은 서로

15) 과거 퉁구스족이라고도 불렸다. 동시베리아의 툰드라지역, 부랴티아공화국 북부, 아무르
주, 자바이칼 변강주 등 광활한 지역에 거주한다. 인구 수는 과거와 거의 변동이 없이 약
3만 5,500명 가량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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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좋아하지 않았다. 동생은 자신의 보조자로 개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창고에 개를 남겨 놓고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지키고, 창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개에게 지시했다. 그가 떠난 후에 개에게 형이 와서 창고
문을 열어주면 털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개는 형의 꾐에 빠져 그가 들어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소상을 입으로 불고는 가버렸
다. 10일 후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 부서진 창고를 보고 모든 일을 알아
차렸다. 그는 창고로 가서 죽은 또 반쯤 살아 있는 사람의 형상물을 보
았다. 그는 살아 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혈관에 피가 흐르게 했
다. 형상물들은 살아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개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너는 사람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가 죽인 것들의 나머
지를 먹게 될 것이다”(곽진석 2011a, p. 135).

③ 에벤키c
세베키가 에벤키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들었다. 친구가 일하고 있는 세베키에게 와서 말했다. “너는 진흙으로
어떻게 에벤키인을 만들고 있느냐? 그들의 뼈가 정말 나쁘구나. 쇠로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뼈가 더 단단할 거야. 만약 그들의 뼈를
쇠로 만들면 질병이 그들을 덮칠 수 없을 거야.” 그가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널 찾을테니 숨어 보아라. 만약 내가 널 찾지 못하면 네가 계속 그
들을 만들어도 좋아.” 친구는 숨으러 갔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하는 대로 그걸 만들어라. 그 사람
들이 늙을 때까지 넌 질병으로부터 에벤키인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계속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 말리기 위해 옆으로 펼쳐놓았다.
그 후에 그는 그들을 길렀다. 그 다음 그는 진흙으로 만든 사람을 지키도
록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개에게 말했다. “에벤키인을 지켜라.” 개는 그
걸 지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르기가 왔다. 개는 벌거벗었고, 옷은 초
라했다. 그가 말했다. “세베키가 네게 나쁜 옷을 주었구나. 나를 들여보
내주면 네게 옷을 주겠다.” 개는 그를 들여보냈다. 그는 개에게 옷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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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에벤키인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다. “에벤키인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
다.”(에벤키인은 지금 모두 병에 걸리게 되었다.) 세베키가 집으로 돌아
와서 개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모피 외투를 찾았느냐?” “하르기가 주
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개를 쳤다. “너는 왜 내가 만든 소상을 배
신하였느냐? 너는 왜 모피 외투를 받았느냐? 나중에 내가 네게 옷을 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너와 무슨 일을 같이할 수 있겠느냐? 에벤키인으로
하여금 너를 때리게 할 것이고, 네 모피를 입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의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털과 가죽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에벤키인은 그것을 입지 않는다)(곽진석 2011a, pp. 141~142).16)

에벤키족 신화의 땅의 창조와 관련된 모습에서 그들의 수직적 우주관이
나타난다. 땅 위의 세계와 땅, 그리고 땅 밑의 세계라는 삼원화된 공간은
그대로 선신과 인간, 악신의 존재공간이며 우주 그 자체이다. 그리고 역시
땅은 물속에서 가져온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
베리아 민족신화에서처럼 흙을 가져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은 새(물새)이다.
인간 창조에 관한 신화에서는 인간 보호의 임무를 지닌 개와 그 개를 유
혹하여 인간을 오염시키는 악신이 등장한다. 악신의 유혹에 빠진 개는 그
후 인간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악신의 침에 오
염된 인간은 이후로 질병을 앓게 된다. 인간 창조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사슴의 뿔과 진흙이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다른 신화에서도 찾
16) 땅을 창조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형과 동생의 이름이 각각 ‘하르기’와 ‘세베키’로 교체되어
있다. 에벤키족의 다른 신화에서는 ‘하르기’가 ‘아바시’라 불리기도 하고, ‘세베키’는 ‘쉐베
키’, ‘헤베키’, 또는 ‘엑세리’, ‘엑쉐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하르기’는 ‘아래
의 세계’를 지키는 사악한 정령의 명칭이고, ‘세베키’는 ‘위의 세계’를 지키는 선한 정령의
명칭이다(곽진석 2011a,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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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볼 수 있는 일반적 모습이다. 다만 사슴의 뿔은 새로운데, 이는 사슴이
에벤키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길랴크족
표 6. 길랴크족 창조신화 개요

길랴크a

주제

땅과 인간의 창조

시공간적 배경 아주 오래전
주인공

신, 곰, 박새

주요 등장인물 신, 곰

주요 내용

길랴크b

길랴크c

땅과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

옛날

태초

아들과 딸

하늘신

부모, 아들과 딸

하늘신, 사람

박새가 땅을 만들고 신
이 여러 동물과 곰을 만 인간이 나타나고 번성 하늘신이 진흙으로 인
간을 창조
들고 나중에 곰을 사냥 하는 초기의 모습
하는 인간을 창조함.

① 길랴크a
아주 오래전 어느 곳에 한번은 조그만 땅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중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
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땅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가라앉
았다. 모두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그 어느 곳에도 물과 바다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거의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때 두 마리의 박새
가 그들의 부리로 뭣이든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땅 조각이나 툰드라 같
은 것을 주워다 바다의 가운데 어느 곳에 모았다. 이들이 부지런히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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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아 이 땅 조각이 좀 무겁게 되자 물에 약간씩 가라앉게 되면서 차
츰차츰 바다의 이곳저곳에 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땅은 바다에서 생성되어 지금처럼 커진 것이다. 그
리고 계속해서 오리, 담비, 그리고 곰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들은
산 채로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는 신이 등장하였다. 어떤 신인
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신(地神)이었을 것이다.
이때 곰은 발톱도 없었고 이빨도 없었는데, 신이 곰에게 그것을 만들
어 주었다. 이때 인간은 아직 땅위에 있지 않았었다.
이에 곰이 말하길: ‘모든 것이 아주 좋다.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
는다!’
곰은 한 전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 나무를 뽑아서는 완전히 부
러뜨렸다. 이에 신이 말한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인간이 곧 나타나
게 될 것이다. 그것은 두 다리와 두 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곰이 말한다.
“나는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이 또 말한다.
“인간과 같이 탄생하는 것으로 조그만 동물이 하나 있다. 인간은 아마
그를 그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이에 곰이 대답한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무기가 뭐에다 쓰는 거야?”
이에 신이 다시 말한다.
“자 그럼 내가 곧바로 인간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한 소녀와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 처음에 이들은 놀러
밖으로 나갔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놀이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한 번
은 여자가 눕고 사내가 무릎을 꿇고 여자의 위에 있었다. 그러자 배를 만
드는 도끼가 하늘에서 소년의 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때부터 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시 이들은 곰을 사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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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때를 맞추어 개가 땅에 떨어졌는데 인간의 옆에 떨어졌던 것이다.
......
인간은 창으로 곰을 찌르고 또 빼서는 다시 찔렀다. 이때까지 개는 계
속해서 곰을 뒤에서 물었다.
이에 곰은 도망하여 신에게로 갔다. 그리고 신에게 고하기를: “죄송합
니다. 손을 내밀어 주소서!”
신이 대답하기를: “나의 일은 이미 다 됐다”(이정재 1998, pp. 105~107).

② 길랴크b
옛날에 세상에는 큰 홍수가 있었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땅이 다 물속에 잠겨버렸다.
어디선가 땅 조각과 툰드라 조각이 물위로 떠내려 왔다.
그런데 그 각각의 땅 조각에는 남매가 한 쌍씩 있었다. 마침내 얕은
곳에 이 섬들은 정지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그 주위에 땅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들은 자라서 서로 같이 살게 되었다.
여자가 딸을 낳자 죽게 되었는데 이에 아버지가 딸을 맞아 같이 살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세상에 나가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러더니 부모께 가서는 자기 여동생을 부모로 맞아
같이 살게 되었다.
이래서 장인의 족속 아크말과 사위 족속 음기 부족이 생겨나게 되었
다.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그의 딸, 여동생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고 다
른 부족에서 여자를 취해오게 되었다(이정재 1998, pp. 107~108).

③ 길랴크c
노인들이 얘기하길: “태초에 세상이 생겼을 때 하늘신이 사람을 흙으
로 만들어서 말렸다. 비가 오면 다리가 부서져서 사람이 흙이 되고 손이
부서져서 구부러진 손가락이 되며, 머리에 비가 내리면 그는 대머리가
되고, 눈에 비를 맞으면 장님이 된다”(이정재 1998,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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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창조 모습은 다른 소수민족 신화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로지 물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부터 땅이 생겨난다. 다만 다른 민족
신화와 다른 것은 그것이 물속에서 가져온 흙을 매개로 만들어진 것이 아
니라, 다만 떠다니던 것이 떠내려오거나, 새가 모으거나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조각을 모아 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새(박새)이다.
인가의 창조장면에서 창조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흙이다. 그리고 흙이
라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인간은 물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재료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연약함이 악
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재료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다른 신
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함이다.
길랴크(창조a)의 신화에서는 또한 독특한 곰 토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곰은 신에 의해 발톱과 이빨을 받고나서 교만함으로 신과 경쟁하지
만 결국은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과 개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 그러자 신
에게 용서를 빌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되는 존재이다. 그러한
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신은 인간의 곁에 개를 두었고 인간은 두 손을 이용
해 신을 대신하여 곰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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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데게이족17)
표 7. 우데게이족 창조신화 개요

우데게이a

주제

땅의 창조

우데게이b

해와 달의 생성

시공간적 배경 세계가 바다이던 시절 해가 둘이던 시절
주인공

노파, 오리

주요 등장인물 노파, 오리
주요 내용

우데게이c

해와 달
해와 달이 함께하던 시절

두 개의 해, 힘센 남자, 달 해와 달
힘센 남자

해와 달, 개

힘센 남자가 활로 두 개의 해와 달의 임무 분배와
오리가 가져온 섬의
해 가운데 하나를 떨어뜨 해를 삼키는 개로 인한
흙으로 땅이 생겨남.
림. 그 자리에 달이 생김. 일식

① 우데게이a
세계가 끝없는 바다였을 때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섬이 있었다. 그 섬
에는 사악한 노파가 살았다. 이 섬에 하늘의 오리가 내려와 7년을 살았
다. 8년째 되던 해에 노파가 그 새를 쫓아버렸다. 오리는 섬에서 날아오
를 때 발로 흙을 움켜잡은 다음 그걸 바다에 떨어뜨렸다. 흙을 조금 떨어
뜨린 곳에는 작은 섬이 생겼고, 많이 떨어뜨린 곳에는 큰 산이 생겼다(곽
진석 2011a, p. 131).

② 우데게이b
옛날에 두 개의 해가 하늘에 있었다. 하늘과 땅이 거의 맞닿아 있어서
해와 땅이 매우 가까웠다. 그때 달은 하늘에 없었다. 나무들은 키가 작았
지만 그 꼭대기가 하늘을 건드리는 나무도 있었다. 날씨는 매우 더웠고

17) 주로 연해주와 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한다. 우데게이족은 퉁구스족, 만주족, 몽골족, 투르크
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단일 인종적 공통성으로 통합되지 못한다. 인구는 약
2,000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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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낮처럼 빛났다. 더위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죽었다. 안개와 증기가
땅을 뒤덮었다. 이때 힘센 남자가 활을 만들어 한 개의 해를 없애버렸다.
없어진 해의 자리에 달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더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
다. 하늘은 높아졌고, 안개도 걷혔다(곽진석 2011a, p. 72).

③ 우데게이c
해와 달은 서로 부부였다. 해는 여성이고, 달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일
식 때만 서로 만날 수 있었다. 이전에 해와 달은 낮에 함께 다녔다. 하지
만 달이 해에게 말했다. “나는 밤에 다닐테니 너는 낮에 다녀라.” 그때부
터 달은 밤에 비치었고, 해는 낮에 비치었다. 달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다. 일식은 하늘의 개가 해를 삼킬 때 일어나는데, 이때 개를 해로부터
쫓기 위해 사람들은 청동 물건을 두드렸다(곽진석 2011a, p. 72).

우데게이 땅 창조의 신화에서도 물속에서 새(오리)에 의해 건져 올린 흙
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땅의 창조 이전
에도 악한 노파가 살던 섬이 존재했다는 점은 특이하다. 다만 그 섬의 위치
에 대해 묘사하면서 바다의 ‘한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은 물밑의 흙이 물 가
운데로, 즉 수직적 배치에서 수평적 배치로 변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
달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데게이 신화에서는 두 개의 해, 그리고 해와 달의 시간적 역할분배에
관한 다른 민족신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친숙한 신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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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화를 통해 본 시베리아 지역정체성
신화 분석을 통해 각 민족의 민족정체성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
역정체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시베리아라는 하나의 지역
단위 속에서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이다. 각 민족들은 시베리아라고 하는
공동의 공간 내에서 오랫동안 비슷한 생활, 관습, 경제, 우주관, 의례들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지닌 개별 집단으로 유지되어왔다. 따라
서 각 민족이 지니는 신화의 차별성과 공통성 확보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
립은 시베리아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각 민족의 신화 속에 자리한 공통의
가치18)는 앞의 3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신화 연구는 단지
신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화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시베리아가 지니는 지역적, 문화
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시베리아 지역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앙과 지
방이라는 대립구도와 시베리아의 러시아화 과정 및 중앙과의 경쟁을 통한
독자적 발전개념을 활용하여 설정되고 연구되었다. 신화에 관한 연구에서

18) 알타이 신화는 중앙아시아 일대와 남부 시베리아 지역, 아프가니스탄, 몽골지역의 신화와
도 상당히 유사한 신화소들을 공유하고 있어, 시베리아 신화의 성격을 단편적인 이야기의
모음으로서가 아닌 신화적인 논리의 체계로 시베리아 신화에 접근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
을 할 수 있기도 하다(양민종 2010,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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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차적 자료수집을 통한 단순한 유형론적 분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화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역사문화적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 시베리아 지역의 지역정체성 파악을 위한 재료
로 사용하고자 한다. 공동의 지리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역정
체성이 그들의 긴 역사 속 고정된 신화 속에 반영되어 있음은 논란의 여지
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시베리아 출신 지식인들이 탐구하고 있는 “시
베리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19) 시베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여지
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름의 역사 속에서 독자적 정체성이 확립되
듯, 지역적 공통성 또한 지역정체성 확립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제 시베리아 소수민족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19) 실제로 시베리아 신화 속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문화내용이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신화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본질을 엿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신화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신화와 문화가 아직까지도 서
로 일치하고 있는 문화양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 신화적 현실세계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보기 드문 문화의 고형을 맛보는 기회를 가지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이정재 1998,
p. 12).
20) 지역정체성은 시간에 따른 다차원적 요소를 가진다. 지역이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발
전과정 자체가 연속적인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체성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차원(inter-regional scale)에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요소와 함께, 지역 내 차원(intra-regional scale)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요
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재헌 2005,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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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적 우주와 공존하는 신들

시베리아 신화에서 창조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간의 배분은 대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주는 신이나 영혼이 사는 ‘위의 세계’와 사람이
사는 ‘중간의 세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아래의 세계’ 등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21) 이처럼 수직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공간의 할당
역시 공통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계’는 선신에
게 ‘중간 세계’는 인간에게, 그리고 ‘아래 세계’는 악신에게 할당된 공간이
다(만시c/알타이b/에벤키a, b/우데게이a).22) 그리고 ‘중간 세계’는 선신뿐 아
니라 악신에게도 자유로운 통행이 허락된 공간이고, 이로 인해 악신은 인
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한티a, c/알타이b/에벤키b, c). 그 외에도 악신이
선신에게 자유로이 왕래하는 모습이 다양한 신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볼 때 시베리아 민족들에 우주는 세 부분으로 나뉜 수직구조이면서 또한
통합된 하나의 세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신에 대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이원적인 관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선신과 악신의 대립은 치열하지는 않다. 그들은 때로는 형제로서(에
벤키a, b), 때로는 친구처럼(만시c/한티a/에벤키c) 신화 속에 등장한다. 서로
가 서로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시험하면
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다. 선신은 악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
단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악신의 행위를 방조하기까지 한다. 악

21) 곽진석(2011a), p. 173.
22) ( ) 안의 표기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는 신화를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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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그르친 일들을 교정은 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나 그에 대한 벌은 등장
하지 않는다. 마치 그는 그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라는 듯이 행동
한다. 악조차도 우주 구성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는 유일신적 신화 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화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때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은 절대자의 모습을
상실하고 다만 시골마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주꾼 노인의 형상까지
격하되기도 한다. 이는 시베리아 설화들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들
이 상당히 초보적인 차원의 신적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
는 전능하고 유일한 초월적이고 초인간적인 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영
웅적인 개념의, 아니면 그보다 약간 상위의 존재로서의 신으로 보아야 더
정확할 것이다.23) 그리하여 때로는 인간과 신의 형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알타이a).

2. 태초의 공간과 땅의 창조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기원을 설명하는 창조신화에서도 시
베리아 소수민족들의 공통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창조신
화와 달리 시베리아 민족들의 신화에서 땅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변형의 과정
을 거쳐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무의 상태에서 사람과 땅이 어
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의 획득과
23) 이정재(1998), p. 14.

30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그것의 변형을 통한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묘사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카오스 상태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무
속신화에도 나오는 혼돈과 무질서 상태의 창조와 세계질서 탄생 이전의 모
습을 닮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24)
땅의 출현은 대부분 물속에서 획득한 흙의 존재로부터 비롯된다. 혹은
‘바다 가운데’ 자리잡은 섬의 흙이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물위
를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모여 땅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대지
를 만드는 흙은 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물속에 존재하든, 물 위를 떠다
니든, 물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든지간에 결국 대지는 물로부터 탄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창조에서도 원초적이고 시원적인 모성의 존재를 엿볼 수 있
는 것이다. 물속에서 건져 올려 ‘촉촉한 대지’는 그야말로 생명력으로 충만
한 풍요의 공간인 것이다.

3. 인간의 창조와 악신에게 오염된 인간

창조의 순간 인간은 그냥 만들어지거나, 흙으로 빚어 만들거나, 사슴의
뿔 등을 이용해 탄생된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는 그저 조각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이다. 그에게 생명을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신의 숨결이 필요하
다. 이때 악신의 등장이 신화에 필요 없을 경우 인간은 신의 숨결을 받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 후의 역할을 수행한다(한티a).

24) 이정재(199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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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신의 등장이 필요한 경우, 숨결을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선신의 부재가 합리화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신은 악신으로부터의 해를
막기 위해 개를 인간의 보호자로서 기능하게 하지만, 헐벗은 개는 너무나
도 쉽게 악신의 유혹에 빠져 털옷과 자신의 임무를 교환한다. 악신은 자신
의 침으로 인간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마음이 타락하거나,
몸이 쇠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는 신의 파수꾼에서 인간의
종복으로 추락하게 된다(알타이b/에벤키b, c).
창조가 무난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악신의 유혹은 등장한다. 그 신화
에서 악신이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를 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묘사
된다.
때로 인간의 허약함이 악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때문
이라고 묘사하는 신화도 존재한다. 즉 진흙으로 빚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도 병의 원인이 되는 물은 하
늘, 즉 ‘위의 세상’으로부터 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위의 세계’는
온전히 신의 영역이므로 인간이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은 결국 신의 섭리임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 토템 대상으로서의 동물과 창조의 시간에 그들의 역할

신화 속에는 신과 인간 같은 주인공들 외에도 다양한 동물의 형상을 활
용함으로써 신화의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동물들이 지니는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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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시성과 더불어 인간이 지니지 못한 물리적, 육체적 우월성을 통해 신
화적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25)
시베리아 소수민족 창조신화에서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는 새이다. 박새, 도요새, 오리, 물새 기러기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새들은 물속에서 흙을 가져오는 대단히 어
려운 과제를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공시킴으로써 땅의 창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민족들의 신화에서 새들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베
리아 신화에서도 신의 명령에 따라 물속에서 흙을 가져다 땅을 만드는 재
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메신저 기능의 일종의 변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외에 길랴크a의 신화에서는 일종의 변형된 곰 토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자신이 준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교만해진 곰을 상대하기 위하여
신은 인간과 개를 등장시킨다. 곰을 동물로 보지 않고 인간과 동일한 존재
이거나 한수 위인 존재로 보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곰이
자기들의 조상의 변신이거나 조상이 보내서 온 존재로 본다. 동물을 주관
하는 최고 신의 위치에 곰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들의
생존문제가 곰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조상과 직결되어 있는 점을 신화와

25) 신화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동물을 ‘야만’스럽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
물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인간이 쉽게 접할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없는 ‘자연의 힘’의 비밀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오
히려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화나 제의를 통해서, 즉 ‘최고最
古의 철학’의 사고양식을 통해서 동물과의 사이에 상실된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자연의
힘’의 비밀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니키자와 신이치 200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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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에 잘 정착시켜 놓았는데 이는 우리가 곰 제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26)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창세신화의 모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베리아의 지역정체성을 살펴보았다.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은 서
로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다. 그곳에는 원주민인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삶의 터전이며, 17세기 이후
대거 유입된 러시아인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비록 인구 수만을 기준으
로 삼을 경우 시베리아 민족 구성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
인을 비롯한 슬라브 민족들이지만, 긴 시간 속에서 그 땅의 문화를 유지시
켜온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여러 신화를 소유한 다양한 시베리아 소수민
족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베리아 지역의 본래 주인이었던 여러 민족들이 전승
한 신화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자리잡은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시베
리아의 지역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 연구대상의 선정에서 있
어 어려움이 있었다.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은 한 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거주지역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수가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소수
26) 이정재(1998),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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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의 신화에 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환경하에서 본
연구도 그 범위를 서시베리아 지역의 만시족과 한티족, 남시베리아 지역의
알타이족, 중앙시베리아 지역의 에벤키족, 그리고 극동지역의 우데게이족
과 길랴크족으로 제한하였다.
신화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 이유는 신화 속에 반영된 세계
관이 그 신화를 소유한 민족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지역 신화에 대한 지식은 그곳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
른 방법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린 해당 민족들
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시베리아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정착한
슬라브인들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
을 것이다. 소수민족의 신화 속에는 현재 슬라브인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
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시베리아라는 공간을 실
제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자연지리적 생태환경 속에서 탄생한 신화들은 필연적으로 유사
한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가치체계를 지
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공통의 지리적 환경하에서 배
태된 신화 속에 자리한 공통 가치체계를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를 위하여 2장에서는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과 그들의 신화 분석이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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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알아보았으며, 3장에서는 실제로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이 지닌 다양
한 신화들 가운데 창세신화의 여러 예들을 제시하였고 그 개략의 형태 구
조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신화를 통해본 시베리아의 정체성을
그들의 우주관, 창조관, 인간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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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아
시아 3국 경제특구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적 임
플리케이션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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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0개, 우즈베키스탄 3개, 투르크메니스탄
은 1개의 경제특구를 추진 또는 가동 중에 있다. 이 3국들의 움직임은 세계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가 경제발전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특구는 2008년 현재, 119개국에서
2,03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8,510억 달러의 수출과 6,000여 명의 고용
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FIAS 2008, pp. 34~36).1)
그러나 세계은행의 경제자문기구인 FIAS(2008)가 ‘성공한 경제특구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일부 동아시아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
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듯이 성공한 특구는 한정적이다. 이처럼 특구
의 성패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요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2) 한국의 경우, 조
영관 외(2011) 이외에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조영관 외
(2011)는 다양한 통계를 통해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지만 정형화된 분
석 틀이나 기준 등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아 한계성이 지적된다.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특징

1)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2008)에 따르면, 수출 면에서는 전체 8,510억
달러 중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5,107억 달러를 차지한다. 고용 면에서는 총 6,844만 명 중
아시아지역이 6,109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 세계적으로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
카,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지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FISA(2008)가 세
계 11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앙아시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3) 한국에서는 조영관 외(201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분석과 시사점｣,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앙아시아 관련 각종 조사보고서, 김학기 외(2010),
｢중앙아시아 산업구조와 한-중앙아시아 산업협력전략｣, 산업연구원 등의 조사보고서가 있는
데, 경제특구가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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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평가방법을 확립해 평가를 시도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
특구의 성공기준과 성공요인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전통적인 기준(무역, 고용, 기술이전, 외국인직
접투자 등)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성
공요인의 평가방법으로서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에 방점을 둔 Watson
(2001)과 Aggarwal(2005)의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분석방법을 응용한
새로운 평가방법으로서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제시한다. 2단계에
서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를 비교 분석하
고,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
제특구의 성공기준과 성공요인의 평가방법을 고찰하고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확장한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
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성공기준을 토대로 성패
를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전통형 이론’과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성공요인을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분
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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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분석방법

1. 경제특구의 성공기준과 성공요인
경제특구의 성공기준은 특구의 목적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의’에 따라
변화해왔다. 다양한 정의에 따라 변천한 특구의 성공기준을 편익과 비용
면에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편익은 특구 운영
으로 기대되는 수출성장, 고용창출효과, 기술이전,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의 이익을 의미하며, 비용은 특구를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인프라 투자 및
관리비용, 세금면제,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편익변수가 특구의
성공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경제특구의 성공기준(편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편익

∙ 수출성장
∙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 외환수입 증가
∙ 고용 창출 및 증대
∙ 기술이전 확대
∙ 기업정보 확대
∙ 정부수입 증가

비용

∙ 인프라투자
∙ 관리비용
∙ 관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 및 면제에 따른 비용
∙ 보조금
∙ 사회적 비용(잠재적인 비용: 노동자 권리 및 보호, 법률
및 규제와의 갈등, 환경에 대한 악역향 등)

자료: Michael Engman. Osamu Onodera and Enrico Pinali(2007), p. 23.

성공기준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성공요인은 크게 프로세스, 입지, 인프
라, 정책, 관리 및 운영, 사회, 국제환경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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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요인

내용

프로세스 구상, 설립, 제도화 과정

입지

인프라

관리 ․
운영
사회
국제환경

비전, 목표, 전략, 계획, 디자인, 합의, 협력 등
(연구자별로 상이)

접근성

지리적인 위치, 특구 접근성

시장성

시장규모(인구), GDP 등 경제규모

기본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정책

평가기준

교통 및 물류 인프라(공항, 항만, 도로 등)
생활 인프라(외국인 주택, 학교, 병원 등)
교육인프라(노동력의 질, 인재 확보), 정보인프라

정책

규제 완화,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등

제도

노동, 교육, 의료 제도

독립성, 자율성
효율성

재정, 권한, 역할
행정절차, 민간지원, 협력, 외자유치시스템

노동

노동환경, 노사관계

개방

개방에 대한 태도 ․ 인식 ․ 문화, 경제자유도

무역, 경제환경

국제경제상황, 무역환경에 대한 대응도

자료: 1) ILO(1988; 1998); Johansson, Helena and Lars Nilsson(1997); Madani(1999); Watson
(2001); Aggarwal(2005); Michael Engman ․ Osamu Onodera and Enrico Pinali(2007),
FIAS(2008)를 토대로 필자 작성.
2) 한국 자료는 동아일보 ․ 모니터그룹(2010)이 공동으로 조사한 ｢세계 20개 경제특구의
경쟁력 평가｣를 활용했다.

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도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과 ‘요인 간
상호 관계 및 성공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으로 명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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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형 이론’은 성공요인의 기능과 경쟁력을 중시하며, ‘각 요인의 중요
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분석과 설명 방법에서
는 각 요인의 경쟁력이 중요하며, 각 요인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성공확
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전개한다.4) 반면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은 전통형
이론과는 달리 7가지 성공요인 가운데 프로세스 요인을 중시한다. 즉 프로
세스 요인을 나머지 6가지 요인의 전제조건이자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5)
이러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Watson(2001)과 Aggarwal(2005)은 프
로세스 이외 6가지 요인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사회적, 정
치적, 경제적 프로세스의 관리(management of the socio-politico-economic
process)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Watson(2001)과 Aggarwal(2005)는 프로세
스 요인으로서 비전(Vision), 합의(Consensus), 협력(Concerted action), 지속
성(Continuity) 등 4가지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아프리카
(Watson 2001),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Aggarwal 2005) 등 개발도상국
의 정책 결정과정 및 변화를 분석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앙아시아 3국 등과 유사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저개발상태에 있는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

4) ILO(1998); Madani(2001); Helena and Lars Nilsson(1997); Michael Engman ․ Osamu
Onodera and 뚜갸채 Pinali(2007); FIAS(2008); Aggarwal (2005)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경제특구 성공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은 [부그림
2-1]에서 도식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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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요인 평가방법
가. ‘전통형 이론’의 특징
‘전통형 이론’은 7가지 성공요인의 원만한 기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와 특구의 성공요인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개의 요인이 충족되
어 있고 안정적,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는 논리다. 전통형 이론은 2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평가하는 시
점에서 존재하는 각 요인의 상태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관점을 결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요인은 각 요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6) 두
번째 특징은 원인이나 프로세스, 요인 간 상호 관계의 분석 등은 주요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를 설명하는 형태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Aggarwal(2005)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경제특구를 대상
으로 수출성과와 투자동향을 비교 분석하면서 ‘전통형 이론’의 방법과는
달리 각국의 정책 변화 등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성패요인을 분석했다. 그
러나 Aggarwa(2005)의 연구는 그 변화가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책과 담당조직의 변화에 의한 비
전, 목표, 전략 등의 요인 적출에는 성공했지만, 각 주체의 역할 및 주체 간
6) 물론 ‘전통형 이론’이 프로세스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elena
and Lars Nilsson(1997)은 실패한 특구의 요인으로서 프로세스 요인 가운데 특구 목표 설정
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 즉 목표 설정의 경위와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 성공과 실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FIAS(2008)도 프로세스 요인으로서 디자인과 개발계
획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디자인과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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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그 과정, 정책, 제도의 지속성 등 핵심적인 프로세스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 같은 전통형 이론과 프
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특징

구분

‘전통형 이론’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

프로세스 요인이 ‘전통형 이론’의 6가
성공은 각 요인의 경쟁력과 원활한 기
기본관점
지 요인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제조건
능에 좌우된다.
이 된다.
주요 관심 요인의 중요도 변화

사회, 정치, 경제적 프로세스 관리

분석 및
나열적, 결과 중심 평가
설명 방법

다른 요인과 분리해서 분석 및 설명

요인

전통형 이론의 요인에 더해 프로세스
입지, 인프라, 정책, 관리 ․ 운영, 사회,
요인을 비전, 합의, 협력, 지속성으로
국제환경, 프로세스(연구자별로 상이)
구체화

자료: Watson(2001); Aggarwal(2005); FIAS(2008)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 Watson의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 각국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현지 조
사 및 관계자(정부, 기업, 특구 전문가 등)를 인터뷰해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한 Watson(2001)은 프로세스 요인과 다른 요인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Watson(2001)은 아프리카 각국 경제특구의 실패요인에 대해서 Helena
and Lars Nilsson(1997)의 분석결과(불충분한 인프라, 불리한 입지 조건, 낮
은 노동의 질, 정치적인 불안정 등)에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요인이 결정적
인 것은 아니며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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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불충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프로세
스 관리(management of the socio-politico-economic process)에 주요 원인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프로세스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성공 사례로
서 라틴아메리카의 예를 들고,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EPZ의 디자인, 설립,
운영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특구의 성공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비전, 합의, 협력,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Watson이 제시한
4가지 프로세스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 Watson의 ‘프로세스 요인’과 과제

프로세스요인

평가기준

과제

투명성
적절성

비전만으로는 종합적인 설명력 부족
기준의 불확실성 및 일관성과 정합성 결여

합의

비전에 대한 합의 유무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및 대립이 존재할 경우
설명력 부족(완전일치의 동의상태 불가능)
각 주체 간 관계와 합의에 달하는 과정에서 요
구되는 중요한 기준인 ‘장’의 형성이 부재

협력

합의 형성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형
성되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법률 제정 등
정부와 민간 등의 협력 유무
협력의 제도화 필요. 독립된 요인으로서 존재감
이 약함.

지속성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기타 정책, 제도의 지속성만으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
정책 지원의 지속성 유무
서 변화 대응성이라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

비전

자료: Watson, Peter L(2001); 김재용(2012)을 토대로 필자 작성.

Watson은 4가지 요인 가운데 ‘비전’이 해당 국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의미하며, 그 평가기준으로서 명확성과 적절성을 강조한다. 성공사례로서
파나마와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시하고 파나마는 북아메리카의 무역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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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미니카공화국은 북아메리카의 제조 중심지로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
장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내건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비슷한 비전을 제시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가 실패한 이유로 ‘합의’의
부재를 들었다. 여기서 합의는 비전에 대한 합의로서 민간과 정부, 정부내
합의 여부를 말한다. 이어 투자하는 기업 측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지
속성은 인센티브, 인프라, 정부서비스, 비지니스환경 구축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이처럼 Watson의 연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요인별로 과제가 남
아 있지만 비전과 협력이라는 요인에 더해 합의와 지속성이라는 새로운 요
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프로세스 요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경제특구
의 성공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
가할 수 있다.

3.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수정
그러나 Watson의 분석 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Watson
의 분석대상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인데, 사회나 국가는 소득수준
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출현하고 각 계층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
서 비전은 다양해지고 합의 형성과정 또한 복잡해진다. 따라서 ‘비전’이라는
기준만으로 국가의 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을 비전, 목표, 전략으로 세분화해 목표체계
라는 틀로 수렴하고 평가기준으로서 명확성, 일관성, 정합성을 제시한다.

∙ 320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Watson의 합의는 비전에 대한 합의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지나
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만장일치의 집단적 동의상태는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에 달하는 각 주체 간의 관계와 합의에 달하기
위한 장(場)의 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합리
성, 공평성,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Watson은 협력을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 ․ 미디어 ․ 은행 ․ 전력, 수도 회
사 등의 협력으로 설명하고 그 기준을 협력의 여부로 제시했는데,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는 인센티브, 인프라, 정부서비스, 비즈니스환경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의
미하지만 궁극적인 지속성의 의미는 투자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성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속성을 유지하고 목표체계를 견인할 수 있는 툴로서 지속적인 혁신성을 제
시한다. 여기서 혁신성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과 내부 평가의 필요성에
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정책 및 제도의 글로벌 경쟁
력과 내부조직의 혁신으로 했다.
상기의 4가지 요인 이외에 Watson의 이론은 요인 간 상호 관계 및 요인
과 ‘전통형 이론’이 제시하는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이 결여되
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본 연구에서는
Watson의 프로세스 4요인을 목표체계, 합의 형성, 지속성, 혁신성으로 보완
하고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이라 명명했다. [표 5]에서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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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

Watson의
4요인

조정내용

수정

내용

평가기준

비전

구체화

목표체계

비전/목표/전략

일관성/정합성/명확성

합의

현실화

합의 형성

주체 및 장

합리성/공평성/안정성

협력

제도화

지속성

제도/정책
경영환경

지속성의 유무 및 가능성

지속성

유지,
보완

혁신성

목표체계/정책,
제도, 조직

목표체계의 평가
정책, 제도, 조직의 혁신성

Ⅲ.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특징과 평가

1.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현황과 특징
중앙아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구상과 관련된 법 정
비가 시작되었다. 3국 모두 경제기반을 에너지와 농업에 두고 있었기 때문
에 대부분의 나라가 국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화 정책을 추진
했다.7) 그러나 자국 산업육성 및 수입대체화 정책에 한계를 느꼈다. 이에
따라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
러한 정책 전환은 경제특구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7)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광물자원과 밀,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와 면화에 의존하고 있다. 투르
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농업이 중심산업이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확인 매장
량이 세계의 3.2%인 400억 배럴에 달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11대 밀 생산국으로, 곡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밀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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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지대법(1993년),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투자법(1994년), 카자흐스탄은 외국인투자법(1994년)을 제정하여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8) 즉 1990년
대의 경제특구정책 및 투자유치정책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적으로 경제특구의 설치 움직임이
일면서 200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에서는 경제특구 조성의 움직임이 가속
화하였다. [표 6]은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각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3국 가운데 경제특구를 가장 활발하
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1월에 경제특구법을 제정한 이후 2001년 6월에 ‘아
스타나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2002년 ‘악타우특구’, 2003년에 옛 수도에 IT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알리타우 IT 특구’, 2005년에 의류와 섬유 산업의
기술 향상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 ‘온두스틱 경제특구’에 이어 2008년에 ‘부
라바이’, 2011년에 ‘파블로다르’, ‘Khorgos-East Gate’, ‘타라즈’, ‘사르아르
까’ 등 10개의 특구를 운영 및 개발 중에 있다. 2013년 현재, 사르아르까 특
구를 중심으로 84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금속화학
등 화학 관련 단지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에 한 발 뒤진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대통령령을 토대로 추
진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Free Industrial Economic Zone)’에 이

8) 단적으로 [그림 1]의 FDI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1990년대에는
외자 유치 실적이 거의 없다.
9) 下社 學(20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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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2년에 ‘안그렌 특별 산업지구’ 등 3개의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나보이는 산업과 물류, 기술혁신, 관광 및 휴양의 4대 허브구역을
구상하고 있다.10)

표 6.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현황

구분

카자흐스탄

특구명

아스
타나

설립
시기

2001

악타우

알리
타우
IT

온두
스틱

파블로
다르

2002.
4

2003.
1

2005

2011.
7

면적 70.9km² 20km² 1.63km² 2km²
개발
현황 및
지정
기한

주요
기능

2단계
개발
완료
2010년

Khorgos
-East 타라즈
Gate

2011.
11

2012.
11

부라
바이

국립석유
사르 화학산업
아르까 테크노
파크

2008.
1

2011.
11

-

33km² 77.7km² 5.5km² 3.7km² 5.35km² 34.8km²

산업/
산업 2015년 지정 개발 지정 지장 지정 지정
물류
단지 까지 기한 조성 기한 기한 기한 기한
기지
조성중 개발 2025년 계획 2025년 2017년 2036년 2025년
건설

주거/ 제조업
신도시 /물류

IT

의류/
섬유

화학/
석유/
알루
미늄

물류

화학
공업

금속/
화학/
관광 기계/
장비/
전자 등

석유
화학
산업
테크노
파크

목적 각 경제특구의 주요 기능 및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기술수준 향상, 산업다양화

10)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보이는 나보이 콤비나트, 화학비료공장 등이 점재해 있으며, 우즈베
키스탄 광공업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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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특구명

나보이 자유산업
경제구역(FIEZ)

안그렌 특별
산업지구(SIZ)

지작 특별 산업지구
(SIZ)

아바자

설립
시기

2008

2012. 5

-

2007

면적

5.64km²

-

-

50km²
(1단계 7.5km²)

-

-

개발 중
(2012년 1단계,
2020년 완료 계획)

첨단기술 산업단지

하이테크

관광

개발
현황 및
개발 중
지정 (2030년까지 운영)
기한
주요
기능

산업/물류/
기술/관광

목적

외화 획득, 노동집약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자료: 한국무역진흥원(2014)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보이를 중심으로 24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또한 안그렌에 15개,
지작에 10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에 자유기업 경제지대법이 제정된 이래 10개의
자유기업 경제지대가 지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 이러한 가운데 2007년 카스피해 인근의 아바자지역에 최초
의 자유경제지대인 ‘아바자 국가관광지대(National Turism Zone)’ 설립이 결
정되었고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3국의 경제특구는 각 나라의 경제와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2가지로 특징을
11) 한국무역진흥원(2014)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에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그 직후 10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운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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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경제특구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자국의 기존
자원 활용과 자국 산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IT와
화학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요 산업에 차이가 있는데 세 나라 모두 지리적 특성으
로 인해 물류와 관광에 관심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섬유산업에서 화학, 석유, 금속, 기계, 전자, 물류, 관광
등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카자흐스탄은 3국 가운데 제조업이 가장 발달했지만, 발달 정도가
낮아 경제성장의 과제가 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IT, 금융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물류 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와 에너지 산업이 중심산업이다.13) 1990년
대 수입대체화 정책을 기조로 자국 산업 육성에 집중하였으나 한계를 느끼
고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섬유산업에 특화하다가 2000년
대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전환했다.
제조업이 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조업이 아닌 관광부문에 방점을 두
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와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 특히 천연가스
와 석유의 수출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14)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관심은
12) ‘2003~15년 산업혁신 발전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와 기술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계
획을 추진하고 있다.
13)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화는 세계 6위의 생산국이
자 세계 3위의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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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 수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사회복지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이다.

2.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평가
가. 평가지표와 분석범위
여기서는 제2장에서 정리한 Michael ․ Osamu and Enrico(2007)과 FIAS(2008)
의 경제특구 성공기준 지표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3국의 특구를 평가한다.
간접적인 평가지표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직접적인 지표로서 수출 변화의 2가
지 지표를 사용한다. 여기에 보조지표로서 수출상품의 특성을 포함했다.
중앙아시아 3국의 경우 각 경제특구별로 통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
제특구로 인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외국인집
접투자가 특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성장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특구의 목적과 주요 산업
을 토대로 대체적인 판별지표로서 수출품목의 변화를 통해 특구의 성과를
추정하기로 한다.
평가범위는 2001~12년이며, 기준시점은 각국의 특구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카자흐스탄은 2005년과 2011년,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투르크
메니스탄 2007년으로 했다.
14)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8조 1,000억m²(2009년 말 기준)로 세계의 4.3%
를 차지하며, 석유 6억 배럴(2009년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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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직접투자 추이
FDI는 3국 모두 특구 설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특구의 성과를 평
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3국 모두 2000년대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FDI가 가장 활발한 카자흐스탄은 2001년과 2004년에 큰 변화
를 보인 데 이어 2005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1년 아스타
나, 2003년 알리타우 IT, 2005년 온두스틱 특구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에 감소로 반전하지만 2009년을 저점
으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는 2011년 사르아르카, 파블로다르, 타라
즈 특구가 설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세 특구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과 2010년
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에 설치한 나보이 특구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2008년 이후 급
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개발 중인 아바자 특구가 직접 및 간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은 각국의 FDI 추이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3국 모두 FDI가
증가하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특구
와 관련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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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아시아 3국의 FDI 추이(증가율)

자료: UNCTADstat를 토대로 필자 작성.

다. 수출구조 변화
[표 7]은 특구 도입시기를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3국의 수출품목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특구 설치를 전후한 수출품목 변화를 통해 특구 효과
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경제특구의 목적과 주요 산업이 섬유 및 의류에서 화
학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섬유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보면,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출 비중은 1.11%(2001~04년)에서, 0.44%(2005~10년), 0.15%
(2011~12년)로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은 같은 시기에 1.95%에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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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이 특구의 목표인데, 화
학제품이 6.54%(2001~07년)에서 13.35%(2008~12년)으로 늘었고, 기계 및
운송 장비도 같은 시기에 8.77%에서 9.38%로 증가했다. 반면 섬유 및 의류
는 30.14%에서 17.60%로, 농업원료는 23.43%에서 10.62%로 감소했다. 이
처럼 수출품목의 변화로 보면 농업과 섬유산업에서 벗어나 2차산업을 활성
화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는 특구의 목적에 맞게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
다고 할 수 있다.

표 7. 수출품목 변화

(단위: 평균, %)

카자스흐탄
1995~2000

2001~12

2001~04

2005~10

2011~12

식품

9.26

3.42

4.88

3.60

2.72

농업원료

2.20

0.38

1.22

0.40

0.12

광물 및 금속

22.01

13.46

16.26

13.14

13.19

연료

38.85

68.95

61.01

69.12

70.93

화학제품

6.14

3.23

1.95

3.26

3.56

기계 및 운송 장비

4.48

1.30

1.69

1.36

1.11

13.64

7.20

10.74

6.98

6.55

1.74

0.41

1.11

0.44

0.15

철강
섬유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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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우즈베키스탄
1995~2000

2001~12

2001~07

2008~12

5.43

9.23

8.61

7.96

36.69

16.44

23.43

10.62

광물 및 금속

3.67

10.82

9.35

9.49

연료

6.75

19.40

12.18

30.97

화학제품

2.37

10.40

6.54

13.35

기계 및 운송 장비

3.73

8.85

8.77

9.38

철강

0.34

0.61

0.98

0.64

41.01

24.24

30.14

17.60

식품
농업원료

섬유 및 의류

투르크메니스탄
1995~2000

2001~12

2001~06

2007~12

0.73

0.23

0.16

0.24

13.37

10.23

3.24

4.57

1.06

0.48

0.72

0.44

65.60

72.11

84.03

83.16

화학제품

0.61

3.43

1.57

1.59

기계 및 운송 장비

0.78

0.85

1.29

0.92

철강

0.10

0.03

0.04

0.02

17.76

12.64

8.95

9.06

식품
농업원료
광물 및 금속
연료

섬유 및 의류

자료: UNCTADstat를 토대로 필자 작성.

투르크메니스탄은 식품, 농업원료, 섬유 및 의류 제품이 증가하는 한편,
기계 및 운송 장비는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제품이 1.57%(2001~06년)에서
1.59%(2007~12년)로 증가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
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관광특구이므로

33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수출품목으로 직접적인 추정은 어렵지만 기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8. 수출제품 특성 변화

(단위: 평균, %)

카자스흐탄
1995~2000

2001~12

2001~04

2005~10

2011~12

노동집약 + 자원집약

3.21

4.36

3.73

5.88

2.05

저기술

+ 기술집약

54.48

59.06

72.63

57.29

57.02

중기술

+ 기술집약

16.26

5.61

8.03

5.72

4.53

고기술

+ 기술집약

26.05

30.98

15.61

31.12

36.40

우즈베키스탄
1995~2000

2001~12

2001~07

2008~12

노동집약 + 자원집약

41.89

31.58

32.48

26.01

저기술

+ 기술집약

5.80

3.13

4.75

3.17

중기술

+ 기술집약

25.36

28.75

34.15

27.92

고기술

+ 기술집약

26.95

36.55

28.61

42.89

투르크메니스탄
1995~2000

2001~12

2001~06

2007~12

노동집약 + 자원집약

73.89

59.22

63.86

63.05

저기술

+ 기술집약

2.94

4.41

12.03

3.48

중기술

+ 기술집약

4.63

4.82

3.67

8.34

고기술

+ 기술집약

18.54

31.56

20.45

25.13

자료: UNCTADstat를 토대로 필자 작성.

수출제품의 기술적인 특성 변화를 나타내는 [표 8]은 제조업 제품을 노
동과 자원, 기술을 조합한 ‘노동집약과 자원집약’, ‘저기술과 기술집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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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기술집약’, ‘저기술과 기술집약’의 4가지 특성으로 분류해 정리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3국의 공통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기술과 기술집약’적
수출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보면 기술수준 향상이
특구의 목적인 카자흐스탄은 2001~04년에 15.61% 불과했던 ‘고기술+기술
집약’이 36.40%로 증가하고 ‘노동집약+자원집약’은 3.73%에서 2.05%로 감
소했다. 전반적으로 저기술품목은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기술수준
향상 측면에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도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저기술에서 고기술로 이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집약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간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저기술 기술집약적인 제품이 감소하고 고기술 기술집
약적인 제품이 증가했으나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변화 정도가 미미한 수준
이다. 이는 아바자 특구가 관광특구로 개발되고 있는 데다 계획 중인 다른
특구도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급되는 간접효과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을 배경으로 FDI를 늘려
온 중앙아시아 3국이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특구별 통계의 미비 등으로 직접적인
기여도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지만 경제특구의 추진이 FDI 유입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과 수출제품 특성
변화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화학제품과 제조업, 그리고 기술
향상이라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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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공요인 변수를 토대로 한 평가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전통형 이론’과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
론’의 요인 변수를 토대로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특구 성공사례국가를 선정하고 중앙아시아 3국과 비교분석한다.
경제특구에 성공한 나라의 분류는 Waston(2001)과 Aggarwal(2005) 등 선행
연구의 결과를 답습해 중국, 파나마, 인도, 싱가포르, 스리랑카로 설정한다.

1. ‘전통형 이론’에 의한 평가
‘전통형 이론’의 요인 변수는 ① 입지, ② 인프라, ③ 정책, ④ 관리 ․ 운
영, ⑤ 사회, ⑥ 국제 환경요인의 6가지이다. 각 요인별로 평가한다.
가. 입지요인
먼저 입지요인은 접근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에는 교통의 발
달로 접근성보다는 시장성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접근성 면에서는
3국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러시아 및
동구권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항만 등 수출
시 물류수송거점의 부재로 인해 입체적인 입지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 공항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입지조건에 대한 약점
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나보이 국제공항을 한국의 대한항공
에 위탁해 국제물류 거점화하려는 시도나 카자흐스탄이 항만특구로서 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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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제특구를 물류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프라요인
인프라는 교통, 물류 등의 기본 인프라와 교육, 정보 등의 사회적 인프라
로 구분된다. 기본 인프라는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사회적 인프라는 교육지표로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정보통신지표로서 정보통신개발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를 사용
한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LPI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카
자흐스탄은 2.70, 우즈베키스탄은 2.39, 투르크메니스탄은 2.30으로 성공사
례 가운데 가장 낮은 스리랑카(2.70)보다도 낮다.

표 9. 물류성과지수(LPI, 2014년)

국명

LPI 순위 LPI 점수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 트래킹 &
경쟁력
트래싱

중국

28

3.53

3.21

3.67

3.50

3.46

3.50

인도

54

3.08

2.72

2.88

3.20

3.03

3.11

파나마

45

3.19

3.15

3.00

3.18

2.87

3.34

싱가포르

5

4.00

4.01

4.28

3.70

3.97

3.90

스리랑카

89

2.70

2.56

2.23

2.56

2.91

2.76

카자흐스탄

88

2.70

2.33

2.38

2.68

2.72

2.83

우즈베키스탄

129

2.39

1.80

2.01

2.23

2.37

2.87

투르크메니스탄

140

2.30

2.31

2.06

2.56

2.07

2.32

자료: World Bank(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pp. 34-37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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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간개발지수(HDI, 2013년)

국가

인간개발지수

순위

중국

0.699

101

인도

0.554

136

파나마

0.780

59

싱가포르

0.895

18

스리랑카

0.715

92

카자흐스탄

0.754

69

우즈베키스탄

0.654

114

투르크메니스탄

0.698

102

주: HDI(Human development index) 지수는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
을 토대로 여러 가지 관련 지표를 조사해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자료: UNDP(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ts components,” pp. 144-146을 토대로 필자 작성.

사회적 인프라로서 교육인프라는 [표 10]의 인간개발지수(HDI)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0.754, 우즈베키스탄 0.654, 투르크메니스탄 0.698
로 성공사례국 가운데 인도(0.554)보다 높지만 중국의 0.699와 비슷한 수준
에 있다.
정보인프라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주관하는
[표 11]의 IDI(ICT Development Index) 지수를 통해 비교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은 5.27로 성공사례국에 비해 뒤지
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2.49)은 인도와 스리랑카와 비슷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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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DI(정보통신기술개발지수)

국가

2011년 순위

지수

119

2.10

파나마

66

4.41

싱가포르

12

7.66

스리랑카

105

2.88

보스와나

108

2.67

49

5.27

우즈베키스탄

102

3.05

투르크메니스탄

110

2.49

인도

카자흐스탄

주: IDI 지수는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 수, 이동전화 가입 수,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접속 가능 비율, 인터넷 이용자 등 다양한 조사 지표를 토
대로 분석한 것으로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2012),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Executive Summary, p. 7.

다. 정책요인
정책요인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로서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평가에서 지속성 및 혁신성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많은데 여기서는
정책요인 가운데 세율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표 12]는 중앙아시아 3국과 경제특구 성공국의 세율을 비교하고 있
다.15) 먼저 법인세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20%로 싱가포르(17%), 중국(25%)
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9%와 8%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소득세율은 선진국이 15~20%인데 비해
15)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2]와 [부표 3]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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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10%, 우즈베키스탄은11~22%, 투르크메니스탄은 10%로 현저
히 낮은 수준에 있다.

표 12. 경제특구의 세율

(단위: %)

법인세

소득세

중국

25

45

싱가포르

17

25

17.5

10

우즈베키스탄

9

11～22

투르크메니스탄

8

10

카자흐스탄

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소득세는 11-22%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자료: 재정경제부(2005),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한국무역진흥원(2014)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라. 관리 ․ 운영요인
관리 ․ 운영은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중앙
아시아 3국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을 둘러싼 소수 측근(친족, 주요장관, 위원
회 및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결정, 통제되고 있다. 즉 중요한 정치적 결
정이나 경제적 자원을 배분할 때 통치자의 의지에 의해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입되고 있다(이재영외 2010, p. 33). 따라서, 국가적 프로젝트
인 경제특구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추진체계의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
아 3국의 경우 추진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매우 낮거나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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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기업활동의 자유도와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로 평
가했다. 먼저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활동의 자유도에서 카자흐스탄
은 러시아보다 낮고 헝가리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업 설립단계도 복잡하고 신규기업의 등록에 걸리는 일
수도 많아 전반적으로 기업자유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3. 기업활동 자유도(2009년)

기업 설립단계
(개)

신규기업 등록시간
(일)

기업환경지수
(1=최적)

카자흐스탄

7

20

63

우즈베키스탄

9

30

120

투르크메니스탄

7

15

152

러시아

4

4

47

헝가리

6

32

72

구분

자료: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p .93 등
에서 재인용.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 9개,
우즈베키스탄 11개로, 싱가포르(5개)보다는 많지만 중국(35개)보다 적다.

표 14. 납부 세금 종류 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세금의 종류 (수)

9

11

106

중국

싱가포르

IFEZ

35

5

48

자료: 송병곤(2008),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의 개선 과제 등을 토대로 필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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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3국은 낮은 수준에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비
교적 기업자유도가 양호하고 세금종류 등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등 일정 부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사회 및 국제환경 요인
사회요인은 개방도와 노동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노동은 노동의 질과 노
동환경(노동시간, 규제, 노동법 안정성) 등이 주요한 평가대상이 되는데 [표
15]를 보면 노동자의 숙련도 및 교육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중앙아시아 3국의 비즈니스환경의 장애요인 순위

구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조사국가중 3점 조사국가중 7점
이하의 국가 수 이하의 국가 수
2005

2008

2005

2008

노동자의
숙련 및 교육

6

1

8

3

8

2

4

11

13

25

노동규제

11

14

5

10

12

12

1

2

11

4

주: 1) 수치는 국가별 순위이다. 1에 가까울수록 심각함을 의미하며, 14에 가까울수록 양호함
을 의미한다.
2) 2005년과 2008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29개국의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다.
자료: World Bank(2010), “BEEPS At-A-Glance 2008,” Cross Country Report, p. 6을 토대로
필자 작성.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1점, 카자흐스탄 2점, 투르크메니스탄
3점으로 조사대상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반면 노동규제는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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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14점, 우즈베키스탄 12점, 투르크메니스탄 10점으로 조사대상국가 가
운데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노동시간에서도 3국은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6]과 [표 17]에
서 보듯이 3국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경제특구 선진국과 비슷하고
노동법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1992년 3월에 ILO에 가
입하는 등 노동 관련 환경에서의 경쟁력은 선진 경제특구 국가들과 비교해
도 대등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중앙아시아 3국의 노동시간 비교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법정 근로시간

주 40 시간
(노동법 제77조)

주 40시간
(노동법 제115조)

주 40시간
(노동법 제59조)

초과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

노동자 동의 필요
(평균임금의 1.5배
이상)

노동자 동의 필요
(평균임금의 1.5∼2배
이상)

노동자 동의 필요
(평균임금의 2배 이상)

자료: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pp. 255~256를
토대로 작성.

표 17. 경제특구 선진국의 노동환경

내용

IFEZ

싱가포르

홍콩

중국상해

두바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지정없음

주 48시간

지정없음

주 5일 근무

회사별 상이

실시

회사별 상이

실시

실시

자료: 한국무역진흥원(2007), 2007세계 주요 도시 투자여건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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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에 대해서는 국제환경요인과 함께 경제자유도를 통해 분석한다. [표
18]은 2014년의 경제자유도를 조사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63.7로 중상위
권을 기록했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46.5와 42.2로 최하
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요인 또한 상기 사회요인의 개방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경제특구는 국제경제의 환경과 흐름에 민감하고 세심한 대응력
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WTO 가입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 할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3국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은 개방에 적극적인 정책을 실
시하고 있지만 개방도가 약한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정
책 및 추진력이 소극적 또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 경제자유도(2014년)

국명

순위

2014년 스코어

중국

137

52.5

인도

120

55.7

71

63.4

싱가포르

2

89.4

스리랑카

90

60.0

보스와나

27

72.0

카자흐스탄

67

63.7

우즈베키스탄

163

46.5

투르크메니스탄

171

42.2

파나마

주: 경제자유도는 매년 세계 186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무역, 금융 등 8개 부문에 대한
경제자유도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자료: Heritage Poundation(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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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입지, 인프라, 정책, 관리운영, 사회 및 국제환경 요인을 토대로
분석했다. [표 19]는 이 가운데 인프라변수(LPI와 HDI, 그리고 IDI), 정책변
수(법인세와 소득세), 관리운영변수(세금의 종류), 사회 및 국제환경 변수
(경제자유도)를 토대로 표준화한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전통형 이론에 의한 평가결과

인프라

정책

관리
운영

사회 및
국제 환경
경제
자유도

법인세

소득세

세금의
종류(수)

-

-0.57

-0.66

-1.04

-1.77

-1.10

-

-

-0.19

0.52

0.07

-

-

싱가포르

1.20

1.69

1.73

0.57

스리랑카

-1.03

-0.14

-0.70

카자흐스탄

-1.03

0.26

우즈베키스탄

-1.57

투르크메니스탄

-1.72

LPI

HDI

중국

0.40

-0.30

인도

-0.38

파나마

IDI

합계

-0.81

-2.98

-0.59

-3.84

1.04

-0.06

1.39

0.66

-

1.75

7.59

-

-

-

-0.29

-2.16

0.51

0.50

1.64

0.76

-0.03

2.61

-0.76

-0.62

1.72

1.57

0.62

-1.23

-0.25

-0.31

-0.90

1.86

1.64

-5.96

-1.52

-6.91

자료: 저자 정리.

전통형 이론에 따르면 각 요인의 총점이 높으면 경제특구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공사례국 가운데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7.59로
나타났다. 이어 파나마가 1.39인데 중국, 인도, 스리랑카는 마이너스를 기록
했다. 싱가포르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관리운영변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서 플러스를 보였다. 중국은 LPI 이외는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특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관리운영변수와 사회 및 국제환경 변수에서 다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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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국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아시아 3국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2.61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해
중국, 인도, 스리랑카보다 높은 총점을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0.25
로 파나마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성공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수
치상으로는 성공국에 뒤지지 않는다.
요인별로 보면 중앙아시아 3국은 LPI와 경제자유도에서 큰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정책요인에서 3국 모두 플러스를 기록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도와 물류
등 인프라지수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개방과 인프라 정비가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2.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평가
여기서는 2장에서 고찰한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토대로 프로세
스 요인 간 상호 관계와 ‘전통형 이론’에서 분석한 일반적 요인(입지, 인프
라, 정책, 사회, 관리운영, 국제환경 요인)과의 상호 관계 및 영향을 입체적
으로 분석한다.
가. 목표체계
목표체계는 비전을 포함해 목표와 전략을 포괄한다. 여기서는 명확한 비
전과 목표의 존재 여부 및 이를 실현하는 전략의 정합성이 초점이 된다.
[표 20]에서 보듯이 3국의 목표체계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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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중앙아시아 3국의 목표체계 내용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2009년 대통령 국정연설: ∙ 중기 후생증진전략(I-WISP:
산업현대화를 위한 국가 Interim Welfare Improvement
경쟁력 확보, p. 106 대외 Strategy Paper): 독자적인
국가 ∙ 2014년 1월 대통령 연두 사회경제발전모델 구축, 수
발전 교서: 세계 선진국 30위 출지향 수입대체화 산업화
목표 진입 목표 카자흐스탄의 국가 전환 등*
길 2050 – 공동의 목표, 공
동의 이익, 공동의 미래
발표

투르크메니스탄

∙ 1992~99년 국가안정화
∙ 2000~10년 사회경제체제
전환전략 수입대체, 산업
발전
∙ 2007~30년 경제 부흥 및
개혁을 위한 국가전략
∙ 2010~30년 사회, 경제 국
가발전계획

∙ 선경제 후정치
∙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 시장경제지향적 점진적
∙ 대외경제개방 및 정책다 산업 시행, 국산화 프로그 개혁***
전략
램(localization), 경제특구 ∙ 수입대체산업
변화
시행
∙ 외국인투자 확대
∙ 혁신산업화 트렌드 강화 ∙ 산업발전 목표 수치화 및
∙ 농업혁신 ․ 지식경제기반 구조 다변화
조성 ․ 인프라 개발 ․ 중소 ∙ 시행 또는 예정: 해당 프로젝
기업발전 ․ 교육 및 보건지 트 259개(총투자규모 300.7
원 ․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억 달러: 신규 시설 확충/건
추진
설 230억 달러, 현대화 및
방안
재건 52.4억 달러, 기술력
및
제고 17.8억 달러)
내용
∙ 재원: 외국 투자 및 차관
204억 달러, 기업 자체 재
원 62.8억 달러, 우즈베키
스탄 재건 개발펀드 22억
달러, 대출 10.8억 달러**

∙ 자원에너지 투자 확대
및 가스 수출 다변화
∙ 인프라 구축(410억 달러):
기반시설 건설 및 확충,
아쉬하바드 주거 단지
건설, 전력, 발전소 확장,
개량
∙ 국가보조금 축소 및 관
리 강화(수도, 가스, 휘
발유 등)
∙ 민영화 정책

*

이재영 외(2007), p. 51
외교부(2014c), p. 26
***
외교부(2014b), pp. 26~28.
자료: 외교부(2014a; 2014b; 2014c); 이재영 외(2009; 2010)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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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하지만 조금씩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가발전목표에서 나타난
비전은 카자흐스탄(산업현대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과 우즈베키스탄
(수출지향, 수입대체화, 산업화 국가전환)의 경우 유사한 점이 있지만 투르
크메니스탄은 상대적으로 국가 비전 및 목표가 불명확하고 개방에 소극적
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3국 모두 개방정책과
경제특구제도 등을 통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및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3국의 목표체계는 명확성, 일관성, 정합성이라는 평가기준에서 다음
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명확성과 일관성이란 기준
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합성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각국은 개방노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목표는 수입
대체화 및 자국의 산업화(공업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초기
에는 가시적인 경제성장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로부터 고립
되거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한계성을 지닌다. 이는 실제로 외국기술의
이전, 외화획득, 고용창출 등으로 특구 자체의 공업화라는 경제적 목적에
치중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초기 실패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가발전의 비전 및 목표에서
경제적 목표 이외에도 독자적인 사회경제발전모델 구축 등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표 20]과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무형의 정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서 실질적인 비전 ․ 목표 ․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정합성의 원인은 각국의 정책 결정시스템 및 결정과정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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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크다.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특구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측근 및 친족 간의 의견조율을 토대로 한 일방적
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세습주의 정권의 성격으로 국가의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과 하위 정책결정과정이 공적인 라인보다 사적인 라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은 정교한 목표체계의 설정 및 관리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정합성의 사례로서 인도를 들 수 있는데, 인도는 초기에 수출대체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EPZ(수출가공구)라는
특구정책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장 및 수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실패를
거듭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개방성을 중시하는 국가전략목표로 재설
정하고 경제특구의 목표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수출확대 및 기술이전, 고용창
출 효과를 거두었고 경제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Aggarwal 2005, pp. 7~9).
반면 실패사례로서 중앙아시아와 비슷한 정치체제와 경제수준에 있는
가나,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는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한 데다 수
입대체전략을 지속하는 등 비전과 전략의 비정합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Watson 2001, pp. 11-12).16)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FIEZ도 당초 국가개방
전략에 따른 전략적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목표와 충
돌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나 한국의 IFEZ와 유사하다. 이처럼 목표체계에서 비전목표
등의 일관성과 정합성은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조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6) 비정합성 문제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IFEZ는 정권교체 때마다 비전과 목표
체계 등이 변경되어 비정합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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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앙아시아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대통령장기집권으로인한
∙ 의회 및 견제세력의 부재
권력 피로감 누적

정치

∙ 불투명한 후계구도로 인한 ∙ 대통령 권한 집중, 장기집권 등
민주주의 문제
정치불안정
∙ 의회 및 견제세력의 부재

∙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카리모프
의 연임에 따른 정세 변화에 주목

권위주의
독재정치

∙ 다변화 외교(muti-vector di- ∙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
의 노선
plomacy) 기조
∙ 자원집중형
∙ 2000~07년 연평균 10%에 ∙ 경제구조 개방에 부정적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
∙ 외환규제, 금융, 은행 및 통관 시 ∙ 자원집중형
∙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1~3% 스템 낙후- 정부의 통제 관행의 경제구조
경제 로 하락, 2010년대 5~7% 성 잔존
∙ 국가독점경제
장율 유지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억 제 체제
∙ 자원집중형 경제구조의
조치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생 ∙ 폐쇄적 경제
한계
필품 가격의 급등, 품귀 현상 초
래하는 사례 발생
언론, 집회결사자
물가불안정, 빈부격차, 부패, 부패, 인권, 테러위험성, 물가불안
의 자유 제한, 외국
사회
시위 및 테러
정(물가상승률 31p)
NGO 입국 차단
자료: 외교부(2014a; 2014bp; 2014c)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 합의 형성
합의 형성은 합의과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합의과정은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지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된 특징은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특구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되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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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특구 정책 결정과정

구분

특구 제안자

결정자 및 주요 추진주체

합의 형성과정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통령, 특구 건설
후에는 주정부에서 관리

파악 불가

우즈베키스탄

국가 주도(대통령)

국가(대통령)

없음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
(1993년) 제정

대통령령

파악 불가

주: 한국무역진흥원(2014)에 따르면, 최신 특구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 지정에 대
한 결정권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
로 승인되고, 이후 해당 주에서 맡아서 관리한다. 또한 각 특구별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가 많고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도 조직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추진주체 및 조직에 대
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아스타나 경제특구의 조직도는 총
책임자(Maselov Meder Khamidullayevich), 부책임자(Aytbayev Yerken Kaliyevich), 최고
전문가(Kaymul’dina Zarina Abdykarimovna)로 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보이 FIEZ와 안그렌 SIZ의 위원회에는 부총리, 경제부장관, 대외경제
투자무역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료와 지방정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한국무역진흥원(2014).

추진체계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3국이 모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하에 있다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지방정부와의 합의 형성과정 또한 중요하다. 중국 등 성공한 경제특구의
대부분은 지역에 과감한 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3국의 지방정부는 그 대표를 대통
령이 직접 임면하는 등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에 귀속되어 있어 자
율성 및 독립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17) 이러한 시스템으로 일정 파
17)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공산당의 각 지역 담당 제1서기들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 주지사연
합체인 호키미야트((hokimiyat)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을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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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이 지역 정치 및 경제를 장악, 인사 및 사업상 특혜와 연관되면서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표 23]의 거버넌스 지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 카자흐스탄이 상위 50% 내에 랭크된
것을 제외하면 정치적 안정성이 매우 낮다. 또 정부효율성과 법치도 낮은
수준에 있다. 더욱이 부패통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2%, 우즈베키스탄 6%
로 부패수준이 매우 높고, 카자흐스탄도 19%로 열악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3국의 합의 형성과정을 둘러싼 정치 및 제
도 환경의 실태는 결론적으로 주체와 ‘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실하거나 사
실상 ‘부재’하다고 평가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거버넌스 지표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율성

법치

부패통제

%Rank

%Rank

%Rank

%Rank

카자흐스탄

70

48

35

19

우즈베키스탄

18

27

11

6

투르크메니스탄

51

7

5

2

자료: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p. 94를
토대로 필자 작성.

따라서 합의 형성의 평가기준인 합리성, 공평성, 안정성이란 측면은 평
가대상 자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3국처럼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하에서도
성공한 경제특구의 사례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朴貞東
(1996, p. 24)은 중국 경제특구의 성공 배경에 덩샤오핑이 10년간 지역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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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면서 개혁 ․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세력들과 토론하면서 경제특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18) 또한 증국
의 경우에는 경제특구 정부에 상당 수준의 경제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구 내 기업에도 경영주권이 주어진다. 특구 내에서는 여타 지역과 구별
되는 관리체계(경제관리체제, 유통체제, 기본 건설관리체제, 노동임금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나 일방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이라 해
도 중국의 경우는 그들 나름의 합의 형성과정이 존재했고 경제특구 성공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지속성
지속성은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해가는 데 목적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정책, 제도, 경영환경의 안정성 측면에서 나머지 중앙아
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에 외국인투
자법을 제정한 이후 1995년에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1월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1997년)을 통폐합하
여 신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3국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정책
을 취하고 있다.

18) 이러한 합의 형성과정의 결과, 중국은 경제특구 도입 당시 외화획득,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 경제적 목적에만 국한되었던 정책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특구에 시장경제체제
를 도입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융합시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 실험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경제통합기반을 조성
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는 등 특구의 목적을 확대하고 있다(남덕우 외 2003,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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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되거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화
된 시행령을 통하여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 또
한 외국인투자법이 1994년 5월 제정된 이후, 1994년 9월, 1995년 5월, 1997년
8월에 개정되었고 1998년에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빈
번한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개정과 제정으로 인해 투자정책의 불확실 문제
가 지적된다.20)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헌법 개정
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사기업 허용 등의 제도적 변화를 보였고,
2012년 복수정당제 도입, 2013년 2월 미디어법 제정, 2013년 12월 민영화법
제정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제정에도 불
구하고 정부기관지 외에 다른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민영화법 또한 제정되었지만 민간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 투자자 역시 불투명한 행정규제, 관료부패 등으로 인해 비에너지분야
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해 투자자 유인이 매우 어려운 상
황에 있다.21) 이러한 조건을 장기적으로 활용하여 합의 형성과 지속성의
제도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 강인수 외(2010), p. 128.
20) 조영관 외(2011), p. 32.
21) 외교부(2014b),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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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성
혁신성은 지속성을 보완하고 목표체계에 대한 평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 및 제도의 글로벌 경쟁력과 내부조직의 혁신 등이
다. 혁신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과 내부 평가에 대한 견인역할의 필요
성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대응성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책, 경영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싱가포르는 2008년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싱가포르
국내에서 비생산품 혹은 신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선구자적인 지위(pioneer
status)를 부여해 1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위원
장을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하고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다국
적기업 CEO 7인 및 노조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참가시키는 등 단순한 인센
티브 차원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에도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의 대용변수로서 연구개발과 혁신지표를 활용한다.
[표 24]를 보면 먼저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에서 카자흐스탄은 0.2%로
성공사례국인 스리랑카의 0.1%보다 높지만 인도나 여타 성공국에 비해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혁신의 대용변수로 볼 수 있는 인구 100만 명당 특
허 수에서는 카자흐스탄이 10.9, 우즈베키스탄은 7.0으로, 중국(100.7)이나
스리랑카(24)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22) 물론 중앙아시아 3국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2014년 1월, 대통
령 연두교서에서 ‘세계 선진국 30위 진입 목표, 카자흐스탄의 길 2050’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과제로서 혁신산업화 트렌드 강화, 농업혁신, 지식경제기반 조성 등 혁신을 중심과제
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목표체계, 합의 형성, 지속성과 현재 중앙아시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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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혁신도 비교

연구개발

혁신

지출

연구원

과학기술
졸업생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특허

로열티 및
라이선스
영수증

GDP 대비

100만 명당

%

100만 명당

1인당

2005~10

2002~10

2002~11

2005~10

2005~11

중국

1.5

1,198.9

n.a

100.7

0.6

인도

0.8

135.8

n.a

5.1

0.1

파나마

0.2

111.3

19.2

107.5

n.a

싱가포르

2.7

5,834.0

n.a

873.3

367.7

스리랑카

0.1

96.3

n.a

24.2

n.a

카자흐스탄

0.2

n.a

n.a

10.9

0

우즈베키스탄

n.a

n.a

21.1

7

n.a

투르크메니스탄

n.a

n.a

n.a

n.a

n.a

자료: UNDP(2012),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ts components,” pp. 186-189.

‘전통형 이론’에 의한 평가에 비해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각 요인별 분석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체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비전과 목표가 명확
하고 일관성이 있지만 정합성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투르크메
니스탄은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정합성 또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따르면 정합성의 부재는 합의 형성의
제특구가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설계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성은 다
음 단계의 과제로, 현 단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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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기인하는데, 3국 모두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집중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형성을 통한 정합성 확보가 어려운 메커니즘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지속성은 제도 및 정책적 지속성과 경영환경의 지속성이 지표가 되
는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정치불안과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다.
혁신성은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경제특구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
은 데다 혁신의 토대가 되는 제도 및 경영 인프라(특허, 연구비 등)가 열악
한 상태여서 특구를 대상으로 한 혁신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할 수
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3단계로 평가해 수치화한 것이 [표 25]이다.
표 25.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평가결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명확성

5

5

1

일관성

4

4

1

정합성

1

1

1

합의 형성

1

1

1

지속성

3

2

1

혁신성

1

1

1

합계

15

14

6

목표체계

주: 1에 가까울수록 평가가 낮으며, 3에 가까울수록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라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1점으로 중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표 19]에서 정리한 전통형 이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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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10점과 투르크메니
스탄의 6점을 비교하면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는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다단계가 아닌 단순한 3단계 평가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전통형 이론과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평가방법 차이에서 나타
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통형 이
론과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토대로 성공요인을 평가했다. 먼저 분
석방법에서 성공요인의 분석방법으로서 Watson의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
을 수정해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
도했다. 이는 기존의 전통형 이론과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
하는 시도로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단순히 통계를 토대로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형화된 분
석 틀의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단순하게 통계를 토대
로 특징을 분석하는 데 머물고 있지만 본 연구는 전통형 이론과 수정 프로
세스 중시형 이론의 2가지 논리적 툴을 적용해 분석하고 두 이론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구별 통계 확보의 제약으로
인해 특구별로 성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 특구 설립의 목적과 주요 산업 및 기능을 토대로 수출품목과 수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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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화를 분석해 특구의 성과를 평가했다.
특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FDI는 중앙아시아 3국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급성장한 후 2008년 리먼사태
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을 전후해 화학
제품과 제조업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수출품 특성 변수에서도 고기술 집약
적 제품의 수출이 증가해 고부가가치산업과 제조업의 육성을 기대했던 특
구의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특구의 통계를 토대로 한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러한 성과가 특구로 인한 것인지 일반적인 성장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정밀한 분석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전통형 이론’과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성공요인
평가에서는 먼저, 전통형 이론에 의한 평가에서 3국의 공통점은 정책과 관
리운영 요인에서 특구 성공사례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3국 모두 제도적 인센티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국에 비해 인프라와 경제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효과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평가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은 명확성과 일관성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나, 정합성이 결여되어
특구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국 모두 합의 형성이 미약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지속성과 글로벌 경쟁
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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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통형 이론의 분석에서도 성공사례국보다 높은 평
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처럼 인
프라 수준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가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환경요인이 특수 성공의 중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표 ??]에서 보듯이 싱가포르를 제외
하고 모든 성공사례국이 반드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종합평가에서 중국이나 인도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 낮게 평
가되었는데, 이는 전통형 이론에서 중시하는 요인의 결과론적 기능 이외에
다른 요인이나 요소가 경제특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중국의 경우 마이너스 평가를 보였지만, 특구 성공사례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수치로 나타난 성과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의
형성과 지속성 등이 큰 역할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형 이론
의 분석만으로는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경제특구 분석에서 전통형 이론과 함께 수정 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에 의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시사한다.
첫째, 경제특구에 대한 분명한 목표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중요하며,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합의 형성과정이 필요하다. 비전이 명확하고 일관
성이 있다 해도 정합성이 결여되면 경제특구의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운영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체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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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강력한 대통령제하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특구의 추진방식 또한 철저히 톱다운(Top-Down)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하지만 추진방법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조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으므
로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활용방법의 전환을 통해 관리운영요인을 개선해
야 할 것이다.23)
셋째, 경제특구의 역할은 자유무역시대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속성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본 인프라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인프라는 외국인투
자 유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24) 하지만 프로세스 요인인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HDI의 향상은 경제특구의 장기적인 성공에 가
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성과 과제를 지적해둔다. 중앙아시아 3국의
통계 접근제약으로 개별 특구의 통계를 토대로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지 못
했다. 즉 특구의 성과를 통한 성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특구별, 수출성장,
고용성장 등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측정하고 이와 더불어 각 성공요인을 평
가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FDI와 수출품목
변화, 수출품 특성변수로 간접적인 성과를 추정하는 데 머물렀다. 향후 과
23) 정치와 경제 체제는 다르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특구 성공국가의 대부분은 단일한 조
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좋은 사례이다.
24) 조영관 외(2010), p. 235.
25) 구체적으로는 잘 디자인된 훈련프로그램, 산학협력시스템, 외국인 우수 연구자 및 학생 유
치 등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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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남는다.
또한 분석 방법에서는 ‘전통형 이론’의 경우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대용변수를 활용해 지수화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수정프로세스 중시형 이론’을 통한 분석에서는 주관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따라서 시험적인 단계라는 한계성을 감안하더
라도 향후 다양한 대용변수 등 정교한 지표를 개발해 주관성을 해소하는
등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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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 경제특구 성공요인에 대한 접근방법

자료: Watson(2001); Aggarwal(2005)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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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앙아시아 3국의 정치제도 현황

카자흐스탄

헌
법

우즈베키스탄

∙ 1993년 1월 채택, 1995년 ∙ 1992년12월채택
신헌법 채택, 2007년 개정 ∙ 대통령 중심 민주공화제
∙ 헌법위원회 구성

투르크메니스탄

∙ 1992년 5월 신헙법 채택
∙ 대통령중심제 권위주의
공화국

∙ 임기 5년(2007년 헌법개 ∙ 임기 7년(2015년 선출 대 ∙ 최근 2012년 2월 실시 선
정, 7년에서 단축)
통령부터 5년)
거에서 현 베르디무하메
∙ 국내외 정책에 대한 최종 ∙ 군통수권, 법률거부권, 비 도프 대통령 97.14% 득표
결정권 보유, 특정 상황에 상사태선포권, 총리 및 각 율로 재집권
대
서 의회를 대신하여 입법 료 임면권, 검찰총장 임면
통
권 행사 가능, 특정정당의 권, 지방자치단체장 임면권
령
정치 활동 정지 권한 보유
∙ 2011년 4월 대통령선거에
서 95.5%득표로 현 나자
르바예프 대통령 4선 연임
∙ 양원제: 개헌발의권등

∙ 양원제

∙ 단원제

∙ 상원:47석(임기 6년)

∙ 상원: 100석 임기 5년

∙ 125석 임기 5년

대통령 제청으로 대법원장 (84명 지역 선출,16명 대통 ∙ 입법권,국민투표실시여
선출권, 검찰총장, 국가안 령 임명) 헌법, 최고재판관 부결정권,대통령불신임
보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선거권, 대통령 유고시 상 권한,조약및국제협약비
원의장이 대행
준권
∙
국회 해산은 국민투표, 재
∙ 하원: 150명 임기 5년
의 ∙ 하원: 107석(임기 5년)
적의원 2/3이상 찬성, 국
회
회의원 선거후 6개월 이
내에 의회 지도부 선출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 의
해 가능
입법권, 예산 심의권 및 중 (135명 지역 선출, 전문가
앙행정기관 감독권, 대통령 15명 대통령 임명) 입법권,
예산 심의권
에 대한 반역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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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계속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총리는 하원 다수당이 인 ∙ 총리, 14개부 장관, 9개 위 ∙ 총리(대통령이 겸직)
원회
선, 대통령 임명
∙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 임 ∙ 총리는 대통령 지명 후 국 ∙ 부총리 11명
명, 대통령 재선출시 사 회동의로 선출, 각료는 총
행
임, 총리 해임시 내각 전 리 추천 후 대통령 임명
정
원 사퇴
부 ∙ 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
∙ 각료 24명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예
∙ 국가 안보부, 국방부, 내무
산 배분권, 기타 정부활동
부, 법무부 등 안보, 치안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담당 장관은 모두 대통령
보유
직속의 군인 출신이 담당
∙ 2개 특별시 14개 주

∙ 1개특별시 12개주 1개 자 ∙ 5개 행정구역
치공화국

∙ 지방정부의 특별시장 및 ∙ 대표(하킴)와 5년마다 지 ∙ 주지사, 군수, 시장은 공
주지사는 총리제청으로 대 역선거에서 선출되는 지 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
방의회로 구성(hokimiyat) 었으나, 2008년 9월 헌법
통령 임명
시스템(p. 112)
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
지 ∙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
방
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중
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부
여 및 감독 기능을 수행

∙ 주지사는 소관 구역에서
헌법, 법령을 이행하고 조
례등 제정 권한 보유, 주
지사의 의전은 장관 보다
높고 부총리 보다 낮음

∙ 2013지자체장간접선거
실시
∙ 지역개발부 신설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3년 임기로 직접 선출

자료: 외교부(2014a; 2014b; 2014c), 이재영 외(2009; 2010)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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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중앙아시아 3국 경제특구의 세율 및 세금우대정책 내용

세율
국가

경제특구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아스타나

악타우

알리타우IT
카자흐
스탄

온두스틱
파블로다르
Khorgos-East
Gate

20%
(2013년
에서 14년
까지는
17.5%
적용)
조세법
4조

10%

12%

부라바이
사르아르까
국립 석유화학
산업 테크노파크

우즈
베키
스탄

안그렌 특별
산업지구(SIZ)
지작 특별
산업지구(SIZ)
투르크
메니
스탄

아바자

특구개발 목적 VAT면제, 인프라 시
설, 행정, 주택 등 토지세 면제, 건축
물 재산세 면제, 특구내 관세면제
법인세 면제, 지정 목적에 부합하
는 생산시설부지 토지세 면제, 특
구내 관세면제
법인세 50%감면, IT산업에 한해
토지세, 재산세 면제, 특구내 관
세면제
섬유, 봉제

최대 25년간 토지세, 소득세, 재
산세 면제(특구내 상품 생산시)

타라즈

나보이 자유
산업경제구역
(FIEZ)

세금 우대

9%
11~22%
(대통령
(누진
포고
세율
제1245호
적용)
부속 7)

20%

8%(세법
172조)

15%

10%

법인세 면제, 토지세, 재산세 면
제(지정 부문과 일치시)
∙ 투자금액 300만~1,000만유로:
7년간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개발세 등 면제.
∙ 투자금액 1000만~3,000만 유
로: 10년 면제, 이후 5년간50%.
∙ 투자금액 3,000만 유로이상: 15
년 면제, 이후 10년 간 50%

외국인 지분이 30%이상인 기업
에 법인세 감면, 가격책정권 보장

자료: 한국무역진흥원(2014)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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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경제특구 성공국과 선진국의 세율 및 우대정책 내용

내용

IFEZ

싱가폴

홍콩

중국(상하이)

소득세율
(외국기업)

17%와
소득액30%공제중
선택

20%

15%

45%

법인세율

13%/25%
(과세표준
1억 미만은 13％,
1억 이상 25%

17%

16.50%

25%

단기적
인센티브

법인세, 소득세등,
3년간 100%,
2년간 50%

선도기업에 한해서
5~10년간 법인세
면제

없음

법인세
2년간100%,
3년간 50%

보조금

있음
(외국자본투자촉진법
에 의해)

있음
(EDB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없음

없음
(초기에는 지원
사례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2005),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 368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의 정치 ․ 경제 동학
윤 석 상(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Ⅲ. 몽골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몽골인 ․ 몽골정부의
인식과 일본의 실재
Ⅳ.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 정책 및 실태
Ⅴ. 일본의 대(對)몽골 투자의 특징
Ⅵ. 결론: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정책의
유용성과 한국에의 함의

Ⅰ. 서론
‘평평한 세계’로 상징되는 글로벌화의 경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국가
간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심화는 에너지위기, 테러, 환
경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영역의 글로벌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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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원 ․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은 수요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원 ․
에너지 공급을 중요시하는 에너지 외교를, 공급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 경
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외교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한정된 에
너지 자원을 선점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들, 즉 일
본, 중국, 미국, EU 등은 자원 ․ 에너지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 ․ 에너
지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원 ․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불
안정한 중동지역에서 벗어나 그 주변지역으로 이목을 돌리게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몽골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은 자원 ․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대몽골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몽골
에 대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 있어 몽골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상 2013, pp. 98~99).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
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안정적인 자원 ․ 에너지 확보를 위해 몽골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아베 총리는 몽골을 방
문, 석탄과 희토류 등 자원개발을 위해 일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여외교 측면에서 일본이 몽골
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최대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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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원 ․ 에너지 개발에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을 결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일본기업의 대(對)몽골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일본의 정책분석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이 자원 ․ 에너지 안보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몽골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국가 간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몽
골의 자원 ․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몽골의 인식과 일본의 정책은 한국에 있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 자원 ․
에너지 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민관협
력을 기반으로 몽골지역의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개발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해나아가고 있다. 이에 한국도 다양한 분야
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
라서 일본의 몽골정책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몽골의 자원개발에 대한 입장과 일본의
정책을 검토하고, ODA를 중심으로 한 기여외교의 개발협력전략들이 추진
되는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對)몽골 자원개발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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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몽골 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해 지경학적 측면과 지정학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우선 지정학적 측면의 연구들의 경우(서동주
2014; 김홍진 2013; 이재영 2010), 몽골의 대외정책 결정요인과 특성을 분
석하고, 한국과 몽골의 상호 이해관계 및 전략적 협력방안을 탐구, 제시하
고 있다. 특히 몽골이 역내 다자협력 증진의 동반자로서, 유라시아 진출의
전진기지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지정학적, 더 나아가서 지경학적 이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경학적 측면의 국내연구 동향은 몽골의 자원개발 현황과 진
출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박지원 2012; 이재영 외 2011; 김석민 2008; 심
의섭 2009). 이 연구들은 몽골정부의 광업부문 대외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파트
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지
경학적 측면의 연구들의 경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몽골
자원개발 현황과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효과
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해 필요시 되
는 정책과 제도 등의 분석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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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연구대상인 일본의
대몽골 투자와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재영 외 2012)의 경
우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 유럽, 한국 등 몽골에 대해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투자 현황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투자 현황과 전략에 대한 분석에
서 대부분이 일본의 대몽골 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고, 일본의 전략으로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JICA)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수준이다. 일본의 전략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전략들이 선택되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
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몽골 자원개발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있
는데(김중관 ․ 통갈륵 2012),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진출환경과 관련
해서 기업, 현지 관리, 문화, 산업 ․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들이 한
국기업의 진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특성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몽골의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미
흡하며, 몽골 진출 한국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추상적
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국인 일본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몽골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들(国際経済交流財
団 2011; JICA 2013; 吉本 2011)로 몽골 경제성장의 중추로서 활용되고 있
는 자원개발분야 및 외국인투자 환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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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몽골의 경제동향, 투자환경, 자원개발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진출상황
등을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일본기업의 대몽골 진출과 관련한 실
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몽골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경우(丸紅経済研究所 2014, 土屋 2008),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증대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 자원 개발을 포함한 권익확대를 위해 적
극적으로 개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일본과 몽골 간의 자원개발협력을 위해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거대 게임’ 선상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골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강
조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선행연구들은 몽골 자원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일본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몽골 자원개발전략을 분
석하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로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 관련 일본
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따
라서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요구되는 자원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자원개발협력에 대한 몽골의 인식 및 이에 따른 일본의 대(對)몽골 자
원개발협력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가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자국의 일방적인 개발협력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몽골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분야에 투자를 집중하
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확보와 시장진출을 지속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몽골 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요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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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서 미흡했던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자원개발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며, 추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2. 분석 틀

이 글에서는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상황에 요구되는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인식(Perception), 실재 및 행태(Practice), 정책(Policy)이라는 틀
을 활용할 것이다. PPP 접근법이란 인식, 실재 및 행태, 정책의 상호 유기
적인 관계 속에서 정치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PPP
접근법의 장점은 정치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며 정책추진의 명분으로 해당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현실
적인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며, 개별 국가의 정책이 어
떠한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
우선 인식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자국의 가치나 태도로 규정할 수 있는
데, 이 글에서는 몽골의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인식을 몽골인 ․ 몽골정부
가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분야로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엇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로 정의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성공은 투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국이 필요
로 하는 분야와 방법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몽골에 대한 자원
개발 투자를 자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자국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혹은
이익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관계를 공고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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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와 상황
에 반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투자국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국의 입장에서 투자대상국인 몽골인 ․ 몽골정부가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국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상황
(context)에 의해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다. 이 점은 개발
협력과 관련한 투자국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투자국이 처해 있는 실재 및
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실
재 및 행태를 일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자원조달 및 국내 경제적 상황,
그리고 몽골 자원개발 투자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실재 및 행태는 두 가지 차원에
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이다. 몽골과의 자원개발협력은 안정
적인 에너지 수급과 일본경제의 재생, 산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으로서 몽골을 둘러싼 지정
학적 움직임이다. 정책은 국제 정치 ․ 경제 상황이라는 외생적 요인도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정 정책이 선호되는 것은 타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
는다고 볼 수 있는데, 타국의 동향과 정책을 참조하는 정책참조(policy reference)를 통해 자국의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伊藤 2002). 이러한 점에서
몽골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향은 일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
자에 대한 필요성 및 협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식과 실재 및 행태를 통해 결정된 정책들에서 주목할 것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구체화되는가인데, 정책추진은 다양한 제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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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구들도 있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들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체제를 담당하는 제
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몽골 자원개발 투자정책은 정부가 자원개발과 관련된 제
도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위에서 언급한 인식과 실재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는 왜,
어떻게 그러한 정책이 형성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몽골인 ․ 몽골정부의 인식과 일
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실재 및 행태를 [표 1]과 같은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
한다.

표 1.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분석을 위한 설명변수

몽골사회의 현안문제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인식

몽골인의 몽골 경제사회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협력파트너로서 국가 선호도
대일본 협력분야 선호도

몽골정부의 현안 인식
실재 및 행태

일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상황

몽골정부의 중점투자분야
국내 경제적 상황
주변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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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몽골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몽골인 ․ 몽골정부의
인식과 일본의 실재

1.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몽골인 ․ 몽골정부의 인식
가. 몽골사회에 대한 몽골인의 인식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협력을 확대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의 관계 공
고화는 지속가능한 개발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대상국 국민들이 자국 정치사회의 당면문제로 무엇을 인식을
하고 있고, 외국투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정책들
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정치사회에 대한 몽골인의 인식과 관련해 Sant Maral Foundation
의 폴리트 바로메터(Polit Barometer)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몽골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업과 빈곤, 생태환
경, 인플레이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삶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데, [표 3]처럼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삶의 수준에 대
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상반기 조사결과의 경
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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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몽골사회의 중요한 문제

(단위: %)

2012(N=1270)

2013(N=1304)

2013(N=1344)

2014(N=1300 )

실업

30.1

33.8

24.4

26.5

빈곤

9.3

7.5

4.3

5.6

생태환경

9.0

6.0

3.7

4.6

인플레이션

8.7

7.5

21.5

17.2

부패

8.0

7.4

7.0

8.3

알코올중독

3.5

3.9

3.8

3.3

관료

3.0

4.3

3.4

3.4

광산개발

2.9

3.9

-

-

생활수준

2.7

4.5

2.6

3.5

낮은 임금수준

0.7

0.8

2.5

2.4

몽골경제

1.3

0.5

4.0

4.0

주: 2012년 통계는 2012년 11월 조사결과, 2013년 통계는 2013년 3월과 9월 조사결과, 2014년
통게는 3월 조사결과임.
자료: Sant Maral Foundation(2014), Survey on Perceptions & Knowledge of Corruption.
표 3. 삶의 수준 평가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아주 좋음

-

1.3

0.4

0.4

0.5

0.5

0.6

3.0

1.6

좋음

13.7

15.3

13.8

14.1

18.8

16.0

13.2

15.5

14.2

부분적 좋음/
66.0
부분적 나쁨

61.5

65.3

64.2

65.1

64.6

56.3

58.3

57.1

나쁨

17.7

19.8

18.3

18.6

13.2

16.4

25.0

20.0

22.9

아주 나쁨

1.5

1.3

1.4

2.4

1.4

2.0

3.1

2.4

2.8

무응답

0.7

0.8

0.4

0.1

0.4

0.2

0.4

0.4

0.4

모름

0.5

0.3

0.4

0.2

0.7

0.4

1.4

0.4

1.0

자료: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June 2012,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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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몽골인이 체감하는 삶의 수준은 정부정책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표 4]와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정부의 물가정책 및 실업정책, 부
패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 2013년 정부정책 평가

(단위: %)

긍정적

부정적

부패척결

14.0

물가인상

19.6

농업

7.2

실업증가

13.5

경제(제조업, 광업)

6.3

생활수준 하락

11.6

교육

5.5

법제도 정비

9.8

실업대책

4.0

경제(제조업, 광업)

9.3

법 집행

3.3

행정

7.1

행정

2.7

부패

6.9

사회안전망

2.3

사회정의

5.4

환경/생태

1.9

환경/생태

3.1

생활수준 개선

1.6

교육

1.0

자료: Sant Maral Foundation(2014), Survey on Perceptions & Knowledge of Corruption.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몽골인들 과반수 이상이 자원
개발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교육과 건강, 빈곤해결 등 분배정책의 필요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몽
골인들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광업부문이 몽골 경제성장의 주축으로서
GDP의 약 30%, 정부수입의 약 30%,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몽골경
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JICA 201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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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4년 정부정책 평가

(단위: %)

긍정적

부정적

부패척결

10.9

물가인상

30.1

농업

10.3

실업증가

15.3

경제(제조업, 광업)

7.4

생활수준 하락

13.0

교육

6.1

법집행

7.6

실업대책

5.8

부패

7.2

사회간접자본 확충

3.8

경제(제조업, 광업)

6.3

법집행

2.7

행정

3.8

환경/생태

2.5

사회정의

3.3

행정

2.3

교육

1.4

사회정의

1.9

환경/생태

1.3

자료: Sant Maral Foundation(2014), Survey on Perceptions & Knowledge of Corruption.

표 6. 자원개발과 이익 환원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빈곤해결에
투자

7.3

11.3

8.9

11.0

7.3

9.5

12.6

8.7

11.0

교육, 건강
분야 투자

30.7

39.0

34.0

31.7

40.7

35.4

34.1

49.2

40.3

모든 시민에
공동분배

17.3

10.5

14.6

9.0

7.8

8.6

10.2

5.8

8.4

경제발전에
활용

42.7

35.3

39.7

44.9

40.7

43.2

37.6

31.7

35.2

무응답

-

-

-

0.3

0.4

0.4

1.1

0.4

0.8

모름

2.0

4.0

2.8

4.2

3.0

3.0

4.3

4.2

4.3

자료: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June 2012,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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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14]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투자의 대부분이 광산 등 자원개
발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몽골경제 및 외국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 최대 광산인 오유 톨고이(Oyu
Tolgoi) 프로젝트다. 오유 톨고이가 세계 최대 미개발 광산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 개발의
경우 투자사인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틴토(Rio Tinto)사와 투자협정 개정 교
섭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원개발형태에서 외국자
본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자본 중심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외국자본의 확대는 오히려 자원개발의 자주권 관점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몽골인들의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평
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표 4와 표 5의 경제분야 긍정적 평가 6.3%, 7.4%)
몽골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몽골정부는 2012년
5월에 외자규제법을 개정, 광업, 금융, 정보통신 등 세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 비율을 49%로 제한하였으며,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 및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貿易 ․ 投資円滑化ビジネス協議会 2013).
특히 광산 개발에서 채굴권의 경우 몽골기업, 또는 몽골에 등록된 외자기
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34% 이상을 몽골 국적자가 소
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다(石油天然ガス ․ 金属鉱物資源機構. 2013).
이 점은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원개발형태와 관련해 대부분 몽골인들
이 50% 미만의 외국자본투자 비율을 선호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정부정
책이 국민여론과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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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원개발형태

(단위 %)

2013년

2014년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전국

울란바토르

지방

100% 몽골 소유

25.4

23.7

24.7

24.7

24.4

24.6

51% 이상 몽골 소유

59.2

60.0

59.6

56.0

55.4

55.8

50:50

6.3

7.7

6.9

7.7

10.1

8.7

51% 이상 외국 소유

0.5

0.4

0.5

0.4

1.4

0.8

100% 외국 소유

0.1

0.1

0.1

0.3

0.3

0.3

무응답

7.9

7.1

7.6

1.3

1.2

1.3

모름

0.6

1.0

0.8

9.7

7.3

8.7

자료: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April 2013, Politbarometer March 2014.

나. 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한 협력파트너로서 몽골인의 국가선호
몽골경제는 2000년대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GDP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7.51%라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후 12%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
러한 고도성장은 주로 광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국제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구리와 금, 석탄 등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몽골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지출 측면에서 보면 광업
개발을 위한 고정자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GDP에서 자본형성, 최종소비가 각각 29.3%, 1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형성의 경우 순고정자본형성이 24.1%로 전년 대비 약 3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GDP 성장에서 총투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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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몽골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6.44

8.38

8.33

5.79

5.91

5.68

9.43

3.54

5.15

4.1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49

-9.20

-9.26

-3.17

2.13

6.38

2.24

3.90

3.34

3.0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5

2.95

4.73

7.01

10.63

7.25

8.56

10.25

8.90

-1.27

2010

2011

2012

2013

2014

6.37

17.51

12.40

11.74

12.91

주: 2014년 경제성장률은 4월 기준.
자료: IMF(201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2014년 4월판).

표 9. 부문별 몽골의 GDP성장 기여도

항목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4

8.9

11.0

가계소비

▲1.7

7.4

9.3

정부 및 민간비영리단체소비

▲0.7

1.5

1.7

▲13.7

11.9

29.3

순고정자본형성

▲11.6

9.1

24.1

재고품증가, 귀중품 취득 마이너스처분

▲2.2

2.8

5.2

순수출

14.8

▲14.3

▲22.9

수출

11.0

4.6

18.7

수입

▲3.8

18.9

39.5

최종소비

총자본형성

자료: Mongolian Statisical Yearbook.

그러나 몽골경제가 자원개발분야에 치중되고 광물자원의 수출에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은 몽골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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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자원개발에 대한 협력파트너로서 몽골인들의 국가 선호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를 끄는 것은 몽골인들이 몽골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비율과 협력
파트너로서 국가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표 10, 표 11 참조). 중
표 10. 주요국 대몽골 투자 비중(1990~2012년 6월까지 누적)

(단위: %)

중국

31.71

러시아

1.46

미국

2.54

일본

1.6

한국

2.93

유럽연합

10.57

주: 유럽연합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4개국의 투자합계임.
자료: 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 2013. 日本モンゴル貿易投資データブック, p. 8.
표 11. 협력파트너로서 국가 선호도

(단위: %)

2012년

2013년

2014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러시아

43.7

3.3

51.1

1.9

53.3

2.3

중국

1.2

13.9

0.7

16.9

1.2

16.1

미국

11.3

11.0

8.2

11.1

7.6

9.6

유럽연합

3.4

5.8

4.0

4.3

2.8

3.6

일본

6.9

8.2

7.0

9.7

4.8

9.9

한국

1.3

5.9

1.2

6.3

1.9

6.8

기타

2.6

2.5

1.6

2.3

0.8

1.1

무응답

4.4

49.4

2.5

47.8

3.8

50.8

모름

25.1

-

23.8

-

23.8

-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주: 2012년 조사는 UlanBator시와 Suhebaatar, Arhangay, Selenge, Hovd 아이막 1,0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조사는 UlanBator시와 Arhangay, Uvurhangay, Selenge, Uvs, Tuv,
Hentii 아이막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 조사는 UlanBator시와 Bayanhongor,
Bulgan, Zavhan, Selenge, Umnugovi, Suhbaatar 아이막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자료: Sant Maral Foundation, PolitBarometer 2012~14. http://www.santmaral.mn/en/publica
tions(검색일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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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조사대상 6개국 중 최대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선호도(1
순위 기준)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의 경우 최하위
투자국이지만 국가 선호도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인들이 자원개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12]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투자에 대한 몽골인들의 희망분야가 직접투자보다
기술제휴, 일본기업 현지 대리점 등의 순으로, 기술과 인적자본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표 13], [표 14]를 통해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자원개발 중심의 외국투자에 의한
경제성장보다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구조 변화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는 점이며, 둘째, 광산 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몽골인들의 인식이 부
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일본기업과의 협력 희망분야

(단위: %)

기술제휴

73

일본기업
몽골 대리점

59

환경분야

48

일본시장
정보 제공

45

디자인분야

40

엔지니어
교류

30

일본기업
자본 참여

19

현장에
매니저 파견

13

자료: JICA(2013), モンゴル投資ガイド.

표 13. 산업별 외국투자 비율

분야

전체
비율

누적

1990~
2004

(단위: 천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지질탐사․ 석유․
73.9 8,512,911.65 493,972.74 183,961.91 195,390.34 336,985.65 485,189.08 643,454.56 819,762.15 4,083,218.51 1,270,976.72
광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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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분야

상업․ 판매

전체
비율

누적

199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16.3 1,874,712.28 162,764.31 53,376.62 103,388.43 111,528.37 187,447.85 132,636.45 162,560.01 620,567.90 340,442.33

기타

3.9

453,499.18 92,880.36 52,884.35 47,739.57 13,882.50 6,875.86 3,510.34 14,012.70 207,216.65 14,496.84

은행․ 금융

1.5

172,072.21 67,105.46 9,671.09 11,982.63 21,936.52 4,495.96 3,219.31 12,979.37 24,124.58 16,557.30

경공업

0.9

108,024.63 85,001.91 1,792.13 1,454.22 1,205.34 18,208.00

건설․ 건설자재

0.9

102,491.90 55,237.94

772.73 1,791.74 4,273.45

통물원자재 가공 0.5

56,067.61 53,516.29

825.33

292.50

92.82

153.75

9,366.55

980.10

540.00 1,442.57

236.89

정보․ 전기통신

0.5

52,720.88 19,623.03 6,267.60

480.86 6,916.70

174.13 1,252.80

운송

0.4

45,416.38 20,951.90

933.33

24.60

100.50 2,406.20

식음료제조

0.4

44,881.98 15,297.57

303.96 1,242.37

관광

0.2

문화․ 교육․ 과학․
0.1
출판

657.15

17.23

5,177.47 22,997.17
656.60

125.00 22,152.15 11,698.04
2,892.00

8,971.86

335.96

710.00 1,365.63

298.08

3,850.00

7,374.49

9,468.19

26,629.55 13,028.04 1,490.23 1,637.36

486.70

491.34

371.40

4,586.98

58.08

15,609.70 10,656.24

12.99

391.47

67.00 1,242.38 3,495.61

60.48

554.00

241.93

362.60

208.43

101.00

504.15

403.36

145.65

330.43

335.06

430.12

7,492.00

905.55

745.24

33.60

12.48

45.00

농업․ 축산

0.1

15,429.87

9,305.76 2,787.10

보건․ 미용

0.1

14,142.19

4,011.72

56.30

5.25

395.00

가구 제 조

0.1

5,944.23

5,400.63

22.00

14.15

81.30

에너지

0

5,515.80

5,415.32

100.48

공공서비스

0

2,803.29

2,474.73

33.19

보석가공

0

2,648.18

1,224.43 1,353.75

전기제품 제조

0

1,809.20

1,615.02

가정용품 제조

0

1,432.50

1,411.50

한계

99.24

49.80
162.50

83.07
70.00

194.18
3.00

18.00

100 11,514,763.21 1,120,894.91 316,839.28 366,545.59 499,962.11 708,922.55 801,158.33 1,025,995.88 4,986,034.12 1,688,410.45

자료: 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2013), 日本モンゴル貿易投資データブック,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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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패에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몽골인의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정부

50.6

67.6

68.8

건설업

49.1

58.2

57.0

광업

57.0

59.4

48.2

금융업

15.5

11.5

14.2

전력, 상수도

10.9

8.8

13.3

무역업

10.3

8.5

10.0

제조업

11.5

9.1

5.8

민간서비스업

5.5

1.8

2.7

자료: Sant Maral Foundation(2014), Study of Private Perceptions of Corruption.

다. 경제성장을 위한 몽골정부의 중점투자분야
몽골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
라 정비, 광공업 육성, 중공업 육성, 에너지, 경공업(식품, 음료, 금속가공,
섬유, 피혁, 가구 등), 대기오염 및 환경문제 해결, 10만 호 주택 건설, 인재
육성, 신(新)솜(soum)센터 건설 등 9개의 중점개발분야를 책정하고 있다.
이 중 중점분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건설, 공업분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JICA 2013).
인프라의 정비의 경우, 전력공급 67%, 상수도공급 35%, 도로포장 13%
등 산업개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광
산 개발과 관련해 광산 개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전
략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몽골정부는 신규 광산 개발보다도 인
프라 건설 및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주요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남부 고비지역을 중심으로 한 PPP(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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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artnership) 방식에 의한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몽골정부는 석탄운반에 필요한 산업도로 건설 등 경제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6월 신개발프로젝트(NDP: New Development
Program) 등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NDP 내용 중 2016년
까지 몽골 국내 도로의 95%를 포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PPP 방식
을 통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건설부문의 인재부족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의 경우도 몽골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전략과 에너지 수요의 급증
으로 인해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 등 전력 자급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
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전략사업은 화력발전소 근대화, 820MW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오유 톨고이(Oyu Tolgoi) 지역 전력수급을 위해 중
국으로부터 송전선 건설, 오유 톨고이(Oyu Tolgoi), Tavan Tolgoi 지역
750MW 발전소 건설, 지열발전, 수력발전 2기 건설 등이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건설과 신(新)솜(soum)센터 건설은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신(新)솜(soum)센터는 관청, 학교, 지역커뮤니티센터의 복합시설로 지방
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몽골정부의 중점투자분야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업화 정책이며,
[표 15]에서처럼 최대 예상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몽골정부의 공업화 정
책은 광물자원부문의 개발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광물
자원 편중은 외수에 따라 국가경제가 좌우되고, 또한 산업다각화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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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진흥 및 고
용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즉 광물자원을 원석으로 수출하지 않고,
가공을 등을 거쳐 부가가치를 창출한 제품을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석탄을 원석으로 수출할 경우 30~40달러 수준이지만, 선탄(選炭)할 경
우 150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구리의 경우도 정련소에서 중
간재로 만들어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는 석
탄화학 ․ 철강 ․ 정유소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산업다각화 측면에서 몽골정부는 경공업 분야에서도 부가가치 확
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몽골의 전통산업인 캐시미어 중심의 섬유산업
을 원모 수출 중심에서 제품 수출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업, 경공업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산업인력 양성이다. 특히 중공업 분야의 인력 양성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몽골정부는 산업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표 15. 몽골정부의 주요 중점개발 내용 및 비용

프로젝트

내용

예상 사업비

철도

제1단계
Tavantolgoi-Tsagaansuvarga-ZuunbayanSainshand-Baruunurt-Choibalsan 간 철도

공업

샨산드(Sainshand)공업단지 가공 ․ 제조공장 건설: 철강 펠릿 플랜
트, 석탄 가스화 플랜트, 석유정제소, 동정제소, 직접환원철(DRI) ․ 139억 달러
열간성형환원철(HBI) 플랜트, 시멘트 플랜트

도로

7,875㎞ 신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48억 달러

주택

10만 호 건설

62억 달러

96개 솜센터 건설

7억 달러

솜센터

자료: JICA(2013), モンゴル投資ガイド,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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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 실재

일본은 안정적인 자원수급을 위해 몽골의 희유금속, 희토류, 석탄 등 에
너지 및 광물 자원부문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몽골 협력 강
화는 안정적인 자원수급과 국제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안정적인 자원수급의 중요성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과 전력요금 상승이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화
력발전용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의 수입증가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
져 무역수지 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2011년에는 31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도 무역 적자는 11.4조 엔에 달하였다.

표 16. 무역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추이

(단위: 조 엔)

무역수지

경상수지

2005년

8.7

18.2

2006년

7.9

19.8

2007년

10.8

24.7

2008년

2.1

16.3

2009년

2.7

13.7

2010년

6.6

17.8

2011년

▲2.6

9.5

2012년

▲6.9

4.8

2013년

▲11.4

3.3

자료: 日本銀行, 国際収支動向, https://www.boj.or.jp/research/brp/index.htm/(검색일: 2014. 8. 1);
財務省, 財務省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latest/(검색일: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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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13년 내각부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内閣府 2013).
무역수지 적자요인에서 에너지 ․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격과 수량 측면
에서 측정했을 때, 2011년도에 광물성 연료의 수입가격 상승이 5.3조 엔에
달했으며 무역수지 적자에 6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수입량 증가(1.9조
엔)와 수출량 감소(2.0조 엔)에서 각각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경
우도 수입가격 상승과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출량 감소에 기
여한 측면이 3조 엔으로 조사되었다(内閣府 2013).

그림 1. 무역수지 요인

그림 2. 수입가격 상승요인 기여도

그림 3. 광물성연료 내역(수입가격요인)
(단위: 조 엔)

자료: 内閣府(2013), マンスリー ․ トピックス. (4. 12)

수입가격 요인의 내역을 보면, 2011년은 광물성 자원 가격의 상승이 약
4조 엔으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약 1조 엔으로 축소되었지만,
수입가격 상승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광물성자원 가격의 내역을 보면, 2011년 원유가 약 2.3조 엔으로 큰 폭으
로 상승하였고 2012년에는 0.6조엔, LNG 가격 상승이 0.6조 엔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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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입량 내역을 보면, 2012년은 광물성 연료의 수입량 증가가
1.2조 엔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참고). 이 중 광물성
연료 수입량 내역을 보면, 원자력 발전 정지에 따른 화력발전량 증가에 의
해 LNG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4 수입량 비율

(단위: 조 엔) 그림 5. 광물성 연료 수입량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内閣府(2013), マンスリー ․ トピックス. (4. 12)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실질소득의
저하로 이어져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금속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정
보통신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과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조업에 필요한 금속광물자원은 대부
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알루미늄, 철, 희토류 등은 100% 해외에 의
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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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자원개발 메이저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금속
광물자원의 조달을 종합상사가 주도해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정부는
2008년 3월 각의결정된 ‘자원확보지침’에 기반해 해외광물자원확보 원스톱
체제 정비, 자원국과의 2국 간 투자협정과 EPA ․ FTA 체결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종합 자원에너지 확
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전략’이 각의결정되어, 자원국의 금속광물
개발동향에 대한 정보집약과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적인 에너지 ․ 자원 수급이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와 자주비율 확대가 핵심과제
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부국인 몽골과 자원개발, 투자, 경제 협
력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상황도 일본이 몽골과의 자원개발협력을 모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등 중 ․ 일 간 관계 악
화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몽골에 대한 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중 ․ 일 간 관계 악화는 1기 아베 내각 시 ‘자유와 번영의 호’
외교노선이 2기 아베 내각에서는 ‘Asia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
을 통해 중국 포위망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성장에 따른 자원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
함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 에너지 확보를 위해 자원 ․ 에너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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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를 다원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투자 또한 증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몽골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켜왔다. 몽
골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의 최대 무역상대국,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밝힌 ｢선
린 우호적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
켜왔으며, 2011년에는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켜 자원
개발과 인프라투자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의 투자가 가장 많은 이유로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 및 제조업의 발전에 따라 천연자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이 자원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몽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
는 국가이며,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대몽골 투자확대효과를 가져다주
고 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역에는 10여 곳의 통관지점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중국과 몽골은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이재영 외 2012, p. 141).
중국은 몽골 광물자원 개발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한 국가이며 광산,
석유 탐사와 개발분야에 총 25억 310만 1,100달러를 투자하여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총액의 71.9%를 차지하고 있다(이재영 외 2012, p. 136).
특히 중국의 대몽골 투자의 71%도 광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 우
라늄, 아연, 석탄, 합성금속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몽골의 광산개발부문에 진출하고 있다(이재영 외 2012, p.139).
이와 같은 중국의 몽골과의 협력, 투자 강화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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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자원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몽골과의 협력 강화를 추
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Ⅳ.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 정책 및 실태

1. 일본의 자원개발 정책
일본의 자원개발정책은 ODA,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다양한 제도적 장
치들을 활용해 투자대상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
준, 지역 수준, 2국 간의 대화를 다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자
원국에 대해서는 탐광이나 개발을 지원하고, 이미 일본기업의 개발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지원하며, 자립적 경제발
전을 지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등 자원보유국의 형
편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자원소국인 일본으로서는
세계의 에너지시장의 안정과 성장이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에너지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국제공헌을 강조한다(김
정기 2009, p. 100).
이와 같은 일본의 자원개발정책의 특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종합적 관계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해 자원보유국의 필요
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자원국
경제의 다각화, 고도화를 목표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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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이외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원조 제공 외에도 자원보유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키는 기술
협력이나 산업정책의 노하우 전수도 중요시하고 있다.
2010년 ‘열린 국익증진- 세계인들과 함께 살고 평화와 번영을 구축한다’
라는 제목의 ODA 개정안은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 ODA를 개발협력의
핵심으로 위치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일본의 국익증진과 연계시킬
것을 구체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베푸는 자선활동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공동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
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윤석상 2011, p. 78). 구체적으로 중소
기업 진흥, 수자원 개발, 교육과 의료 등 사회인프라 정비에 대한 협력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적 교류 확대, 직접투자의 도입을 포함하는 투자교류
등을 통한 자원국과의 전략적인 관계 구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원조 실시체제와 관련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는
데, 민간기업과 연계 ․ 강화 및 사람, 지혜, 기술, 자금 등을 결집시킨 올재팬
시스템(All-Japan System)의 구축이다. 이는 ODA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원조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민간제안형 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
간참여는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정투자에 비하
여 높은 재정적 가치(value for money)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민간참여는 공공사업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있
는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유영철
2008, pp. 30~31).
둘째, 일본경제 성장과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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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아베 내각의 ‘일본 재흥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신성장
전략’은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복지’를 목표로 자민당 정권의
공공사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같은 ‘제1의 길’이나 시장원리주의에 기초한
공급사이드의 생산성 중시 경제정책과 같은 ‘제2의 길’이 아닌 환경과 건
강, 그리고 관광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内閣府 2010).
특히 환경 ․ 에너지 분야를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제시하
고 있는데, 환경 ․ 에너지 기술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에 공헌하며, 환경 ․ 에
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재생기회로 삼아 국민 개개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성장전략’에서 제시하는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2020년
까지 50조 엔 이상의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14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
며,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도시교통,
수도, 에너지(원자력, 태양광발전, 석탄화력발전) 등 인프라 정비지원과 친
환경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민관협력으로 지원하고, 수출을 포함해
19.7조 엔의 시장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内閣府 2010).
이와 같은 일본의 환경 ․ 에너지 전략은 아베 내각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데,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중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제전개전략’의 핵심 내용은 해외인프라 수출, 자원확보를 위해 톱세일즈
와 함께 관민협조체제 강화, 전략적인 ODA 활용, 국제협력은행(JBIC)와 일
본무역보험(NEXI)를 통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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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과 관련해 투자확대와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
고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원공급선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日本再興戦略 2013).

표 17. 일본기업 인프라 수출 강화대책

국제 연계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제 컨소시엄
형성 지원

국제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공적자금지원 활용지원
∙ 국제 컨소시엄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가능성조사 창립
∙ JBIC, NEXI 무역보험 활용

공적자금 정비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비용삭감 촉진을 위해 해외 현
지법인에서 공급하는 물품 등에 공적자금 지원
∙ NEXI를 활용한 해외 현지법인 거래 시 무역보험 적용
∙ JBIC 수출금융조달조건에 해외 현지법인 포함

해외 개발거점 활용을
개발계획과정에서 저코스트화, 현지에 적절한 인재 육성 지원
위한 인재 육성
기업의 코스트 경쟁력
국제 연계 추진, 해외기업 인수 ․ 합병, 국내기업 간 연계 촉진
강화
수주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타당성 조사

제정지원방법과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망 프로
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지원

정보수집 강화,
민간전문가 활용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메커니즘 구축

인프라 비즈니스
인재 육성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재
육성
포괄적 안건 수주개발 지원

정부 간 협력 구축

유망 프로젝트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 정부 간 협력메커니즘 구축
∙ JICA를 통한 마스터플랜 작성

399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표 17. 계속

포괄적 안건 수주개발 지원

장기 자금 공급

초기 투자의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도시개발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지원 실시
∙ JBIC 장기자금 공급, JICA 해외투자융자 활용
인프라․ 시스템 우위성에 대한 홍보

연수생 초청, 전문가 투자대상국 연수생 초청 ․ 교육,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본기술의 우
파견
위성과 이해 촉진
일본 유학생, 장기 연수자와 연계하여 인프라 수출 지원
일본유학, 일본연수
∙ 일본유학생, OB 연수생을 적극 활용한 해외연수 및 세미나 실시
경험자와 연계
∙ 일본으로의 유학 및 연수 지속적 지원
실증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대상국의 제도 정비
금융지원 강화

현지통화로 공적
파이낸싱 확충

인프라사업 투자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현지통화의 파이낸싱 확충
∙ 현지통화 파이낸싱 지원을 위해 JBIC 활용
∙ JICA에 의한 현지통화 해외투자융자 실시
∙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시 NEXI의 무역보험 활용

NEXI의 중소기업 보험업무 확충, JBIC 융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속한 처리, 일본정책금융금고 등의 중소기업 해외활동 자금조달
지원
JBIC 융자 적극화,
인수 ․ 합병 지원

산업계 요청이 있는 공적자금을 양적으로 확충하여 해외자산 매수
강화

자료: 経済産業省, 日本企業のインフラ․ システム輸出に係る競争力強化策,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685/pdf/004_05_00.pdf(검색일: 2014. 6. 10).

이와 같은 일본의 자원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째, 자원개발에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ODA가 선
진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자선활동’이 아니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공동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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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가는 ‘반응적 국가’에서 탈피해 일본이 직면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과제해결형’국
가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윤석상 2011).

2.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정책
일본의 몽골에 대한 자원개발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ODA를 활용한 경제 ․ 사회 인프라 확
충을 위한 지원이며, 두 번째,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확대 지원이다.
자원개발협력에서 상대방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여외교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DA로 대표되는 기여외교는 인간안전보장 확
보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들 중 하나이자 국가이미지 향상을 통한 소프트파
워의 확산으로 자원개발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정부는 몽골이 시장경제 이행기
인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몽골 최대 공여
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몽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ODA의 전개
는 지원 성격과 목적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는 사회주의에
서 민주주의 이행기인 1991~92년까지로 시장경제 이행에 따른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 상품 조달 및 석유 ․ 식료품 공
급 등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단계는 1993~95년까지로 몽골경
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긴급지원형태에서 프로젝트
형 원조로 전환되었다. 일본 ODA의 중점이 경제인프라부문 정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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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및 목축업 진흥 원조 등 기초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3단계
는 1996~2000년까지로 중점지원분야가 경제인프라 중시에서 지적분야 지
원, 인재양성 등 소프트형 원조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4단계는 2000년대 이
후로 시장경제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몽골
의 필요에 부합하는 원조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2010년 이
후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보전 지원,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두고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ODA白
書 2013).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중점지원분야를 책정하고 있는데, 첫째, 빈곤해
결을 위해서 농목업 경영 개선 및 수질 개선 ․ 보건의료 ․ 교육 분야 중심의
기초적 사회서비스 강화, 둘째,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거버넌스 강
화, 셋째, 울란바토르시의 도시기능 강화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광물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거버넌스 강화 분야로 일본정부는 광물자원의 개
발 ․ 가공 ․ 이용과 관련한 계획 책정과 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정
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 기술 지원 및 인재육성,
법제도 정비 등 거버넌스 체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
다(ODA白書 2013).
투자확대 지원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몽골의
자원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한 투자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는
2007년 2월 ｢일본 ․ 몽골 기본행동계획｣에 의거해 2007년 설립된 ‘일본 ․ 몽
골 무역투자 민관협동협의회’와 ‘일본 ․ 몽골 광물자원 개발 관민합동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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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는 일본의 자원
개발과 관련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일본과 몽골의 상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성격
을 갖고 있다.
‘일본 ․ 몽골 무역투자 민관협동협의회’는 몽골의 무역 ․ 투자 환경 정비,
환경보호, 산업구조 다변화 등 몽골경제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 몽골 광물자원개발 관민합동협의회’는 몽골
광물자원의 종합적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발을 촉진하고, 몽골 경제
발전 및 일본에 대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일본정부와 몽골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 ․ 몽 간 협의회 설립은 중
점과제 및 투자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정책 실행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몽골 자원개발협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
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2013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의 후속조치로 ‘일본 ․ 몽골 중기 행동계획’을 통해 무역 ․ 투자 및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관민합동협의회 성과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
의하였고, 2014년 6월에는 제1회 ‘일본 ․ 몽골 전략대화’를 개최함으로써 몽
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몽골의 자원개발과 관련해 재정적 지원확대를 위해 일본정부는 국제협
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활용하고 있다.
JBIC는 2012년 정책금융공고의 국제금융업무부문을 담당하는 국제협력은
행이 분리 ․ 독립하여 설립된 100% 정부출자기관으로 해외자원 개발 및 획
득을 촉진하고,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지구온난화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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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해외사업 전개, 그리고 국제금융질서 안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JBIC의 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일본기업에
대한 후방지원이다. 우선 에너지 ․ 자원 개발과 관련해 JBIC는 석유, 천연가
스 등 에너지 및 철,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외자

표 18. ‘일 ․ 몽 광물자원 개발 관민합동협의회’ 주요 내용

개최시기

주요 논의내용

∙ 몽골 투자환경 개선(오염대책, 공평한 법률 집행)
∙ 몽골정부의 산업다각화 방안 소개
∙ 관민합동협의로 격상

1회

2007. 6

2회

2008. 10. 10

∙ 외국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무역투자청 기능 강화, 법률 정비,
비즈니스 핸드북 발행
∙ 투자에 필요한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지원방안 소개

3회

2009. 12. 16
~ 17

∙ 일본 민간기업 인프라 정비, 법제도 개선 등 투자환경 관련 협의
∙ 광물자원개발지역 신규철도 프로젝트, 석유정제공장 건설 등 소개

4회

2010. 12. 13

∙ 희토류 관련 탄전 개발 협의
∙ 광물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 정비
∙ 광물자원 개발 관련 몽골 국가전략, 클린 테크놀로지 분야 협력 논의

5회

2011. 12. 15

∙ 석탄,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 이용과 관련한 현황 및 향후 전개
방침 논의
∙ 석탄분야 협력사업 및 광물자원분야 공동조사, 인재육성 논의

6회

2013. 5. 3

∙ 천연자원 개발
∙ 몽골 대기오염 해결 협력사업 성과
∙ 몽골 세미콕스 제조 검도
∙ Tava Tolgoi 탄광 개발협력 기대
∙ 지질조사, 희토류 협력관계
∙ 석탄분야 협력(건식석탄기술 등)

자료: 経済産業省, New Release, 각 년도, http://www.meti.go.jp/press/index.html(검색일: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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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발과 자원수입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전개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인프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본기업 중심의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
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외국정부에 대해서도 투자금융 및 보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윤석상 2011, p. 78).
몽골 자원개발과 관련한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본정부는 신에너
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활용하고 있는데, NEDO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문제 해결, 산업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특히,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국내외 수요에 적합한 유망분야
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고, 이를 일본기업에 적용함
으로써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몽골의 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ODA를 활용한 몽
골의 사회 ․ 경제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본기업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 및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협력 실태
가. 공적개발원조
일본은 몽골에 대해 시장경제로 이행한 1991년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
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규모를 늘여왔으며 최대 공여국의 지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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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대몽골 ODA 구성비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1991

48.36

33.08

4.02

1992

24.59

39.08

6.81

1993

33.21

45.35

18.10

1994

47.53

59.05

22.72

1995

44.93

58.25

23.37

1996

58.27

48.03

18.13

1997

42.98

50.46

19.33

1998

0

52.75

24.65

1999

0

53.74

19.29

2000

61,39

65.68

19.58

2001

0

52.12

28.45

2002

0

40.60

27.37

2003

0

30.85

24.52

2004

0

18.80

14.68

2005

29.81

40.06

20.45

2006

0

43.30

22.04

2007

288.07

41.34

19.49

2008

0

31.53

16.14

2009

28.94

31.35

12.86

2010

50.00

47.78

21.93

2011

15.00

50.09

18.40

2012

0

34.04

17.03

2013

42.00

집계 중

집계 중

합

753.69

967.33

419.36

자료: 外務省, ODA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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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전체 ODA 지원금액 2,140억 엔 중 교육시설 확충, 수질개
선 ․ 급수시설 확충,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비율
이 64%로 유상원조 비율보다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20 참고).
유상원조의 대부분도 사회센터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전시
스템 사업 등 사회 ․ 경제적 인프라 투자에 제공되고 있다.
엔차관의 경우 [표 22]에서 나타난 것처럼 식량원조 등 긴급경제지원에
서 사회경제적 인프라 시설 투자증대로 진행되고 있다. 1996년 바가루느 ․
시베어버 탄광개발계획, 1997년 몽골 탄광 종합계발계획의 경우도 일본의
자원확보를 위한 원조가 아니라 몽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발
전소용 연료확충 차원에서 비구속성 원조형태로 진행된 것이다(JICA 1997).
그리고 일본의 몽골 전체 ODA에서 광물자원 개발과 에너지분야가 차지하
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 21. ODA 중 광물 ․ 에너지 분야 비중

엔차관

금액

(단위: 억 엔)

비율(%)

바가루느 ․ 시베어버
탄광개발계획
58.27
몽골탄광종합개발계획
42.98

무상자금협력

금액

비율(%)

32.80

3

울란바토르 제4화력
발전소 개수 계획
9.36
188.19

24

울란바토르 제4화력
발전소 효율화 사업
44.93, 42.01

울란바토르 제4화력
발전소 개수 계획
3.06, 3.56, 11.73
태양광 활용 클린에너지
도입 5.09

자료: 外務省, ODA白書에 의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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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 이후 유상원조의 특징은 사회복지, 중소기업 지원, 교육시
설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교
육, 도시개발을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는 몽골 민간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고, 광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 다
변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 확충의 경우 광물자

표 22. 시기별 엔차관 내역

(단위: 억 엔)

단계

연도

1단계

1991

상품차관

비구속성

48.36

1992

상품차관

비구속성

24.59

1993

철도운송정비계획

비구속성

33.21

1994

철도운송정비계획

비구속성

47.53

1995

울란바토르 제4화력발전소 개수사업

비구속성

44.93

1996

바가루느 ․ 시베어버 탄광개발계획

비구속성

58.27

1997

몽골탄광종합개발계획

비구속성

42.98

2001

울란바토르 제4화력발전소 개수사업

비구속성

61.39

2006

중소기업육성 ․ 환경보전시스템 사업계획

비구속성

29.81

2008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건설사업

구속성

288.07

2009

사회센터 지원 프로그램

비구속성

28.94

2010

중소기업육성 ․ 환경보전시스템 사업계획

비구속성

50.00

2012

사회센터 지원프로그램

비구속성

15.50

2013

울란바토르 제4화력발전소 효율화사업

비구속성

42.01

2014

공학계 고등교육지원사업

비구속성

75.35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내역

자료: 外務省, ODA白書에 의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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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데, 교원육성과 커리큘럼 개선, 기자재 정비를 통한 공학계고등교육
기관의 기능강화 및 공학계인재의 일본유학 추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JICA 2014). 특히, 엔 차관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 사업의 경우 비구속
성 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상자금협력의 경우 초기 식량원조와 철도시설, 공공운송, 도로포장, 식
육 ․ 유제품 가공시설 정비 등 산업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의료시설 확충, 초
등교육시설 정비, 빈민구제, 사회센터 확충 등 지원분야가 다양해지고 있
다. 또한 무상자금협력 중 도로확충, 급수시설 개선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
업의 경우 2009년부터 증여계약(Grant Agreement)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표 23. 2009년 이후 무상자금협력 중 증여계약 추진내역

연도

2009

2010
2011
2012

사업명

(단위: 억 엔)

금액

진행상황

울란바토르 고가 건설

37.52

완료

Darxan시 급수시설 개선

9.83

완료

제4차 초등교육시설 정비

33.41

실시 중

카라코람박물관 건설

4.958

완료

태양광사업

5.900

완료

담수, 자연보호 사업

7.560

완료

국립라디오 ․ 텔레비전대학 교육기자재 사업

1.009

완료

울란바토르 급수개선 사업

34.07

실시 중

울란바토르 소화기 보급 및 소방기자재 개선

8.400

실시 중

문화유산센터 기자재 정비

0.474

실시 중

자료: JICA, 無償資金協力プロジックト実施状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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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사업의 경우는 법 ․ 제도 정비, 인재육성, 지방육성, 환경관리 등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 ․ 제도 정비의 경우 조정제도 강화 프로젝트
와 내부감사 및 업적모니터링 능력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제도 개선과 공적기관의 내부감사기능 확충, 재정규율 강화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직접투자 촉진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가 보호, 고
용창출, 산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정보투명성 제고, 공무원 부패척결, 비즈니
스 관련 업무효율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농목업 경영모
델 구축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목업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친 경영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구가
집중된 울란바토르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대책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24. 주요 기술협력 사업내역

분야

교육

거버넌스

민간센터
개발

(단위: 억 엔)

사업명

아동발달지원 지도자 개선 프로젝트(2)

2010. 3~2013. 8

아동발달지원 지도법 개선 프로젝트(1)

2006. 4~2009. 7

조정제도 강화 프로젝트(2)

2013. 4~2015. 12

내부감사 및 업적모니터링 능력 향상 프로젝트

2012. 1~2013. 12

조정제도 강화 프로젝트(1)

2010. 5~2012. 11

외국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capacity development 프로젝트

2010. 11~2013. 5

몽골 ․ 일본 인재개발센터 ․ 비즈니스 인재육성 프로젝트

2012. 1~2015. 1

농업 ․ 농촌 복합농목업 경영모델 보급 및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개발
복합농목업 경영모델 구축지원 프로젝트
환경관리

2010. 3~2013. 3
2006. 6~2009. 6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대책 능력 강화 프로젝트

2013. 12~2017. 6

울란바토르시 폐기물관리능력 강화 프로젝트

2009. 10~2012. 10

자료: JICA, 技術協力プロジックト実施状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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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본 ODA의 공여실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ODA는 몽골인들의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과
몽골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전략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표 12]의 몽골인이 선호하는 일본과의 협력분야와 [표 15] 몽골
정부의 중점투자분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ODA는 몽골인들이 필요
로 하는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몽골정부가 추진하는 인재육성, 환경대
책, 솜센터 건설, 에너지 등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정책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일본 ODA가 지닌 현실주의적 ODA
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ODA는 경제적 현실주의, 예컨대 개발도상
국들에 ODA를 제공함에서 자국의 자본재를 수원국 정부가 구입하게 하고
그 소요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몽골에 대한
일본의 ODA는 오히려 무상협력, 기술협력, 비구속성 중심의 엔차관 제공
을 통한 협력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원개발 투자에서 긍정적인 효
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JBIC, NEDO의 자원개발협력 실태
몽골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는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액에 대한 일본의 투자액 비율을 보면 0.12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
한 현실은 몽골 자원개발과 관련한 일본기업의 진출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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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대표적으로 종합상사인 마루베니(丸紅), 미쓰비시상사(三菱商
事), 소지쯔(双日),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의 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
통적으로 일본은 해외자원 개발을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왔다. 마
루베니는 1995년 몽골 ․ 미국 합작회사인 Erdmin사에 700만 달러의 자금출
자를 통해 몽골에 진출하였고, 2010년 Winsway사와 중국 석탄 판매를 확대
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미쓰비시상사의 경우 2009년 7월 몽
골과 우라늄 개발협정을 체결했으며, 12월에는 우라늄 채굴회사인 프랑스
아레바(AREVA)몽골사의 주식 34%를 획득, 몽골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소
지쯔사는 2012년 몽골의 중 ․ 몽매탄유한공사(中蒙煤炭有限公司) 지분 10%
를 획득, 몽골산 석탄의 중국수출 무역에 참여하였다. 스미토모상사(住友商
事)의 경우 광산 ․ 건설 기계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9
년 8월 트랜스웨스트 몽골을 설립하여 광산기계류 판매 ․ 서비스에 집중하
고 있다(日本モンゴル経済委員会事務局 2013, p. 6).

표 25. 중국과 일본의 몽골 자원개발 투자 비율(신고기준, 1990~2011년) (단위: 천 달러, %)

중국

일본

전체 투자액

광물, 석유

비율

전체 투자액 광물, 석유

비율

전체 중국
투자액 대비

3,483,500.5

2,503,101.1

71.9

160,031.1

2.7

0.123

4,296.2

자료: 이재영 외(2012),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6, p. 149에 의거해 작성.

그러나 일본은 2012년 이후 몽골의 자원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
이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와 일본경제 재생, 그
리고 중국의 몽골 투자확대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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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2012년 이후 JBIC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몽골 경제개발부와 몽골의 제조업 지원을 위한 80억 엔 융자
에 합의하였고, Jorf Lasfar Energy Company 5&6사가 몽골에 건설하는 석
탄화력발전소용 증기터빈 구입비용 2억 16만 달러를 바이어 그레딧 뱅크론
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3월에는 몽골 재무부와 수출 그레딧 라인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금융부문의 협
력 강화는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기업 진출에 필
요한 자금지원 강화와 자원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등의 일본 수
출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JBIC의 대몽골 투자는 2013년 ‘일본 ․ 몽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후 활발해지는데, 2013년 몽골 경제개발부와 80억 엔 상당의 수출 그레
딧 라인을 체결하여 몽골기업이 일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기 위
해 필요한 자금융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몽골개발은행이 2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 채권 발행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보증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몽골정부의 자금조달 다양화와 일본투자가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석탄, 동 등 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일본산
기계류 수출의 기회를 확대하며, 자원개발을 위한 몽골과의 긴밀한 협력관
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NEDO의 경우 몽골의 지질조사와 광물탐사, 자원개발에 필요한 기술개
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2006년 몽골 광
물자원에너지부와 석탄탐광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8~09년에
는 Khoot 지역 지질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NEDO의 몽골
과의 협력사업은 자원조사보다 자원개발 및 환경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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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클린 석탄기술 추진사
업을 전개해 몽골의 저품질 석탄 활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
며, 2013년에는 저품질 석탄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몽골 건유연탄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몽골에너지
부와 2국 간 그레딧 제도를 활용한 고효율, 전력손실을 최소화한 송전기술
실증사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민간기업의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3년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일
본기업의 몽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몽골 현지 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하
였고, 오릭스는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목적으로 몽골 현지 기업
을 중심으로 미쓰이상사(三井商事) 등이 설립한 50억 엔 규모의 ‘몽골리아
오퍼튜니티 펀드’에 10% 출자하는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후방지
원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Ⅴ. 일본의 대(對)몽골 투자의 특징
일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몽골과의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중장기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민
․ 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몽골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가 중국의 몽골 자원개발 투자액의
0.12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몽골
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일본 ․ 몽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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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 ․ 관
협의체가 중요한 이유는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상대방 국가들의 선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 분야와 방법 등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 협력체계

둘째, 몽골의 발전과 자원개발 투자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몽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몽골
협력정책들은 몽골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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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인프라 정비 및 산업기술 노
하우 전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몽골인들의 몽골 경제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원개발분
야에 집중된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판과 실업 ․ 빈곤 대책, 교육시설 확충
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자원개발 중심의 투자가 비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몽골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가 낮은 일본의 경우
중국과 다른 방식, 즉 직접적인 자원개발 투자보다 ODA 중점지원분야로
사회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은 일본의 자원개발 투자
에서 몽골인들의 인식에 협력파트너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몽골정부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
에서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기술개
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즉 일본이
지속적으로 기술협력과 인재육성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투자해왔다는 사실은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사업추진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원개발 투자에서 ODA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 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실은 일본 ODA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무라(木村) ․ 토도(戶堂)(木村秀美 ․ 戶堂康之 2007)는 일본의 ODA가 수
원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기업의 해외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의 경
제적 이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선병효과(Vanguard Effect)’라고 규정한다.
또한 블레즈(Blaise 2009)의 경우도 기무라 ․ 토도의 연구결과와 차이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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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인프라 확충을 위
한 일본의 ODA가 장래에 일본기업들의 FDI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
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로 규정하고 있
다(윤석상 2011, p. 69; 2013, p. 141).
셋째, 자원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리스크를 최
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 투자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투자협력체
제는 사회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에 필요한 JICA의 ODA,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 금융 ․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JBIC와 NEDO 등을 활용함으로써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본기업과 몽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지원
을 통해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일본의 대(對)몽골 자원개발 투자정책의
유용성과 한국에의 함의
일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대
몽골 자원개발 협력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 되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몽골인 ․ 몽골정부의 인식,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일본의 실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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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았다.
몽골인 ․ 몽골정부의 몽골경제와 자원개발 투자 관련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일본의 입장에서 투자국의 일방적인 개발협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몽골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확보와 시장진출을 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몽골의 경제사회에 대한 몽골인 ․ 몽골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패해결, 빈곤해결, 교육확대, 법제도 정비 등 사회인프라 개선과
함께 산업다각화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자원개발 협력파트너
에 대한 선호에서 투자규모가 작지만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
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즉 기존 일본의 대몽골 협력사업
및 투자가 몽골인 ․ 몽골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일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
고 이와 같은 협력 강화는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모색하는 일본에 있어 기
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대몽골 협력사업 및 자원개발 투자
와 관련한 정책적 특징인 몽골의 현실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은 한국
의 대몽골 자원개발 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투자환경 정비와 지원체계인 운영체계와 관련해서이다. 일본은 높
은 기술력, 산업경쟁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자원개발 투자를 강화하
기 위해 사회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몽골인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해 금융과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과 기술 지원의 경우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몽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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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기업, 외국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개발을 통한 이익획득
뿐만 아니라 금융이익, 기술보급에 따른 국제표준화 달성 등 자원개발 투
자 이외의 산업분야도 성장할 수 있는 윈 ․ 윈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둘째,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일 ․ 몽 광물자원
개발 관민합동협의회’와 같은 몽골과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몽골의 실정에
맞는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
다. 이 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인다.
셋째,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 중심의 협력과 비구속성 형태의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목적과 관
련해서 지나친 경제적 실익추구의 지양이 요구되는데, 경제적 이익확보라
는 의도가 드러나는 협력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시각과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도 이타적이지 않은 협력은 비우호적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윤석상 2013, p. 143).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비구속성 원조 및 무상원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몽골에 대한 일본의 ODA는 무상원조 비율이 높으며, 원조의
형태에서도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협
력대상국가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몽골 자원개발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국 한국의 몽골에 대한 개발협력의 지향
점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이익확보 모두를 아우르고, 몽골인 ․ 몽골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 정예화,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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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구축과 이에 바탕을 둔 세부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체계의 일원
화 등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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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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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러시아는 자신의 아시아 지역을 개발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 정치 ․ 경제의 중심축이 아 ․ 태로 이동되
면서 자신의 아시아 지역을 개발하여 아 ․ 태 시장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극동지역과 인접된 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베리아의 바이칼 지역이 2013년 3월 29일 러시아 중
앙정부가 승인한 2025년까지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이 담긴 ｢극동 ․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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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국가프로그램의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되
었다.1)
기존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들이 수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준비되고 있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서 한반도와 경계를 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국내연
구 역시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과정에 동시베리아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바이
칼 근처의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국내의 연구성과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
다.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바이칼 크라이(주도: 치타市), 부랴트 공화국(수도: 울란-우
데市), 그리고 이르쿠츠크州(주도: 이르쿠츠크市)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3개 주체가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
역 개발정책에 포함되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본 글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인접된 동시베리아
연방 주체의 노동시장 환경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노동시장 환경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1) 국가 프로그램 ｢극동 ․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의 개발대상지역에 극동연방지구 전체와
바이칼 지역(이르쿠츠크 주, 부랴트 공화국, 자바이칼 크라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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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공간

본 글에서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시베리아 3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인구 수, 생산가능인구, 실업자 수, 경제활동 영역별 취
업인구, 영역별 기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을 분석하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방주체들에 대한 분석순위는 지리적으로 한국
에 가까운 순으로 한다. 자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
크 주 순으로 한다. 그리고 분석할 내용은 2014년 2월과 7월의 현지 방문조
사 내용(인터뷰 등)과 개별 연방주체의 통계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통계자
료2)로 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연구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시베리아 지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러시아 중앙정부의 동시베리아

2) 본 글에서 활용되는 동시베리아 지역 내 통계청 자료는 참고문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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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책을 개괄하면서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부각
시킨다. 제3장에서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인구 현황 및 분포,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탐색하고, 제4장에서는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와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동시베리아 노동
시장 환경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결론으로 대신하면서 논의를 마치는 것
으로 한다.

Ⅱ. 연구공간에 대한 인식

1. 동시베리아에 대한 인식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행정구역상의 시베리아와 경제지역 구분에서의 시
베리아 개념이 그것이다. 첫째, 행정구역상의 시베리아 개념이다. 이는
2000년에 집권을 시작한 푸틴이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통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구조를 재편성하면서 등장된 개념이다. 취임
일주일 만인 2000년 5월 13일, 당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89개 연
방주체를 7개 광역권 연방지구로 묶어 관리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그 당시
결성된 7개의 연방지구는 중앙, 북서부,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연방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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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푸틴의 7개 연방지구 결성(2000년 기준)

2008년 메드베제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7개 연방지구가 8개로
늘어났다. 2010년 1월 19일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남부 연방지구의 일부 주
체들을 묶어 새롭게 북카프카스 연방지구(CКФО)를 결성했다. 현재의 러시
아는 8개 연방지구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의 연방지구 개념에서 시베리
아 공간은 푸틴 시기와 메드베제프 시기에 변화되지 않았다. 우랄 연방지
구와 극동 연방지구 사이에 있는 행정주체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시베리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랄 연방지구와 극동 연방지구 사이에 있는 공간 및 행정주체 전부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러시아의 경제지역 구분에 따르는 시베리아 개념이다. 여기에는
또 다시 동시베리아와 서시베리아로 나누어진다. 예니세이 강을 경계로 동
․ 서 시베리아로 나누어진다. 서시베리아(예니세이강 서쪽부터 우랄산맥)에
는 알타이 공화국, 알타이 지방, 케메로보州, 노보시비르스크州, 옴스크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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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스크州, 우랄 연방지구의 듀멘州(한타 ․ 만시스크 자치주 포함) 등이 포함
된다. 서시베리아 지역에는 300개 이상의 석유와 가스 산지가 있으며, 러시
아 전체 석유의 3/4과 가스의 9/10에 달하는 막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다. 서
시베리아 지역에는 케메로보州의 북동쪽과 노보시비르스크州의 남부를 비
롯한 기타 지역에 석탄이 풍부하다. 서시베리아의 대규모 이탄(泥炭) 산지
에서는 전체 러시아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톰스크와 듀멘
州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3)
동시베리아에는 티바, 하카시야, 부랴트 공화국과 크라스나야르스크 크
라이, 이르쿠츠크州, 자바이칼 크라이 등이 포함된다.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하여, 석탄 ․ 전기(전력) ․ 화학 및 산림공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시베리아 지역에 수력자원 ․ 석탄 ․ 유색 및 희귀금
속(구리, 니켈, 코발트, 몰리브텐, 티탄, 금, 백금)이 집중되어 있다. 목재 보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리고 티바 지역을 비롯한 동시베리아의 석탄
및 산림자원은 러시아 전체 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며, 수력자원
․ 철광석 ․ 구리 ․ 니켈의 생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베리아 남부의
양 사육과 북부의 순록 사육은 전통산업이다. 그러나 동시베리아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경공업과 식품공업은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4)
경제지역 구분에서 동시베리아는 서부러시아와 동부러시아의 중간에 위
치해 있다. 서시베리아는 유럽러시아의 경제구조에 편입되어 개발되어왔
다. 그리고 동부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러시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극동지

3) В.Г.Глушковой и Ю.А.Симагина Под ред(2013),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зкономика(Москва: КНОРУС), сс. 188-195.
4) 이영형(2013a), 시베리아 지역연구: 공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서울: 엠애드,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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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개발정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극동지역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베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의 개발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
다. 본 연구는 동시베리아의 연방주체들 중에서 3개 연방주체(자바이칼 크
라이, 부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州)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기 3개 지역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에 포함되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국내에서 동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 러시아 중앙정부의 동시베리아 개발정책
2013년 3월 29일 러시아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
발계획이 담긴 ｢극동 ․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이하 ｢극
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을 승인했다. 동일 프로그램의 개발대상지역은
극동 연방지구 전체와 바이칼 지역(이르쿠츠크 주, 부랴트 공화국, 자바이
칼 크라이)가 포함된다.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는 제조업 분야 육성
에 기초된 경제의 효율성 향상, 광물자원, 임업, 수산, 농업, 수송, 전력, 관
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
그동안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이 계속되어왔지만, 동

5) 김학기(2013b),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극동 ․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
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6호, pp. 50~61; 김학기(2013a),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서울: 산업연구원, pp. 95-1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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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크 주가 포함되지 않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만
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금번의 개발 프로그램에는 이르쿠츠크 주가 포
함되어 있다.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정책으로 개발대상
지역이 확장된 것이다.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를 비롯한 다양한 형
태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목표는 극동 및 바이
칼 지역을 개발하여 아 ․ 태 시장에 편입시키는 데 있으며, 동일 지역을 대
상으로 제조업, 광물자원, 수송인프라, 전력인프라, 농림수산 부문을 집중
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6)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0조 7,000억 루블
(38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7) 자금조달
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언론보도
에서 재원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
액이 매년 최저 1,000억 루블(약 3조 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자금조달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외국
인투자를 통한 자금조달규모나 유치방안 등에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자금조달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연이어 나타나
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발표된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와 별도로 2013년 12월
6일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으로 연방 특별 프로그램 ｢극동 ․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18｣이 승인되었고, 동일 프로그램의 현실화에 필요한 별

6) 이재영 외(2010), 한 ․ 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서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pp. 62~77; 이영형(2013a), pp. 222~224.
7) 김학기(2013b), p. 58.

∙ 432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표 1. 제3기 푸틴 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주요 개발프로그램

명칭

승인 일시 이행 기간

지위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 2013. 3. 29 2014~25 러시아연방 정부령 № 466-р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2018 2013. 12. 6 2014~18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 1128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2025 2014. 4. 15 2014~25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 308

도의 개발자금이 준비되어왔다. 교통/항만 및 에너지 관련 하부구조 등을
비롯한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에도 불구하고, 상기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 2014~
17년 기간 동안 투자될 자금(연방 및 지방 예산, 기타 자금 포함)이 [표 2]
와 같이 책정되었다.

표 2. ｢극동 ․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2018｣의 연도별 투자 자금

(단위: 십억 루블)

전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96.9

106.9

132

130.6

103.6

자료: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b0e/gp_mvr_visual.pdf(검색일: 2014. 8. 10).

연방 특별 프로그램 ｢극동 ․ 바이칼 개발계획 2025｣는 2014년 4월에 예산
삭감 및 개발방향 등이 대폭 수정된 새로운 ｢극동 ․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으로 발표되었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 및 동일 지역의
사회통계학적 상황 개선을 위해 준비되었고, 프로그램의 현실화를 위한 자
금이 배당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극동개발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2014~
20년까지의 연도별 투자자금 규모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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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극동 ․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의 연도별 투자자금

(단위: 십억 루블)

전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46.1

26.1

74.2

77.4

37.6

41.9

43.9

45.8

자료: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iblock/b0e/gp_mvr_visual.pdf(검색일: 2014. 8. 10).

결국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개발프로그램의 현실화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자금 마련
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최대의 걸림돌
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산규모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 중앙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의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
속되고 있다. 푸틴 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개발의지가 확고해보인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핵
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원개발보다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양화, 둘째, 거주환경 개
선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확보 등을 통한 주민 수 및 소득증대, 셋째, 극동
․ 바이칼 지역을 아 ․ 태 지역과의 교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미약했던 지난날의 개발프로
젝트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긴 실천적 개발프로젝트로 변화되고
있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의 핵심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제조
업 육성이다.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건실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에서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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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과 노동력확보 문제이다.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가 계속
적으로 감소되어왔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외부유출이 인구감소와 노동시장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제조업 육성 정책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노동력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지
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현재 시점에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Ⅲ.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생산가능인구

1. 인구 현황 및 분포
자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크 주 순으로 개별 주
체의 인구상황과 인구이동 현황,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등을 조사하면서 개
별 주체의 노동시장환경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가. 자바이칼 크라이의 인구 현황 및 분포
러시아의 극동 연방지구와 이웃하고 있는 자바이칼 크라이의 전체 인구
는 2001년 1월 당시 117만 8,800명 수준이었으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되어 2014년 1월 현재에는 109만 3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상황을 보면, 0~9세, 30~39세, 55~64세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이의 연령층에서는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
거나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8) 그리고 출생 및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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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의 자연증감현상을 보면, 2007년부터 사망자 수에 비해 출생아 수
가 증가하면서 인구증가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4. 인구의 자연증감 현황

2005

전체 인구
(연초, 천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32.8 1123.3 1115.1 1111.4 1109.2 1109.0 1106.2 1099.4 1095.2

출생 15327 15613 16652 17738 17816 17577 17136 17752 17392
전체, 명 사망 19521 17433 16186 16018 15255 15331 14615 14373 13663
증감

-4194

-1820

466

1720

2561

2246

2521

3379

3729

출생

13.6

13.9

15.0

16.0

16.1

15.9

15.5

16.2

15.9

1,000명당 사망

17.3

15.6

14.5

14.4

13.8

13.8

13.3

13.1

12.5

증감

-3.7

-1.7

0.5

1.6

2.3

2.1

2.2

3.1

3.4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에 기초해서 필자 재구성(검색일: 2014.
8. 10)

자바이칼 크라이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을 정리한다.
다른 주체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바이칼 크라이의 중심지인 치타市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및 몽
골과 인접되고 있는 크라스노카멘스크(Краснокаменск)市와 보르쟈(Борзя)
市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2001년 당시의 도시인구 비율은 63.6%
였으나, 2014년 1월의 그것은 67.1%로 높아졌다. 이러한 도시집중화 현상
은 경제 및 문화 활동이 주도인 치타市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 집중되어 있
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8) 자바이칼 크라이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부표 1. 자바이칼 크라이의 연령별 인구 구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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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시 및 농촌 인구(연초)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32.8 1123.3 1115.1 1111.4 1109.2 1109.0 1106.2 1099.4 1095.2 1090.3

전체 인구
지역별 인구

도시인구 725.4 721.4 720.3 721.6 721.9 726.0 730.0 729.8 731.6 731.7
농촌인구 407.4 401.9 394.8 389.8 387.3 383.0 376.2 369.6 363.6 358.6

전체 인구 도시인구
대비 비율(%) 농촌인구

64.0

64.2

64.6

64.9

65.1

65.5

66.0

66.4

66.8

67.1

36.0

35.8

35.4

35.1

34.9

34.5

34.0

33.6

33.2

32.9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자료 참조(검색일: 2014. 8. 10).

전체 인구를 성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개별 연도에 따라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성별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4~5%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의 비율은 47.8%, 여성은 52.2%로 기록되
고 있다.

표 6. 성별 인구 현황(연초)

2005

전체 인구
성별 인구
성별 비율
(%)

(단위: 천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32.8 1123.3 1115.1 1111.4 1109.2 1109.0 1106.2 1099.4 1095.2

남성

543.4

537.0

531.9

529.8

529.0

529.4

529.1

525.8

524.0

여성

589.4

586.3

583.2

581.6

580.2

579.6

577.1

573.6

571.2

남성

48.0

47.8

47.7

47.7

47.7

47.7

47.8

47.8

47.8

여성

52.0

52.2

52.3

52.3

52.3

52.3

52.2

52.2

52.2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자료 참조(검색일: 2014. 8. 10).

자바이칼 크라이의 인구감소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은 외부로의 노동이
민이다. 자바이칼 크라이 주민들 중에서 노동 가능 연령층에 있는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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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보다 양호한 노동시장을 찾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유입 및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 변화상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수천 명의 인구가 감
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그것은 유입인구가 2만 7,069명이었음
에 반해, 유출인구가 3만 5,623명에 이른다.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8,554명
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 7. 이민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입

18078

18826

18721

19640

20179

19298

25451

27770

27069

유출

21367

23140

22360

23261

22796

24180

34731

35376

35623

증감

-3289

-4314

-3639

-3621

-2617

-4882

-9280

-7606

-8554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자료 참조(검색일: 2014. 8. 10).

자바이칼 크라이의 인구 현황 및 분포 구조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가 시
간이 지날수록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자연증가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주현상이 지역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이주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 가능 연령층의 이
탈이 지역발전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이 지역 내 노동시장을 보다 열
악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된다.
나. 부랴트 공화국의 인구 현황 및 분포
자바이칼 크라이와 서쪽으로 이웃하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은 35만 1,300 km²
의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2014년 1월 1일 현재 97만 3,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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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가 이민에서 나타나는 인
구감소문제를 보완해주고 있다. 공화국 인구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부랴트 공화국의 인구 개황

2011

2012

2013

971.4

971.8

973.9

명

4,208

4,942

5,607

인구 1,000명당

4.3

5.1

5.8

-4,355

-4,523

-3,579

인구 수(천 명)
인구의 자연증감

이민증감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11.

부랴트 공화국 주민의 연령별 분포상황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
다.9) 1~15세, 25~39세, 55~59세의 인구는 미미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
가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층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 가능 연령층 인구 수의 변화
에 따르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랴트 공화국 전체 인구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보다 여
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13년 현재의 전체 인구에서 남성은
47.6%, 그리고 여성은 52.4%로 여성이 조금 많은 수치를 보인다.10)

9) 부랴트 공화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상황은 ‘부표 2. 부랴트 공화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 참고.
10) Бурятстат(2013),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Улан-Удэ), 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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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트 공화국의 도시화 정도는 비교적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수
년간의 도시거주인구 비율을 평균하면 59%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
나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부랴트 공화국 주민들의 상당수가 수도인 울
란-우데市에 거주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울란-우데市에 거주하는 시민
은 41만 6,100명 정도이고, 나머지 인구들은 개별 자치지역에 비교적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표 9. 부랴트 공화국 주민의 도시화 정도(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전체 인구

2012

도시 및 농촌 인구 구분

(단위: 천 명)

전체 인구 대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971.4

571.6

399.8

58.8

41.2

2013

971.8

573.4

398.4

59.0

41.0

2014

973.9

572.6

401.3

58.8

41.2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 (Улан-Удэ),
с. 18.

부랴트 공화국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이
민 문제이다. 지난 3년간 부랴트 공화국의 이민상황을 정리하면, 유입인구
에 비해 유출인구가 해마다 3,6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13년의 경우를 보면, 유입인구에 비해 유출인구가 3,579명 많았
다. 이러한 유출이민이 부랴트 공화국의 노동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이민구조가 지역경제에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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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부랴트 공화국의 이민 현황

(단위: 명)

2011

2012

2013

유입

30,376

35,191

37,514

유출

34,731

39,714

41,093

이민 증감

-4,355

-4,523

-3,579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с. 19-20의 내용을 필자 재구성.

부랴트 공화국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수도인 울란-우데市를 제외하
면 공화국 영토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경제중심지인 울란-우데
市, 카반스크 지역, 그리고 몽골로 이어지는 남쪽의 캬흐타 지역에 인구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2014년 2월과 7월 등 두 차례
울란-우데市에 위치해 있는 ｢비즈니스 센터｣ 기업인 및 ｢부랴트 공화국 한
민족 문화 협회(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의 로자 블라지미르브나(Роза Владимировна) 회장 등 다수의 지
역주민들과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울란-우데市 주민들의 상당수가 한국으
로의 노동이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
를 들었다.
다.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 현황 및 분포
이르쿠츠크 주 인구 역시 다른 연방주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고 있다. 2005년 1월 당시의 인구가 252만 4,000명이었으나, 2014년
1월의 인구는 241만 8,000명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감
소된 수치이다. 주도(州都)인 이르쿠츠크市에 절대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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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 현황(연초)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전체 인구(우스트-오르다 부랴트 지역 포함) 2,427,954 2,424,355 2,422,026 2,418,348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市

589,949

597,846

606,137

612,973

브라츠크(Братск)市

246,345

243,926

241,273

238,825

자료: 이르쿠츠크 주 통계청(http://irkutskstat.gks.ru/) 자료에 기초해서 필자 재구성.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 및 사회문화가 주도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르쿠츠크 주 전체 인구의 약 ¼에 달하
는 인구가 이르쿠츠크市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츠크(Братск)市에 다
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증감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인구의 자연증가현
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많아 인구감소현
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감소문제가 지역 내
노동환경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증감현상

표 12.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증감 주요 요인과 그 정도

2012

2013

출생자 수

38,555

사망자 수

인구 천 명당
2012

2013

37,908

15.9

15.7

33,639

33,033

13.9

13.6

자연증감

4,916

4,875

9.6

2.1

이민증감

-7,245

-8,553

-3.0

-3.5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
кутск), с. 17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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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구의 자연증감현상과 이주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표
12]와 같다.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연령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1~9세까지의 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지역 내 출생률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반면에 10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
는 연도별 오늘의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25~39세
까지는 증가추세, 그리고 그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미미한
차이로 교차되는 성향을 보인다.11)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은 다른 국가 및 러시아 내 다른 연방주체와 비
슷한 모습을 보인다. 2005년 이후 도시화 정도가 79.4%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1년부터 미미한 변화가 목격된다. 이르쿠츠크 주의 도시화 정도는 연도
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80% 정도에 이른다.

표 13.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도시 및 농촌 분포(연초)

인구 분포
연도

전체 인구(명)

2010

전체 인구 대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2,440,391

1,937,638

502,753

79.4

20.6

2011

2,427,954

1,932,306

495,648

79.6

20.4

2012

2,424,355

1,929,039

495,316

79.6

20.4

2013

2,422,026

1,925,617

496,409

79.5

20.5

2014

2,418,348

1,919,317

499,031

79.4

20.6

자료: 이르쿠츠크 통계청(http://irkutskstat.gks.ru/) 자료에 기초해서 필자 재구성.

11) 자세한 내용은 ‘부표 3.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연령별 구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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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성별 상황을 보면 여성의 수가 조금 많다. 2005년
이후 46.4~5와 55.5~6의 비율로 여성이 많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46.3과
53.7의 비율로 여성의 수가 조금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17만~18만 명 정도
로 여성인구가 많다.
이르쿠츠크 주의 인구감소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은 이민이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 이러한 이민현상이 이르쿠츠크 주의 전체 인구를 감소
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유입인구는 6만 7,600명이

표 14.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성별 구조(연초)

연도

전체인구(명)

2010

성별 구준

전체 인구 대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440,391

1,130,833

1,309,558

46.3

53.7

2011

2,427,954

1,123,647

1,304,307

46.3

53.7

2012

2,424,355

1,121,570

1,302,785

46.3

53.7

2013

2,422,076

1,120,428

1,301,598

46.3

53.7

자료: 이르쿠츠크 통계청(http://irkutskstat.gks.ru/) 자료에 기초해서 필자 재구성.

표 15. 이르쿠츠크 주의 이민 현황

연도

(단위: 명)

유입

유출

이민증감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2010

36,571

27,670

8,901

42,112

31,241

10,871

-5,541

-3,571

-1,970

2011

55,442

41,087

14,355

62,241

45,687

16,554

-6,799

-4,600

-2,199

2012

61,959

46,378

15,581

69,204

51,941

17,263

-7,245

-5,563

-1,682

2013

67,642

50,796

16,846

76,195

56,139

20,056

-8,553

-5,343

-3,210

자료: 이르쿠츠크 통계청(http://irkutskstat.gks.ru/) 자료에 기초해서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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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넘었으나 유출인구는 7만 6,100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민현상만을 본
다면,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8,550명이 감소된 결과로 나타난다.
필자가 2014년 2월과 7월에 이르쿠츠크 현지에서 ‘러시아 재판 아카데미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правосудия)’ 동시베리아 지부의 학술분과 부총장인
스테파넨코(СТЕПАНЕНКО Д.А.)와 이 아카데미 국제협력부장인 헤가이(Х
ЕГАЙ А.В.), 그리고 종합건설 관련 (토목)지질조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비공개주식회사(ЗАО) ‘보스트시브티시즈(ЗАО “ВостСибТИСИЗ”)’의 천영
일 사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활동
에서 이민문제가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
해서 이민문제를 평가한다면,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활동여건이 열악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다 많은 노동임금 수령이 가능한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이 이르쿠츠크 주의 노동시장환경을 분석하
는 데 중요한 하나의 변수 요인이 되고 있다.

2. 생산가능인구
가. 자바이칼 크라이의 생산가능인구
자바이칼 크라이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0~61% 정도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노동이주 등에 기초된 전체 인구의 감소에 따르는 결과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는 66만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6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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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자바이칼 크라이의 생산가능(연령별) 인구(연초)

2005

전체 인구

2006

2007

2008

(단위: 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1132.8 1123.3 1115.1 1111.4 1109.2 1109.0 1106.2 1099.4 1095.2

생산능력에 이르지
못한 아동인구

241.3

233.6

227.0

224.7

226.0

228.5

228.8

230.4

234.0

생산가능인구

719.9

718.2

714.5

710.2

703.8

695.5

687.6

675.3

663.2

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층 인구

171.6

171.5

173.6

176.5

179.4

185.0

189.8

193.7

198.0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기초로 작성.

자바이칼 크라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취업) 및 실업 수준을 정리한다. 먼
저, 지역주민의 연평균 경제활동수준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생산이 가능
한 전체 인구 66만 3,200명 중에서 47만 9,400명이 다양한 경제영역의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에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바이칼
크라이 주민의 연평균 취업수준은 58%이다.

표 17. 자바이칼 크라이 주민의 연평균 경제활동(취업)수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활동(취업)인구*(천 명) 516.8 505.9 489.8 465.8 479.6 470.5 478.0 475.6 479.4
취업(기업체) 수준( %)

60.0

59.0

57.3

54.7

56.7

55.8

57.1

57.6

58.0

*

주: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포함.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기초로 작성.

자바이칼 크라이의 실업자 역시 상당수에 이른다. 자발적 실업도 있겠지
만, 실업자의 상당수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다. 그리고 실업자들 중에서
일부는 국가고용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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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당을 받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바이칼 지역의 국가고
용기관에 등록된 실업자는 1만 명이 넘고, 이들 중에서 9,000명이 실업수당
을 받고 있다.
결국 자바이칼 크라이의 연평균 실업수준은 10%이다. 2008년에 최고의
실업률을 보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2013년 현재에도 10.5%
의 실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업수치에는 자발적 실업이 포함된
다. 자발적 실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 노동시장환경의 열악함이 지역 내 실
업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8. 자비이칼 크라이 주의 연평균 실업자 수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8.9

33.2

46.6

81.5

65.6

58.9

56.9

56.3

56.0

국가고용기관에 등록된
12.8
실업자 수(연말)

16.2

15.1

18.2

20.6

16.0

15.5

10.6

10.2

상기 실업자 중, 실업
11.5
수당이 지급되는 실업자

13.6

12.4

16.1

17.4

13.5

13.2

9.5

9.0

실업자(국제노동기구
조사방법에 기초)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기초로 작성.

표 19. 자바이칼 크라이 주민의 연평균 실업수준

주민의 실업수준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6

6.2

8.7

14.9

12.0

11.1

10.6

10.6

10.5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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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랴트 공화국의 생산가능 인구
부랴트 공화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2013년 현재 노동가능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15세
까지의 인구가 22.3%이고, 노동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층의 인구가 전체 인
구에서 17.7%를 차지했다. 201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59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
역 내 노동시장환경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의
60%가 생산가능연령에 포함된다.

표 20. 부랴트 공화국의 생산가능(연령 기준)인구 수(연초)

천명

전체 대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인구

971.5

971.4

971.8

100

100

100

생산능력에 이르지 못한 아동인구

206.8

211.1

216.3

21.3

21.7

22.3

생산가능인구

601.8

592.9

583.3

61.9

61.1

60.0

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층 인구

162.9

167.4

172.2

16.8

17.2

17.7

주: 생산가능인구는 남성의 경우 16~59세, 여성은 16~54세로 계산.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18의 내용을 필자 재정리.

201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58만 3,3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현장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42만 5,200명 수준이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3만
8,300명 수준에 이른다. 2011~13년을 기준으로 부랴트 공화국의 연평균 경
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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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 및 실업자 수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417.4

419.3

423.5

실업자 수

41.6

36.5

38.3

고용기관에 등록된 실업자 수(연말)

6.7

5.6

5.2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11.

표 22.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2011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 수(전체), 천 명

464

2012

2013

462

460

전체 대비 %
경제활동 인구(전체)

91.0

92.1

92.0

남성

90.9

91.4

91.7

여성

91.2

92.9

91.9

실업자 수(전체)

9.0

7.9

8.0

남성

9.1

8.6

8.1

여성

8.8

7.1

7.9

실업자 중 고용기관에 등록된 공식 실업자(전체)

1.4

1.2

1.1

남성

1.2

1.0

1.0

여성

1.7

1.5

1.3

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실업자(전체)

1.3

1.1

1.0

남성

1.1

0.9

0.9

여성

1.6

1.3

1.2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25.

부랴트 공화국 주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 수(Числен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12)를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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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 경제활동 및 실업자 수를 전체 대비 %로 나누어 정리한다. 경제적
으로 적극적인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업
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결국 부랴트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2013년 말 현재 97만 3,900명이고, 이
들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42만 3,500명 수준이다. 실업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생산인구로 남아 있다.
다. 이르쿠츠크 주의 생산가능인구
2013년 현재, 이르쿠츠크 주의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능력을 가진 연령
층의 인구는 144만 5,500명이다. 생산능력을 가진 인구 중에는 여성보다 남
성이 더 많다. 2011~13년 기간 동안 이르쿠츠크 주에 상시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생산능력을 가진 인구의 성별 분포는 [표 23]과 같다.

표 23. 이르쿠츠크 주의 생산가능 인구(연초)

2011
전체

남성

2012
여성

전체

남성

2013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생산가능
1,490,850 759,194 731,656 1,468,484 749,079 719,405 1,445,549 738,880 706,669
인구(전체)
생산능력이
없는 노년층 476,733
인구

128,309 348,424

487,196

132,175 355,021

498,200

136,291 361,909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기초로 작성.

12)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 수(Численно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는 15~72세
까지의 연령층 인구를 의미하며, 이에는 고용인구와 실업인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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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현재, 이르쿠츠크 주의 전체 인구 가운데 126만 명이 경제적
으로 적극적인 인구이다. 물론 이러한 인구 전체가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업률이 8.3%이다. 10만 명
정도가 실업상태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실업자들 중에서 1만 8,000명은
현지 고용기관에 등록된 공식 실업자이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의 생산활동 현황(연말)

2012

(단위: 천 명)

2013
인구 수

2012년 대비(%)

전체

1,246

1,261

101.2

생산영역에 고용된 인구

1,148

1,157

100.8

실업자

98

104

106.1

고용기관에 등록된 공식 실업자

20

18

90.0

실업률(%)

7.8

8.3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
кутск), с. 19.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를 성별로 파악하면 2012년의 경우에 남성이
50.9%였고, 여성이 49.1%였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에 남성(50.3%)이 여
성(49.7%)의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13)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를
연령별로 조사하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13)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кутс
к), 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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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인구의 연령별 구조

(단위: %)

세부 사항

전체

남성

여성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15~72세 인구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5~19

1.8

1.6

2.1

1.9

1.4

1.2

20~29

26.1

26.0

28.4

28.6

23.7

23.4

30~49

48.5

47.9

46.9

47.2

50.2

48.7

50~59

19.3

19.8

18.6

18.2

20.1

21.3

60~72

4.3

4.7

4.1

4.1

4.6

5.4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 (Ир
кутск), с. 19.

Ⅳ.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와 임금구조

1.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
가. 자바이칼 크라이의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
자바이칼 크라이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49만 명 정도이다. 이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영역별로 나누어 조사
하면 다음과 같다. 자바이칼 크라이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
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영역은 농업, 사냥, 산림영역으로 6만 명 이상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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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자바이칼 크라이의 경제활동 영역별 연평균 취업 인구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490.1

489.4

488.7

63.9

62.5

62.4

0.0

0.0

0.0

유용광물 채굴(취)

25.3

25.5

25.4

가공생산

22.8

23.6

23.9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18.0

18.1

18.7

건설

36.2

36.3

36.3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수단 수리, 오토바이,
생활용품 및 개인 활용품 수리

58.4

58.9

58.9

5.4

5.7

5.7

60.5

60.3

60.0

5.1

5.1

5.0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서비스 제공

26.1

25.9

26.7

국가 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사회보험

47.6

46.8

45.3

교육

57.1

56.6

56.6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46.2

46.4

46.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6.6

16.7

16.7

전체
농업, 사냥(수렵), 산림
어업, 양어(업)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및 통신
금융활동

주: 2009~11년 취업인구 수는 조직활동의 주요 형태에 기초된 분류.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의 필자 재구성.

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직종은 운송 및 통신
영역이다.
자바이칼 크라이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필자
가 2014년 2월과 7월에 현지를 방문하여 자바이칼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동
양학과의 아브라모바(Абрамова Н. А.) 학장을 비롯한 지역인사, 그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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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민들과의 담화를 통해 얻은 결론에 의하면, 젊은층일수록 자주 직장
을 옮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더 좋은 근로조건을 위해 퇴사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채
용되고 역시 가장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 직종이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업종
과 운송 및 통신 영역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영역별 연평균 취업인구와 노동자 채용 및 퇴사 정도는 지역 노
동자들의 노동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직 직종은 예외로 분
류되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양호한 근로조건을 가진 노동현장을 찾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힘든 노동이 싫어 자발적으로 퇴
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절
대다수 노동자들은 근무여건과 노동보수 등을 기준으로 직업/직종을 선택하
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이동이 이루
어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으로 노동이주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평균 노동자 수는 연도에
따라 미미한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 현재 41만 9,000명을 조금
넘는다. 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은 농업 ․ 사냥 ․ 산림 관련 기업
체와 도 ․ 소매업을 포함한 자동차운송자재 ․ 오토바이 ․ 일용품 및 개인 활용
제품 수리업, 그리고 교육사업 영역이다. 가공업 전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012년 전체 노동자 수의 11.4%에 달하지만, 이 노동자들은 가공산업
에 포함된 다양한 생산현장에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하
나의 가공업에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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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경제활동영역별 부랴트 공화국의 연평균 노동자 수

2010

(단위: 천 명, 전체 대비 %)

2011

2012

전체

417.1(100) 417.4(100) 419.3(100)

농업, 사냥(수렵) 및 산림

54.7(13.1) 59.1(14.2) 60.2(14.4)

어업, 양어(업)

1.6(0.4)

1.6(0.4)

1.5(0.4)

유용광물 채굴(취)

9.6(2.3)

9.6(2.3)

9.7(2.3)

연료 ․ 에너지 유용광물

2.5(0.6)

2.5(0.6)

2.4(0.6)

연료 ․ 에너지를 제외한 유용광물

7.0(1.7)

7.0(1.7)

7.2(1.7)

가공생산

47.5(11.4) 47.2(11.3) 48.0(11.4)

음료(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8.9(2.1)

9.2(2.2)

9.8(2.3)

섬유 및 재봉 산업

2.0(0.5)

2.1(0.5)

2.0(0.5)

피혁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신발 생산

0.3(0.1)

0.1(0.0)

0.2(0.0)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6.4(1.5)

6.3(1.5)

6.9(1.6)

셀룰로스 ․ 제지 생산; 출판 인쇄 활동

3.4(0.8)

3.4(0.8)

3.4(0.8)

화학제품 생산

0.1(0.0)

0.1(0.0)

0.1(0.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0.4(0.1)

0.3(0.1)

0.5(0.1)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2.5(0.6)

2.4(0.6)

2.3(0.5)

야금(금속) 생산 및 금속제품 생산

3.7(0.9)

3.5(0.8)

3.4(0.8)

기계 및 설비 생산

1.2(0.3)

1.0(0.2)

0.9(0.2)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설비 생산

2.4(0.6)

2.4(0.6)

2.4(0.6)

14.3(3.4)

14.5(3.5)

14.1(3.4)

2.0(0.5)

1.8(0.4)

1.9(0.5)

전기,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16.3(3.9)

16.1(3.8)

15.7(3.7)

건설

27.2(6.5)

27.0(6.5)

27.2(6.5)

수송 자재 및 설비 생산
기타 생산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자재,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및 통신

59.0(14.1) 60.0(14.4) 61.5(14.7)
8.8(2.1)

9.0(2.2)

10.7(2.6)

29.6(7.1)

29.1(7.0)

2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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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2010

2011

2012

5.1(1.2)

4.9(1.2)

5.5(1.3)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서비스 제공

25.7(6.2)

26.4(6.3)

26.0(6.2)

국가 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의무사회보장

36.0(8.6)

35.1(8.4)

33.8(8.1)

44.2(10.6) 42.8(10.2)

41.3(9.8)

금융 산업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33.1(7.9)

31.9(7.7)

31.4(7.5)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8.1(4.3)

17.3(4.1)

16.2(3.9)

0.4(0.1)

0.4(0.1)

0.6(0.1)

가정생활 관련 서비스 제공

자료: Бурятстат(2013),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сс. 91-93의
내용 재정리.

특정 직종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경제 및 지
역적 노동문화현상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 부랴트 공화국 노동자들의 각각 14% 이상이 근무하는 농업 ․
사냥(수렵) ․ 산림 분야와 도소매업 ․ 생활용품 수선업(자동차운송자재, 오토
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포함)이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수준과
지역 내 노동문화를 견인해가는 주류 업종이 되고 있다.
다.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수
2013년 현재,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78만 7,000명을 조금 넘는다. 산업영역별 근무 현황 파악에서 특이한 사실
은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표 2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르쿠츠크 주의 근로자 중에서 교육사업분야 종사자

∙ 456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분야이다. 이르쿠츠크가 교육중심지임
을 엿볼 수 있다. 개별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이르쿠츠크 주의 2013년 경제활동 영역별 노동자 수(국외 겸직자 제외)

인원 수

전체 대비(%)
합계

2012년 대비

전체

787,159

100

100.4

농업, 사냥(수렵) 및 산림

27,618

3.7

92.0

유용광물 채굴(취)

24,981

3.0

104.9

가공생산

108,182

14.0

97.0

전기,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37,559

4.8

99.6

건설

46,541

5.6

10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자재,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82,480

9.7

110.5

호텔 및 레스토랑

12,136

1.5

100.0

운송 및 통신

74,608

9.6

99.5

통신 분야

15,880

2.1

95.8

금융 산업

15,143

1.9

106.5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서비스 제공

75,627

9.3

105.9

학술연구 분야

4,899

0.6

100.0

국가 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의무사회보장

69,873

9.1

98.2

교육

108,193

14.2

97.2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78,738

10.2

98.8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25,421

3.4

95.5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
(Иркутск), 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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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 제조업(가공생산) 영역에서 활동하
는 근로자가 상당수이다. 제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수가 많음은 사
실이지만, 제조업 자체가 다양한 업종의 산업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
역의 노동문화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
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사업영역은 단일의 노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생활용품 수선업
(자동차운송자재,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포함), 운송 및
통신, 그리고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관련(임대 및 서비스 제공) 산업영역이
다. 이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노동문화를 주도해가고 있다.

2. 경제활동영역별 근로자의 임금수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는 자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크 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8개 연방지구 단위의 평균 임금에서는 5위 수준에 마물러
있다. [표 29]의 임금수준 비교 도표는 러시아연방 및 8개 연방주체 단위의
임금을 평균하여 정리한 것이고, 러시아연방 전체 주체의 평균임금을 비교
할 수 있는 내용은 부표 4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9] 및 [부표 4]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루
블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정도를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4년의 동일 시기에 루블이 달러 및 유로로
환전되는 정도를 정리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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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0~13년 러시아연방 8개 주체별 평균 명목임금 비교

(단위: 월평균, 루블)

2013
2010

2011

2012

러시아연방

20,952.2

23,369.2

26,628.9

29,792.0

중앙 연방지구

25,376.9

28,449.4

32,186.2

36,212.5

2

북서부 연방지구

23,531.5

25,776.4

29,057.8

32,548.9

4

남부 연방지구

15,560.1

17,236.9

19,822.7

22,496.6

6

북카프카스 연방지구

12,569.2

13,898.4

16,725.0

19,358.7

8

볼가 연방지구

15,613.6

17,543.6

20,020.4

22,481.3

7

우랄 연방지구

25,034.5

28,055.3

31,598.4

34,735.4

3

시베리아 연방지구

18,657.6

20,889.9

23,788.5

26,398.1

5

극동 연방지구

25,814.2

29,319.7

33,584.0

37,578.8

1

임금

연방지구별
임금 수준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http://www.gks.ru/) 자료 재구성.

밝히고 있지만, 2013년 12월의 평균 환율은 32.74루블이 1달러로 교환되었
다.14) 동시베리아 3개 주체(자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
주)의 근로자 임금수준을 루블로 정리하면서, 이 3자간 또는 러시아 내 다
른 연방주체와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자바이칼 크라이 근로자의 경제활동영역별 임금수준
시베리아 연방지구에 소속된 전체 12개 행위주체들의 평균 임금수준에
서 4위에 있는 자바이칼 크라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업종마다 큰 차이
14)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теририториальный орган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ЦЕНЫ В БУРЯТИИ 2014.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16-06-14(Улан-Удэ: Бурятстат, 2014). сс.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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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활동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의 임금이 가장 많다. 반면에 농업과 사냥(수렵), 그리고 산림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 및 러시아
내 다른 연방주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표 30. 자바이칼 크라이의 경제활동영역별 노동자 월평균 명목임금

2010

(단위: 루블)

2011

2012

18,684.5

21,099.6

24,218.5

5,246.1

6,167.6

7,974.2

어업, 양어(업)

10,745.0

13,738.0

11,785.0

유용광물 채굴(취)

24,599.8

30,337.2

34,518.1

연료 ․ 에너지 유용광물 채굴(채취)

25,011.5

31,271.5

36,834.9

연료 ․ 에너지를 제외한 유용광물 채굴(취)

24,154.2

29,420.1

32,170.1

가공 생산

16,194.9

18,873.1

21,519.9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11,239.0

12,733.0

13,606.2

섬유 및 재봉 산업

11,745.4

12,404.7

13,104.8

피혁, 피혁 제품, 신발 생산

9,201.7

7,679.2

6,125.0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7,755.0

5,174.8

5,438.9

셀룰로스 ․ 제지 생산; 출판인쇄활동

14,268.5

14,363.0

14,986.9

화학제품 생산

10,133.1

11,261.8

10,152.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8,579.9

7,784.2

12,569.1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11,634.4

15,559.3

17,916.7

야금(금속) 및 금속제품 생산

14,145.2

14,871.0

20,470.7

9,205.5

10,581.1

13,945.9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기기 장치 생산

21,345.4

20,609.6

26,491.0

수송기관 및 설비 생산

28,407.4

31,701.3

33,575.2

경제 전체
농업, 사냥(수렵), 산림

기계 및 설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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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계속

2010

2011

2012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19,013.2

21,494.4

24,570.9

건설

16,431.0

19,159.8

22,780.8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용품 수리

12,366.1

13,270.7

14,674.5

9,865.4

10,486.3

12,472.7

운수 및 통신

29,788.5

33,878.4

37,174.1

통신분야

20,430.3

22,704.4

25,148.5

금융 활동

38,848.8

41,993.2

43,742.7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및 서비스제공

18,123.7

20,787.8

22,639.5

학술연구 분야

23,672.8

28,914.9

32,827.2

국가 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사회보장

25,538.0

26,946.5

33,624.2

교육

11,137.3

12,552.2

14,371.2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13,253.5

15,141.0

17,611.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0,077.5

11,449.2

12,637.0

호텔 및 레스토랑

자료: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сс. 78-79 내용 필자 재구성.

자바이칼 크라이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임
금을 원화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의 평균 임금이 43,742.7루블이
고, 이를 2012년 12월의 환율 1US달러=30.37루블로 환산하면 1,440달러가
된다. 그리고 이를 다시 1달러=1,060원으로 환산하면 153만 원이 된다. 반
면에 가장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농업과 사냥(수렵), 그리고 산림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
다. 근로자의 임금이 7,974.2루블이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62달러에 된
다.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27만 8,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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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바이칼 크라이의 1인당 평균 금전 수입에 따르는 인구 분포

2010
루블

전체인구

천명

1,109.0

2011
비율
(%)

천명

(단위: 루블)

2012
비율
(%)

천명

2013(전망)
비율
(%)

천명

비율
(%)

100 1,106.2

100 1,099.4

100

100

~ 4,000

97.7

8.8

73.5

6.6

61.3

5.5

3.9

4,000.1 ~ 6,000

136.6

12.3

114.5

10.4

100.8

9.2

7.2

6,000.1 ~ 8,000

143.2

12.9

128.3

11.6

117.4

10.7

9.0

8,000.1 ~ 10,000

129.2

11.7

121.9

11.0

114.9

10.5

9.3

10,000.1 ~ 15,000

237.3

21.4

239.0

21.6

234.9

21.3

20.6

15,000.1 ~ 20,000

140.5

12.7

152.3

13.8

157.0

14.3

14.9

20,000.1 ~ 30,000

132.2

11.9

154.2

13.9

167.0

15.2

17.3

30,000.1 ~

92.3

8.3

122.5

11.1

146.1

13.3

17.8

주: 1월 1일 기준.
자료: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Чита),
с. 9; 기타 자바이칼 크라치 통계청(http://chita.gks.ru/) 자료를 필자 재구성.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전체 근로자의 약 21%가 1만~
1만 5,000루블의 금전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금전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인구의 약 21%가 배당된 중간수준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근로자
들이 배당된 중간수준에 해당되는 1만 5,000루블을 상기 동일한 방식(2012년
12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94달러가 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52만
4,000원 정도가 된다.
자바이칼 크라이의 지역경제수준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근로자
의 임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자바이칼 크라이 근로자의 금전수입
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월 1만 루블 이하의 금전수입을 가진 주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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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1만 5,000루블 이상을 받는 주
민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상층인 3만 루블 이상의 월급
을 받는 근로자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영역별 임금수준
부랴트 공화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시베리아 연방지구 전체 평균 임
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전체 12개 행위주체 중에서 6위를 차지한다.15)
부랴트 공화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랴트 공화국 주민들 중에서 조직체에서 근무하는 근로
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012년에 2만 3,000루블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3년 전망치에 의하면, 2만 6,000루블에 이른다.

표 32. 부랴트 공화국 주민들의 임금 및 연금 수준

구분

2011

2012

2013

1인당 평균 금전수입(월, 루블)

15,716

17,119

20,008(전망)

조직체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 임금(루블)

19,924

23,101

26,011(전망)

월 평균 연금(연말, 루블)

7,709

8,535

9337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11.

부랴트 공화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역시 경제활동영역별 큰 차이를 보
인다. 유용광물 채굴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 및 수산업 관련 단순 노동자, 그리고 호텔 및 레스토
15) [부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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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의 그것이 가장 낮게 책정되고 있다.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수익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평균 3~
4배 차이를 보인다.

표 33. 부랴트 공화국의 경제활동 영역별 월평균 명목임금(사회성격의 지급 제외) (단위: 루블)

2010

2011

2012

2013*

17,999.7

19,924.0

23,100.7

26,010.8

농업, 사냥(수렵) 및 산림

9,072.6

10,401.7

11,877.6

14,330.1

어업, 양어(업)

9,159.7

11,058.2

12,988.4

15,075.5

유용광물 채굴(취)

28,258.3

33,652.9

39,014.6

39,240.2

연료 ․ 에너지 유용광물

31,880.2

38,595.1

39,858.0

41,083.8

연료 ․ 에너지를 제외한 유용광물

27,273.8

32,078.8

38,734.0

38,603.4

가공생산

18,844.3

21,307.3

23,743.7

25,364.4

음료(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15,692.3

17,181.0

18,830.9

20,328.8

섬유 및 재봉 산업

8,536.1

8,685.3

8,348.8

13,264.2

피혁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신발 생산

9,962.8

11,645.7

11,329.8

9,846.6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5,520.1

11,192.4

12,740.2

14,149.0

셀룰로스 ․ 제지 생산; 출판 인쇄 활동

13,074.5

15,010.2

17,550.6

17,769.8

화학제품 생산

12,546.2

26,607.9

15,575.3

14,617.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28,979.0

28,745.3

22,228.0

15,183.7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14,786.8

15,351.8

16,463.8

18,324.8

야금(금속) 생산 및 금속제품 생산

17,030.0

19,232.8

20,785.0

20,566.1

기계 및 설비 생산

20,083.7

25,407.7

23,329.9

23,139.6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설비 생산

19,224.2

20,922.8

22,927.8

24,041.1

수송 자재 및 설비 생산

23,796.7

26,607.4

30,014.5

32,364.1

7,057.3

7,335.3

9,191.1

9,636.1

전체

기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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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2010

2011

2012

2013*

전기,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19,692.1

22,928.9

24,964.6

27,889.2

건설

16,988.7

18,879.3

21,750.0

22,952.1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자재, 오토
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12,761.2

11,759.7

13,811.7

15,390.7

호텔 및 레스토랑

10,634.8

9,951.8

10,683.4

10,901.1

운송 및 통신

24,699.2

28,097.7

30,239.3

33,194.5

금융 산업

37,232.8

40,452.9

45,830.4

45,856.3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서비스 제공

17,583.8

19,060.1

20,454.7

20,329.9

국가행정 및 군사안보; 의무사회보장

26,285.8

28,153.7

34,622.2

39,512.9

교육

11,891.6

13,064.8

15,552.2

20,238.0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13,777.8

15,752.5

18,812.6

23,332.8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0,992.2

12,159.8

14,849.2

17,447.8

주: * 전망치
자료: Бурятстат(2013),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Улан-Удэ), сс. 123-124; Буря
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с.
32-33의 내용을 합성하여 필자 재구성.

부랴트 공화국 근로자의 임금은 경제활동영역별 큰 차이를 보인다. 2013년
임금(예상치)을 달러($)와 원화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4만 5,856.3루블이고, 2013년 12월의 환율인 1달러
=32.73루블로 전환하면 1,401달러가 된다. 이를 1달러=1,060원으로 환전하
면 148만 5,000원이 된다. 반면에 가장 낮은 월급을 받는 피혁 및 관련 제
품, 그리고 신발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9,846.6루블이고, 이
를 동일한 방식으로 환산하면 301달러가 되고, 이를 다시 원화로 전환하면
31만 9,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들 간의 임금격차는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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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활동 영역별 임금 수준
동시베리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르쿠츠크
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러시아연방 전체의 평균임금보다는 낮지만, 시
베리아 연방지구 전체의 그것보다는 높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와 톰
스크州에 이어 시베리아 연방지구에서 제3의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6)
이와 함께 2013년 기준으로 이르쿠츠크 주 주민들의 수입구조에서 빈부격
차가 심하다. 상위 10%가 금전수입의 30.2%를 차지하고, 하위 10%는 1.96%
에 그쳤다. 2012년의 그것은 30.3%와 1.95%의 수준을 유지해왔다.17)
이르쿠츠크 주 노동자들의 2012년 평균 임금은 2만 6,148루블이었다.
2012년 환율을 평균하면 31루블이 1US달러로 환전된다. 따라서 2만 6,148
루블은 843.5달러 정도가 된다. 이를 원화로 계산(1달러=1,060원)하면, 이르
쿠츠크 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89만 4,000원이다. 2013년에는 물가상승
과 함께 임금이 조금 인상되었다. 평균 임금은 2만 9,229루블이었다. 2013년
의 평균 US환율(1달러=32루블)로 계산하면, 2013년 이르쿠츠크 주 노동자
의 평균임금은 913.4달러이고, 역시 1달러=1,060원으로 계산하면 96만
8,000원 정도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르쿠츠크 주 노동자의 월평균을
계산하면, 90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부표 4] 참고.
17)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кутск:
2014), 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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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이르쿠츠크 주 주민들의 임금 및 연금 수준

구분

1인당 평균 금전수입(월, 루블)

2012

2013

17,820.0

19,424.5

월평균 명목임금(루블)

26,148

29,229

월평균 연금(연말, 루블)

9,425.0

10,319.3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
кутск), с. 47 재구성.

이르쿠츠크 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호텔
및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고,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임금격차
는 3배에 달한다. 그리고 유용광물 채굴과 국가행정 및 군가안보, 그리고
의무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역시 높게 나타났다. 상기
2013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5만 2,558루블
≒1,642달러≒174만 원이 된다.
한국은 동시베리아의 연방주체들 중에서 이르쿠츠크 주에 보다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의 월급
을 평균하면, 가공산업 근로자의 임금은 2만 9,388루블이고, 건설업 관련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2만 5,180루블이다. 이들을 각각 1달러=1,060원
=32루블로 계산하면, 가공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97만 3,000원이고, 건
설업 관련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83만 4,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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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활동 영역별 월 평균 명목임금(사회성격의 지급 제외) (단위: 루블)

2013
2012

임금

2012년
대비(%)

전체

26,148

29,229

111.8

농업, 사냥(수렵) 및 산림

19,415

22,101

113.8

유용광물 채굴(취)

45,491

49,645

109.1

가공생산

27,011

29,388

108.8

전기,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32,014

34,120

106.6

건설

24,205

25,180

104.0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운송자재,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제품 수리

15,261

16,809

110.1

호텔 및 레스토랑

12,812

13,962

109.0

운송 및 통신

33,864

36,566

108.0

금융 산업

49,895

52,558

105.3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서비스 제공

24,328

26,673

109.6

국가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의무사회보장

40,048

46,178

115.3

교육

18,200

22,843

125.5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20,988

24,616

117.3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6,147

19,737

122.2

자료: Иркутскстат(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2014(Ир
кутск), с. 48의 내용을 필자 재구성.

Ⅴ.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을 대신해서
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노동력 부족 및 노동시장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468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비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약했던
동시베리아 연방주체의 노동시장환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
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크 주 등이 가지고 있는 노
동시장환경을 분석하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
기 목적에서 추진된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 도출로 이어졌고, 이
러한 내용이 한국정부 및 국내기업체에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첫째, 동시베리아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자바이칼
크라이, 부랴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크 주의 경제상황이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중앙정부는 상기 연방주체들이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문제에 더해, 지역노동자들이 보다 양호한 노동시장
을 찾아 외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해 고민해왔다.
노동이주가 생산가능연령층의 이탈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실이 지역 내 노동
시장을 보다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
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시베리아 3개 연방주체 공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필자가 2014년 2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지(자바이칼 크라이, 부랴
트 공화국, 이르쿠츠크 주)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바
이칼 크라이의 치타市 주민들은 중국과의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부랴트 공화국의 울란-우데市 주민의 상당수는 한국으로의 노동이주에 관
심을 보였다.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이르쿠
츠크 주의 이르쿠츠크市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민문제가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다 많은 노동 임금
수령이 가능한 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이 동시베리
아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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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본다면,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
다. 동시베리아 현지에서 노동이민을 떠나는 노동자들을 노동력이 많이 필
요한 국내기업체가 그들을 고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으로 국내
기업체가 현지로 진출하여 저비용의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동시베리아 노동자들의 다수는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고,
노동문화는 수동적이며 후진적이다. 자바이칼 크라이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다. 필자가 현지에서 파악한 바와 의하면, 젊
은 층일수록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더 좋은 근로 조건
을 위해 퇴사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
다. 이러한 현실은 동시베리아 3개 주체에서 공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정도
의 차이가 있었을 분이다. 일부 전문직 직종은 예외로 분류되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양호한 조건을 가진 노동현장을 찾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다. 다수 노동자들은 근무여건과 노동보수 등을 기준으로 직업/직종을 바꾸
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 애착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특히, 가공 산업 등)에 국내 기업체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현지의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근로조건 여하에 따라 입사와 퇴사를 되풀이하면서, 자
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는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업공동
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해보인다. 단순히 노동임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기업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충격요법이 필요해보인다.
셋째, 특정 직종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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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사회의 보편적 노동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자바이칼 크라이
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업종은 농업, 사냥, 산
림 영역이고, 그 다음으로 운송 및 통신 영역이다. 부랴트 공화국 노동자들
의 다수는 농업, 사냥(수렵) 및 산림 분야, 그리고 도소매업과 각종 장비 및
생활용품 수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는 교육사업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
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각종 장비 및 생활용품 수리, 운송 및 통신,
그리고 부동산 매매와 활용(임대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이다. 상기 다수 근
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노동문
화를 탐색할 수 있다.
한국이 동시베리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의
노동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베리아 3개 연방주체 공히 전통
적인 후진적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목축업, 선진화되지 못한 제조
업, 유통 및 건설업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산업영역은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상기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다분히
수동적이다. 지시된 근로 내용과 범위에서 노동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지 진출은 이러한 수동적인 노동문화를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된 경영인이 현지 진출을 시도한다면, 현
지의 노동문화에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현지의 노동문화가 적극적이
지 않고, 창의적이지 못한 수동적 노동문화에 사로잡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종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 동시베리아 3개
연방주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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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현지 루블화를 원화로 환산하면 이들의 평균임금
은 15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유용광물 채굴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
자 역시 높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에 평균 이하의 또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업종은 농업과 산림 및 수산업 종사자, 호텔 및 레스토랑 종사
자, 피혁 및 관련 제품(신발생산)분야 종사자 등이다. 이들의 임금은 30만
~40만 원 선이다. 동시베리아의 3개 연방주체들 중에서 이르쿠츠크 주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동시베리아 개별 주체 단위의 중간수준
임금은 50만~70만 원 선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국내기업체가 동시베리아 현지 진출을 고려한다면, 개별 연방주체의 경
제활동영역별 근로자 임금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국기업체
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가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 평
균 임금은 가공업이 80만~90만 원 선이고, 건설업 관련 노동자들의 그것은
8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건설업 ․ 가공업 등으로 진출을 희망
한다면, 노동자 1인당 월 80만~90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 물론 농업은 이
의 절반수준인 40만 원 선이다. 노동임금문제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국내
기업체가 상기 업종으로의 진출을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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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바이칼 크라이의 연령별 인구 구성(연초)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전체 인구 1132.8 1123.3 1115.1 1111.4 1109.2 1109.0 1106.2 1099.4 1095.2
0~4

71.1

72.5

73.7

75.3

77.8

80.0

81.1

83.1

84.8

5~9

66.2

64.9

64.8

66.2

67.0

68.9

69.9

71.0

72.5

10~14

82.9

76.1

71.0

68.0

67.1

65.2

63.9

63.5

64.7

15~19

114.6

111.6

105.0

96.8

88.8

82.9

77.7

69.9

68.9

20~24

107.5

107.3

109.0

109.7

109.3

108.7

107.0

103.2

93.2

25~29

94.8

96.0

95.8

97.6

99.2

99.6

99.5

100.4

99.8

30~34

80.6

82.5

85.0

86.5

88.1

89.6

90.7

90.5

91.8

35~39

66.8

66.9

67.7

70.4

73.3

76.0

78.0

80.2

81.5

40~44

82.9

76.8

71.0

66.8

63.5

62.3

62.8

63.7

66.2

45~49

90.3

89.0

87.9

85.2

81.5

76.6

71.4

66.3

62.3

50~54

80.5

81.8

82.4

82.7

83.4

82.3

81.9

81.2

78.8

55~59

50.8

58.6

62.6

66.4

69.7

72.0

73.7

74.3

74.7

60~64

30.7

25.2

25.4

29.1

35.4

44.1

51.1

54.6

57.8

65~69

44.7

44.7

43.2

38.0

31.3

25.3

21.0

21.3

24.4

70 이상

68.4

69.4

70.6

72.7

73.8

75.5

76.5

76.2

73.8

자료: 자바이칼 크라이 통계청(http://chita.gks.ru/wps/w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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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부랴트 공화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연초)

천명

전체 대비 %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인구

971.5

971.4

971.8

100

100

100

~1

16.4

16.4

16.9

1.7

1.7

1.7

1~6

88.3

91.5

94.5

9.1

9.4

9.7

7~15

102.1

103.2

104.9

10.5

10.6

10.8

16~17

22.1

22.2

21.5

2.3

2.3

2.2

19~19

29.2

22.7

23.5

3.0

2.3

2.4

20~24

96.1

92.1

82.3

9.9

9.5

8.5

25~29

89.0

91.3

91.5

9.2

9.4

9.4

30~34

77.1

77.7

79.3

7.9

8.0

8.2

35~39

66.3

68.2

69.5

6.8

7.0

7.2

40~49

122.1

117.9

115.8

12.6

12.1

11.9

50~54

73.0

73.3

71.8

7.5

7.6

7.4

55~59(남성)

26.9

27.5

28.1

2.8

2.8

2.9

55~59(여성)

34.5

35.3

35.8

3.5

3.7

3.7

60세 이상

128.4

132.1

136.4

13.2

13.6

14.0

-

-

-

-

-

-

연령 미공개

자료: Бурятстат(2014), Бурятия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01-01-13(Улан-Удэ),
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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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이르쿠츠크 주 인구의 연령별 구조(연초)

(단위: 명)

나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4

145,945

150,394

156,639

162,743

165,225

173,066

178,520

5~9

129,262

131,252

133,907

138,002

139,564

141,333

145,337

10~14

146,198

138,223

135,020

130,069

128,374

127,417

129,327

15~19

218,014

201,286

183,145

166,352

153,207

143,101

134,607

20~24

223,174

223,897

222,852

221,978

217,282

207,771

193,707

25~29

202,607

206,209

209,525

210,828

210,670

213,492

215,161

30~34

187,717

188,189

189,452

189,654

191,255

191,754

195,050

35~39

158,717

163,417

167,739

172,603

175,149

177,508

178,180

40~44

165,913

156,541

150,390

147,142

147,274

150,236

154,944

45~49

198,650

193,573

186,730

177,915

166,242

155,684

147,418

50~54

185,612

185,918

186,824

184,603

185,017

184,069

179,589

55~59

153,303

159,814

164,561

167,116

168,342

168,110

168,630

60~64

67,370

76,623

91,789

110,737

126,270

135,075

140,788

65~69

115,567

102,725

85,622

69,888

58,157

57,152

65,415

70~74

70,735

77,375

85,109

92,092

94,804

93,208

83,013

75~79

57,043

55,968

52,094

49,080

49,130

52,083

57,764

80~84

28,131

30,601

33,215

34,651

35,834

35,580

35,278

85~89

8,778

9,399

9,907

11,438

12,667

14,169

15,418

90~94

4,011

3,354

3,034

2,765

2,866

2,929

3,288

95~99

560

581

664

675

579

555

517

100 이상

76

71

69

60

46

63

75

전체

2,467,383 2,455,410 2,448,287 2,440,391 2,427,954 2,424,355 2,422,026

자료: http://irkutskstat.gks.ru/(검색일: 2014. 8. 10)의 내용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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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2010~13년 러시아연방 개별 주체의 월평균 명목임금 비교

2010

2011

(단위: 루블)

2012

2013

러시아연방

20,952.2

23,369.2

26,628.9

29,792.0

중앙안방지구

25,376.9

28,449.4

32,186.2

36,212.5

벨고로트州

15,938.4

17,667.6

20,002.1

22,220.9

브랸스크州

12,325.6

13,912.0

16,530.0

18,973.9

블라디미르州

14,484.4

16,313.9

18,343.4

20,927.3

보로네슈州

14,337.3

16,054.7

19,538.1

21,825.2

이바노보州

13,123.3

14,436.2

16,998.1

18,981.5

칼루가州

17,681.6

20,000.8

23,709.6

25,756.6

코스트로마州

13,525.8

14,890.5

16,895.5

19,156.5

쿠르스크州

14,006.5

16,240.8

18,690.0

21,234.2

리페츠크州

15,429.8

17,010.4

19,416.6

21,390.5

모스크바州

25,417.4

28,585.6

32,302.5

35,690.3

오룔州

13,174.2

14,528.6

16,888.0

19,272.5

라잔州

15,288.9

16,717.7

19,098.4

21,796.5

스몰렌스크州

14,513.0

16,189.4

17,941.6

20,447.3

탐보프州

12,623.9

14,292.9

16,866.3

19,056.0

트베리州

16,155.3

17,747.3

20,246.1

22,449.9

툴라州

15,640.7

17,225.1

20,121.3

23,030.3

야로슬라블州

16,075.8

18,111.0

20,397.0

23,003.3

모스크바市

38,410.5

44,898.7

48,830.4

55,485.2

북서부연방지구

23,531.5

25,776.4

29,057.8

32,548.9

카렐리야共和國

20,056.0

22,173.9

24,795.8

27,503.3

코미共和國

26,139.8

28,897.3

33,971.4

37,716.8

아르한겔스크州

22,192.1

24,611.4

28,531.3

32,465.3

네네츠自治區(아르한겔스크州에 포함)

47,349.4

50,035.8

57,794.6

61,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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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2010

2011

2012

2013

볼로그다州

18,536.4

20,250.3

22,648.9

25,126.6

칼리닌그라트州

18,455.4

19,911.1

21,526.0

25,104.2

레닌그라트州

20,768.3

23,302.6

26,309.9

29,358.3

무르만스크州

29,307.8

32,341.6

36,187.9

40,225.1

노브고르트州

16,750.8

18,636.5

21,297.4

23,493.8

프스코프州

14,498.2

15,721.2

18,202.9

19,742.7

상트-페테르부르크市

27,189.5

29,522.0

32,930.2

36,848.0

남부연방지구

15,560.1

17,236.9

19,822.7

22,496.6

아디게야共和國

12,787.4

14,344.9

16,715.2

19,276.0

칼미키야共和國

11,601.0

12,559.1

15,040.7

17,470.8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16,329.9

18,416.0

21,409.2

24,062.6

아스트라한州

16,582.1

17,022.8

19,522.1

22,735.8

볼고그라트州

14,856.1

16,191.5

18,583.7

21,045.9

로스토프州

15,243.9

16,949.5

19,189.4

21,867.1

북카프카스연방지구

12,569.2

13,898.4

16,725.0

19,358.7

다게스탄共和國

10,243.5

11,235.8

13,659.6

16,834.7

인구세티야共和國

12,855.3

14,513.2

18,301.5

20,150.9

카바르다-발카리야共和國

11,663.2

13,011.5

16,314.4

18,623.6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共和國

11,345.6

12,446.9

15,510.8

17,857.8

북오세티야共和國

11,817.6

13,376.0

15,896.7

18,664.0

체첸共和國

13,918.7

14,431.4

17,384.9

20,864.8

스타브로폴 크라이

13,949.0

15,588.7

18,446.9

20,666.9

볼가연방지구

15,613.6

17,543.6

20,020.4

22,481.3

바슈코르토스탄共和國

16,377.7

18,397.0

20,264.7

22,377.4

마리 엘共和國

12,650.6

14,001.2

16,023.0

1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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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2010

2011

2012

2013

모르도비야共和國

11,883.1

13,305.1

15,186.6

18,100.7

타타르스탄共和國

17,350.1

20,009.4

23,233.7

26,034.5

우드무르트共和國

14,291.1

15,843.3

18,240.7

21,053.4

추바시야共和國

13,004.4

14,896.3

17,187.4

19,387.5

페름 크라이

17,438.3

18,773.3

21,820.9

24,715.5

키로프州

13,292.6

14,579.0

16,932.3

19,291.1

니제고로트州

16,327.6

18,492.4

20,958.8

23,572.9

오렌부르크州

15,199.6

17,024.9

19,270.8

21,592.8

펜자州

14,423.6

16,362.2

19,126.2

20,644.8

사마르州

16,479.4

18,600.3

20,799.9

23,469.5

사라토프州

14,554.0

16,204.7

18,803.3

20,668.0

울리야노프스크州

13,339.0

15,008.6

17,107.4

19,186.9

우랄 연방지구

25,034.5

28,055.3

31,598.4

34,735.4

쿠르간州

13,227.9

14,833.1

17,180.3

19,408.5

스베르들로프스크州

19,756.7

22,179.2

25,138.8

27,608.2

튜멘州

38,212.7

42,289.0

47,177.3

51,008.6

한티 ․ 만시스크自治區(튜멘州에 포함)

41,314.6

45,498.1

50,841.3

54,507.8

야말 ․ 네네츠自治區(튜멘州에 포함)

52,618.8

59,095.3

63,696.3

69,191.7

첼랴빈스크州

17,370.2

20,015.0

22,500.5

25,650.5

시베리아 연방지구

18,657.6

20,889.9

23,788.5

26,398.1

알타이共和國

14,235.8

15,632.4

18,264.6

20,721.9

부랴트共和國

17,999.7

19,924.0

23,100.7

26,037.7

티바共和國

17,530.0

19,163.1

22,238.5

25,087.2

하카시야共和國

18,358.4

20,689.5

23,466.5

26,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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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2010

2011

2012

2013

알타이 크라이

12,050.7

13,822.6

16,009.7

18,011.3

자바이칼 크라이

18,684.5

21,099.6

24,218.5

27,279.4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23,254.2

25,658.6

28,672.4

31,622.6

이르쿠츠크州

20,475.6

22,647.7

25,880.8

29,049.9

케메로보州

18,027.8

20,478.8

23,403.2

25,325.8

노보시비르스크州

18,229.7

20,308.5

23,245.8

25,527.9

옴스크州

16,708.2

19,087.8

21,931.2

24,847.9

톰스크州

21,450.2

24,001.0

26,725.4

29,813.5

극동 연방지구

25,814.2

29,319.7

33,584.0

37,578.8

사하共和國

28,708.0

34,051.5

39,915.6

46,542.0

캄차트카 크라이

35,747.6

39,325.9

43,551.9

48,628.8

연해 크라이

21,888.7

24,423.0

27,444.6

29,965.7

하바롭스크 크라이

22,656.5

26,155.7

31,076.1

34,132.3

아무르州

21,207.5

24,202.1

26,789.0

30,541.7

마가단州

36,582.0

41,933.7

49,667.3

57,121.1

사할린州

35,847.9

38,770.7

44,207.6

49,006.9

유태인自治州

19,718.0

22,927.5

25,067.0

27,357.7

츄코트카自治區

46,865.7

53,369.3

60,807.4

68,261.3

자료: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wages/(검색일: 201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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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루블과 달러/유로의 환율 비교

연도

2010

2011

∙ 482

월

US달러
루블/1달러

유로

전월 대비(%)

루블/1유로

전월 대비(%)

1

30.43

100.6

42.46

98.1

2

29.95

98.4

40.80

96.1

3

29.36

98.0

39.70

97.3

4

29.29

99.8

38.70

97.5

5

30.50

104.1

37.63

97.2

6

31.20

102.3

38.19

101.5

7

30.19

96.8

39.47

103.4

8

30.66

101.6

39.03

98.9

9

30.40

99.2

41.35

105.9

10

30.78

101.3

42.73

103.3

11

31.31

101.7

41.57

97.3

12

30.48

97.4

40.33

97.0

1

29.67

97.3

40.65

100.8

2

28.94

97.5

40.01

98.4

3

28.43

98.2

40.02

100.0

4

27.50

96.7

40.81

102.0

5

28.07

102.1

40.06

98.2

6

28.08

100.0

40.39

100.8

7

27.68

98.6

39.52

97.8

8

28.86

104.3

41.84

105.9

9

31.88

110.5

43.40

103.7

10

29.90

93.8

42.38

97.6

11

31.32

104.7

41.85

98.7

12

32.20

102.8

41.67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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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연도

2012

2013

월

US달러
루블/1달러

유로

전월 대비(%)

루블/1유로

전월 대비(%)

1

30.36

94.3

39.97

95.9

2

28.95

95.4

38.91

97.3

3

29.33

101.3

39.17

100.7

4

29.36

100.1

38.92

99.4

5

32.45

110.5

40.46

104.0

6

32.82

101.1

41.32

102.1

7

32.19

98.1

39.55

95.7

8

32.29

100.3

40.53

102.5

9

30.92

95.8

39.98

98.6

10

31.53

102.0

40.71

101.8

11

31.06

98.5

40.21

98.8

12

30.37

97.8

40.23

100.0

1

30.03

98.9

40.51

100.7

2

30.62

102.0

40.04

98.8

3

31.08

101.5

39.80

99.4

4

31.26

100.6

40.84

102.6

5

31.59

101.1

40.97

100.3

6

32.71

103.5

42.72

104.3

7

32.89

100.6

43.61

102.1

8

33.25

101.1

44.01

100.9

9

32.35

97.3

43.65

99.2

10

32.06

99.1

44.06

100.9

11

33.19

103.5

45.19

102.6

12

32.73

98.6

44.97

99.5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теририториальный орган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2014), ЦЕНЫ В БУРЯТИИ
2014.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16-06-14 (Улан-Удэ), с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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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연구:
주요 동인을 중심으로*
18)

장 세 호(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Ⅲ.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주요 내용
Ⅳ.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의 주요 동인
Ⅴ. 결론

Ⅰ. 서론
최근 러시아에서 굵직한 선거제도 개편 시도가 있었다. 2012년 6월, 2004년
폐지됐던 주지사 직선제를 전격 복원한 데 이어, 2014년 2월에는 2004년
당시 재선에 성공한 푸틴이 도입한 순수비례대표제 방식의 국가두마(하원)
구성방식을 2003년 이전의 혼합선거제 방식으로 되돌리는 선거제도 개혁
이 단행됐다. 실제로 2008년 메드베데프 집권 이후 러시아에서는 이와 같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2014년 가을호)에 게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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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고 작은 선거제도 관련 법제 개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지지를 대표자 선출로 연결하는 게임
의 규칙, 즉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러한
규칙의 변화 상황은 그 자체로 지대한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다.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 결과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선거구의 크기, 입
후보방식, 선출방식, 투표방식 등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서 그 효과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변화
를 추동하는 사회적 맥락은 물론, 제도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세력 간 역학구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한 정치적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제도는 그동안 정치학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였
고, 주로 선거제도의 대표성,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변화의 상관관계, 선거
제도가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
다. 러시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대통령제와 혼합선거제의 상관관계, 비례대표제의 일반적 효과와
러시아 정당체계의 형성, 순수비례대표제로의 이행과 러시아 민주주의 공
고화 전망, 러시아식 순수비례대표제의 비(非)비례성, 혼합선거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제도 개혁과 입법 ․ 행정부의 관계 변화, 국가두마 선거와 행위자
의 세력관계 변화, 지방선거와 권위주의 강화 등 매우 폭넓은 주제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왔다.1) 특히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인 러시아
1) Golosov(2003), pp. 912-935; Moraski(2007), pp. 437-468; Robinson(2012), pp. 298-309;
McAllister and white(2011), pp. 663-683; Gill(2012), pp. 4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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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설계와 채택, 그리고 그 변화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의미 있는
연구가 존재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드
베데프 정부 시기의 부분적 선거제도 개혁조치를 비롯해, 푸틴 3기 정부 출
범 이후 최근 혼합선거제 재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변화 사
례를 본격적으로 분석코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그동안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어왔던 신제도주의의 주요 이론적 논의들을 검
토하면서 이들을 수렴 ․ 통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분석 틀
과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 메드베데프 집권 이후부터 현 푸틴 3기 정부 초기까지
의 러시아연방 선거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같은 제도 변화
를 추동한 핵심 동인을 분석,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선거제
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헌법, 선거법, 정당법 등에서의 법제적 변화양상
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말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과 하원의원 임기
증대, 2009년 초 순수비례대표제하의 진입장벽 완화, 정당 설립 및 등록 조
건의 부분(2009년 초) ․ 대폭(2012년 초) 완화, 2012년 초 연방 구성주체 지
2) Remington and smith(1996), pp. 1253-1269; Moser(1997), pp. 284-302; Moraski(2003), pp.
437-468; Golosov(2006), pp. 25-55; Laverty(2008), pp. 363-382; 유진숙(2009), pp. 165~189.
국내의 러시아 선거제도 관련 연구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와 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유진숙의 2009년 논문이 사실상 유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까
지 연구 공백 지대로 남겨져 있는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의 선거제도 변화 문제를 우
선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추후 체전전환기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문제
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성과 축적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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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행정수장 직선제 재도입, 2014년 상반기 연방 하원 구성방식의 혼합제
재도입 조치 등이 그 대상이다. 둘째, 러시아 선거제도의 변화를 견인한 일
련의 내 ․ 외적 요소이다. 부연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양상, 정치행
위자의 전략적 의도, 정치행위자 간 세력관계 등과 함께, 2000년대 이후 러
시아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
압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검토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선거제도 변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일련의 법
제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고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변화
를 추동하는 사회 ․ 정치적 맥락과 핵심 동인을 규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당 시기 선거제도 변화를 총평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선거제도 변화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제도의 변화, 즉
제도개혁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
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치제도는 경로의존적 경향(path-dependency)과 변
화를 거부하는 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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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영향력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에만 변화한다는 것이다.3) 제도는 그 안정성을 토대로 정치행위자들의 상
호작용, 즉 이득과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행위의 연속성, 그리고 다
양한 국가들 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정치과정은 그 자체로 비상한 학술적 관심의 대
상이 되어왔다.4)
1990년대 이후 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sim)는 크게 역사적 제도
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로
구분된다.5) 그 가운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그
변화의 동력을 전쟁이나 혁명 등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크레스너(Krasner 1984, pp. 223-246)는 제도의 안정적 균
형상태(equilibrium)가 예기치 못했던 외부적 위기에 의해 단절되는 시점
(punctuation)을 거쳐 다시 새로운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장기간 유
지한다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3) Grofman and reynolds(2000), p. 128; Taagerpera and Shugart(1989), p. 234; 박경미(2011),
p. 133.
4) Thelen and Steinmo(1992), p. 14; 박철희(2010), pp. 37-38.
5) 신제도주의 내의 상기 3개 분파는 각각의 논리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문제를 설명함으로
써 이론적 경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각각의 이론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다른 이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설명하려는 수렴 ․ 절충 시도들이 활발해졌고,
이 3개 주요 이론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현우
(2012), pp. 69-109; 김기석(2006), pp. 57-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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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 ․ 변화의 역동성, 즉 정치
행위자 간 보상구조의 변화라는 내부적 요인(internal factor)을 중심으로 설
명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을 토대로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정치행위자를 전
제한다. 또한 제도의 유지와 변화를 이 정치행위자들의 능동적이고 전략적
인 선택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제도 변화가 행위자들에 대한 보상
구조가 바뀌고 이들 사이의 균형이 깨질 경우 발생하며, 이를 통해 다시 새
로운 균형상태로 이행한다고 설명한다.6)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를 설명한다. 즉 현대조직의 제도가 채택되고 변화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 인지적 관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디마지오
와 파웰(DiMaggio and Powell)의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다. 이들은 조직의 행태와 관행이 동일한 환경조건에 처한 다른 조직들
의 그것과 매우 비슷해지는 경향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은 조직과 제도의
구조 변화를 당연시되는 제도적 관행에 대한 순응의 결과, 즉 동형화의 결
과로 설명하면서 이를 강압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유형으로 구분한다.7)

6) Colomy(1998), p. 272; Bates(1988), pp. 387-401; 유진숙(2009), p. 169.
7) 구현우(2012),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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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헤르멘스(Hermens 1941)의 선거제도와
정치적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비롯하여 ‘상대다수제
․ 양당제’, ‘절대다수제 또는 비례대표제 ․ 다당제’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뒤
베르제(Duverger 1954)의 고전적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연
구가 정치학의 오랜 연구주제 중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
거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영역
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변화가 ‘이례적인 역사적 상황’에서만 발
생한다는 놀렌(Nohlen)의 언급처럼, 그동안 그 변화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하다.8) 실제로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선진 민주주
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선거제도를 거의 개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나타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선거제도 설계 및 개혁 과정
을 비롯해, 1990년대 초 이후 이탈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일부 선진 민주
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은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러시아 선거제도의 설계 및 그 개편 문제와 관련
하여 앞서 살펴본 제도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익(interest)의 관점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은 합리적 존재로서의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 선거제도를 선택하거나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권
력의 극대화(power-maximization), 즉 이익의 문제에서 찾는다.9)

8) 유사한 맥락에서, 던리비 ․ 마게츠는 선거제도 개편이 기존 제도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발생
한다는 20세기 후반까지의 인식이 “친숙함이 안정성을 낳는다”는 현상유지 선호성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Dunleavy and Margetts(199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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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대표자 선출로 연결하는 게임
의 규칙, 즉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의미한다.10) 그리고 선거제
도의 변화는 선거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정당과 후보, 유권자의 보상구조에
심리적 영향(psychological effect)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득표가 의석으로 전
환되는 과정에 기계적 영향(mechanical effect)을 끼침으로써 선거결과와 그
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적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거제
도를 선호할 것이며, 유권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치적 선호가 최대한 효
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11)
예를 들어 브와(Boix)는 초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배적 정당들이 민주
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형성된 선거상황이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선
거제도를 변화시킬 아무런 동기를 갖지 못하지만, 반대의 경우 자기방어를
위해 선거제도 변화를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다수의 유럽국
가 내에서 정부권력을 상실할 위험이 큰 비(非)비례적(non-proportional) 제
도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권력유지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비
례적(proportional) 제도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12) 더불어 이러한 관점은
많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한정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이 국가들의 정당 및 정당지
도자들이 선거제도 설계과정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9)
10)
11)
12)

Farrell(2001), 전용주 옮김(2012), p. 290.
Lijphart(1994), 재인용: 황아란(2007), p. 210.
심지연 ․ 김민전(2002), pp. 140~141, p. 159.
Farrell(2001), 전용주 옮김(2012), p. 291; 심지연 ․ 김민전(2002),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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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방법’으로 혼합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13)
다음으로 선거제도 변화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행위자들 간의 역
동적 상호작용을 거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행위자
들 각각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선택된 제도적 대안들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과정, 즉 대립과 갈등,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애초에 의도되었던 바와는 상반된 결과물을 창출할 수도 있
다.14)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 변화의 양상은 정치 행위자들 간의 세력관계
구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15) 예컨대 특정 집권세력이 압
도적으로 우세한 권력구조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물은
최대한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반대로 반대세력이 집권세
력과 대등한 권력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면 양 세
력의 이익이 절충된 결과로서의 선거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치와 규범
(또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슈가트(Shugart)는 현행 선
거제도가 자신의 지속성과 항상성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준을 크게 훼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제도개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
다.16) 이른바 제도 실패(systemic failure)로부터 비롯된 선거제도 개혁사례
는 1990년대 초반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13) Birch(2003), p. 32, 재인용: Farrell(2001), 전용주 옮김(2012), p. 292.
14) Cortell and peterson(1999), p. 180.
15) 이러한 맥락에서 유진숙은 제도 변화 결정과정에서의 주요 정치 행위자의 세력관계를 패
권적 구조와 합의적 구조로 구분하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의 차이에 따라 제도 개편의 폭
과 강도, 그리고 성격과 정도가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Cortell and Peterson(1999)”, p.
191; 유진숙(2009), pp. 168~169.
16) Shugart(2008), p. 9.

49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뉴질랜드의 경우 당시 상대다수제에서 발생했던 몇몇 비(非)비례적 선거결
과가 자국 유권자들로부터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
우에는 이 국가들 내의 만성적 ․ 고질적 부패 문제의 원인이 기존 선거제도
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제도개혁이 추진됐다. 결국 제도를 유지하는
관념적 토대인 가치와 규범이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때, 정치행위자들
은 반(反)개혁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개
혁을 앞다투어 추진한다는 것이다.17) 이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 ․ 확
산되는 일련의 가치와 규범이 각 국가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 행위자가 자신의 권력 극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제도화된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 형성과정, 즉 제도 설
계과정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도들이 모방되고 도입되었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18)
이상의 기존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8년부
터 2014년까지의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사례 검토를 위한 분석 틀과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를 초래한 핵심 변수로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 둘째, 정치 행위자의 전략적 의도, 셋째,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 압력, 넷째, 행위자 간 세력관계와 제도 개
편과정 등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선
거제도 변화 메커니즘을 다음의 두 가설로 압축 ․ 정리하였다.

17) Shugart and wattenberg(2001), pp. 577-578; Farrell(2001), 전용주 옮김(2012), pp. 292~294.
18) Meyer et al.(1997), p. 145; 유진숙(2009), p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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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가설: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가 기존 보상구조를 위협하지 않
는다고 판단될 경우, 집권세력은 민주주의 증진 등에 대한 내 ․ 외부적
압력을 동기로 패권적 세력관계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기존
보상구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도개선을 추구한
다. 이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부분적이며 완만한 형태로 추진된다.
∙ 제2가설: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가 기존 보상구조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집권세력은 민주주의 증진 등에 대한 내 ․ 외부 압력을 명
분으로 패권적 세력관계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기존 보상구조
의 전면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포괄적이며 급진
적 형태로 추진된다.

Ⅲ.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의 변화 과정과 주요 내용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헌
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법제적 변화과정과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말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과 국가두마(하원) 의원 임기
증대
2008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메드베데프는 같은해 11월 5일 연방의회 연

49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례교서 발표과정에서 헌법 부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며칠 후인 11월
11일 메드베데프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연방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1월
21일 국가두마 승인, 11월 26일 연방회의(상원) 승인, 11월 18일 83개 연방
주체 전 지역의회의 승인 확보, 2008년 12월 30일 메드베데프가 헌법 개정
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에 서명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완료됐다.19)
핵심 내용은 헌법 제81조 1항에 명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를 기
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한편, 헌법 제96조 1항에 명시된 국가두마 의
원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다만 헌법 개정에 관
한 연방법 제2조에서 개정된 헌법이 그 효력 발휘시점 이후에 선출된 대
통령과 국가두마 의원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당시 메드베데프 대
통령과 제5기 국가두마 의원의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20)

19) 러시아연방 헌법 제9장 제134~137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 제출은 대통령, 상원, 하원, 연
방정부, 연방주체 지역의회, 그리고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1/5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는 하원 의원 정족수 2/3 이상의 동의를 통한 승인, 상원 의원
정족수 2/3 이상의 동의를 통한 승인, 연방주체 전 지역의회 2/3 이상의 승인, 상원의 연방
주체 지역의회 승인결과 발표, 대통령의 공식 서명 순으로 이뤄진다. Конституция РФ Гла
ва 9, Статья 134-137. 2008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과 하원 의원의 임기 증대 이외에도, 매
년 연방정부가 국가두마에 자신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의 국정감
사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신설했다. Конституция РФ Глава 5, Статья 103; Глава 6, Статья
114.
20)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оправке к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 д
екабря 2008 года № 6-ФКЗ «Об изменении срока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
едер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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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과 2011년 국가두마 진입장벽 완화
가. 2009년, 과도기적 국가두마 진입장벽 완화조치
메드베데프는 2008년 11월 연방의회 연례교서 발표과정에서 국가두마 진
입장벽(проходной варьер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완화의 필요성을 언
급한 데 이어, 2009년 2월 25일 이른바 ｢총선에서 5~7% 획득 정당에 관한
연방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후 4월 24일 국가두마 승인, 4월 29일 연방
회의 승인을 거쳐, 5월 10일 메드베데프가 해당 연방법에 공식 서명했고 같
은 해 5월 26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21)
해당 연방법은 총선에서 7%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5% 이상 7%
미만의 표를 획득한 정당들에 하원의석 일부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두마 선거에서 5% 이상 6% 미
만의 표를 획득한 정당에 1개의 하원 의석, 6% 이상 7% 미만의 표를 획득
한 정당에 2개의 하원 의석이 할당된다. 또한 이 의원들에게도 7%의 진입
장벽을 초과하여 하원 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소속 의원들과
사실상 동일한 권한이 주어졌다. 예컨대 이 군소정당들의 소속 의원들은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하원 의장, 부의장, 산하 위원회 위원
장 선거 등에 차별 없이 출마할 수 있다.22)
21) 이른바, ｢총선에서 5~7% 획득 정당에 관한 연방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의 공식 명칭은 다
음과 같다.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2 мая 2009 г. N 9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
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овыше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
льства избирателе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22) 이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제한사항은 교섭단체 참여가 불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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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 국가두마 진입장벽 5%로 완화조치
2011년 6월 24일 메드베데프는 기존 7% 국가두마 진입장벽의 하향조정
과 관련한 연방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연방의회에 요청
했다. 이후 10월 7일 국가두마 승인, 10월 12일 연방회의 승인, 10월 19일
메드베데프가 공식 서명을 거쳐, 해당 연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그 효
력이 발휘됐다.23)
해당 법은 2016년 총선부터 하원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위한 선거 참여
정당의 최소 득표기준을 기존 7%에서 5%로 2%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
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메드베데프는 2011년 6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같은 달 23일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 등 러시아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의 대담과정에서 국가두마
진입장벽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었다. 그는 기존 7% 국가두마 진입
장벽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의견을 표하면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국가두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6년
총선부터 진입장벽을 5%, 필요하다면 3%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4)

2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9 октября 2011 г. № 287-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
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о снижением минимального п
роцента голосов избирателей,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допуска к распределению депутатских
мандато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Медведев намерен подготовить закон о снижении барьера на выборах в ГД”(2011), РИ
А Новости.(Июль 23). http://ria.ru/politics/20110623/392290588.html(검색일: 2014.01.20);
“Медведев одобрил снижение в 2016 г барьера на выборах в ГД с 7% до 5%”(2011), РИА
Новости.(Октябрь 21). http://ria.ru/politics/20111021/465916063.html#ixzz33HHLKAhU (검
색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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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푸틴 1~2기 선거 ․ 정당제도 개혁과정에서 2007년 5% 진입장벽이
7%로 상향조정된 후, 메드베데프 시기에 들어와 2009년의 부분적 완화조
치를 거쳐 201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다시금 2007년 이전방식으로 돌아
가게 됐다. 다만 그 발효시점을 2013년 1월로 규정함에 따라 2011년 12월
총선을 통한 제6기 국가두마는 7% 진입장벽을 유지하되 5~7% 득표 정당
에 대해 부분적으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에 의해 구성됐다.

3. 2009년과 2012년 정당 창당 및 등록 조건 완화
가. 2009년, 정당 창당 및 등록 조건의 단계적 완화조치
2009년 2월 9일 메드베데프는 소위 ｢정당 최소 당원 수의 단계적 완화에
관한 연방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연방의회
에 요청했다. 뒤이은 4월 15일 국가두마 승인, 4월 22일 연방회의 승인, 4월
28일 메드베데프의 공식 서명을 거쳐, 2009년 4월 30일 발효됐다.25)
이 법은 기존 총당원 수 5만 명 이상, 83개 연방주체지역 중 과반 이상 지
역에서 최소 당원 수 500명 이상(나머지 지역은 250명 이상)을 최소 조건으
로 명시한 정당 설립 및 등록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
으로 한다.26) 이에 따라 정당의 설립 및 등록을 위한 최소 조건의 총당원수
2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8 апреля 2009 г. N 7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
ый закон “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ях” в связи с поэтапным снижением минимальной числ
енности член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26) 러시아에서 ｢연방법 ‘정당에 대하여’｣가 채택된 것은 2001년 7월 11일이었다. 당시 정당법
은 정당의 설립과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을 당원 수 1만 명 이상, 연방주체 중 절반 초과
지역 지부별 최소 당원 수 100명(나머지 지역 50명)으로 규정했다. 2003년 12월 총선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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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부별 최소 당원 수가 1차로 2010년 1월 1일부터 4만 5,000명과 450명
으로 줄었고, 2차로 2012년 1월 1일부터 40,000명과 400명으로 완화됐다.
나. 2012년, 정당 창당 및 등록 조건의 대폭 완화조치
2011년 12월 메드베데프는 연방의회 연례교서 발표과정에서 국민의 정
치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정당법과 대통령선거법의 부분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27) 2011년 12월 23일 메드베데프는 소위 ｢정당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연방의회에 요
청했다. 뒤이은 3월 23일 국가두마 승인, 3월 28일 연방회의 승인, 4월 2일
메드베데프의 서명을 거쳐, 4월 3일 해당 법이 공식 발효됐다.28)
이 법은 2009년에 이어 정당의 창당 및 등록 조건과 그 절차를 대폭 완
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당원 수 4만 명 이
상, 83개 연방주체지역 중 과반 초과지역에서 최소 당원 수 400명 이상의

두고 44개 정당이 존재했으나, 5% 진입장벽을 뚫고 하원에 진출한 정당은 단 3개의 정당
과 1개의 선거블록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중적 정당
들로 이루어진 정당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이유로 2004년 12월 22일 정당의 설립과 등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이 채택됐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법무부 공식 등록
정당 수가 6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Поэтапное сниж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
ий”(2012), ИТАР-ТАСС(Марта 03). http://itar-tass.com/spravochnaya-informaciya/510596.
(검색일: 2014.01.20)
27) 메드베데프는 연례교서 발표과정에서 ① 정당의 등록절차 간소화, ② 무소속 또는 원외정
당 소속 대선후보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한 최소 추천인 수 축소의사를 밝혔다. 후자와
관련하여 당시 메드베데프는 최소 추천인 수를 기존 200만 명에서 무소속 후보는 30만 명,
원외정당 소속 후보는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Медве
дев предложил упростить регистрацию партий”(2011), LЭNTA.RU(Декабрь 22),
http://lenta.ru/news/2011/12/22/parties/(검색일: 2014. 1. 20).
2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 апреля 2012 г. N 28-ФЗ «О внесении из
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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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설립 및 등록 조건이 ‘83개 연방주체의 절반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최
소 당원 수 500명’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정당 설립 및 등록 절차 또한 간
소화됐다. 그 결과 법무부 공식 등록 정당 수가 기존 7개에서 2012년 말 기
준 48개로, 2014년 5월 말 현재 77개로 크게 증가했다.29) 특히 2013년 10월
14일 지방선거에 약 30여 개의 정당이 참여했다.30)

4. 2012년 연방주체 행정수반 직선제 복원
2004년 연방주체 행정수반 직선제(이하 주지사 직선제)가 폐지된 지 8년
여 만인 2012년 1월 16일 메드베데프는 ｢주지사 직선제 도입에 관한 연방
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연방의회에 요청했
다.31) 그리고 2012년 4월 25일 국가두마 승인, 4월 27일 상원 승인, 5월 2일
메드베데프의 서명을 거쳐, 6월 1일 공식 발효됐다.32)

29)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연방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등록정당 목록’ 참고. “Список зарегист
рирован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http://minjust.ru/nko/gosreg/partii/spisok.
30) 장세호(2013b), p. 206.
31) 2004년 푸틴은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위계질서 확립, 정당체계의 집중화를 목표로 일련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도 높게 단행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
고 지방정부의 부패와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로 주지사 직선제가 전격 폐지됐다. 이후 지역
행정수반은 지역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복수 후보 추천, 대통령의 주지사 후보 지
명, 지역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임명되어왔다. 유진숙(2009), pp. 176~177; 장세호(2013a),
pp. 12~13.
3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мая 2012 г. N 4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и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и исполн
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Федерал
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прав и права на участие в референд
ум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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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방법의 발효에 따라 두 개의 관련 법(러시아연방주체 입법 ․ 행정
기구 조직법, 연방법 ‘일반원칙에 대하여’)이 개정되었고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지사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주지사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 선출되며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주지사의 임기는 5년 이하로 하며 2회
중임까지만 허용한다. 법무부 등록정당은 자당의 후보(당원이 아니어도 상
관없음)를 출마시킬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도 지역 자체 규정에 따라 출마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정당 및 무소속 입후보들과의 사전
협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다.33) 주지사 선거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3/4 이상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5~10%
추천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후보 등록을 위해 무소속 입후보자는 0.5~2%
의 주민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정당 추천 입후보자는 이 의무사항이 면제된
다. 해임된 전직 주지사는 최소 2년간 러시아 전 지역에서의 주지사 선거
출마가 불허된다. 주지사의 권한은 대통령의 신뢰 상실(부패혐의 적발, 이
해갈등 조정 불능, 주지사 활동의 러시아연방 헌법 저촉 등을 이유로)과 관
련하여 정지(해임)될 수 있다. 주지사의 위법행위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지속적인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주민소환권이 허용된다.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권은 지역주민 1/4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되며, 그 절차는
지역 자체에서 마련된 규정을 따른다.

33) 대통령이 사실상 일부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적지 않은 논쟁을
야기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모호한 문구로나마 원안의 취지를 고수하는 것이었고, 해당
조항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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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국가두마 구성방식의 혼합선거제 복원
201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어 5월 집권 3기를 시작한 푸틴은 같은해
12월 12일 연방의회 연례교서 발표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국가두마 구성방식의 혼합선거제 재도
입을 시사했다.34) 2013년 3월 1일 푸틴은 연방법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
대하여｣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듬해인 2014년 2월
14일 국가두마 승인, 2월 19일 연방회의 승인, 2월 24일 푸틴의 서명을 거
쳐 공식 발효됐다.35)
개정된 국가두마 구성법은 2004년 도입된 순수비례대표제를 2003년 이
전의 혼합선거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원 의원정수 450명 중 225명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나머지 225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선거구는 선거인 대표성의 원칙에 따
라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지역선거구와
연방선거구 입후보자(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하여 200~400명의 후
보자 명부를 구성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자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입후보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들의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절반을 넘어
서는 안 된다. 하원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직전 총선에서 3% 이
상 득표를 획득한 정당, 그리고 83개 연방주체 중 하나의 지역에서라도 교
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의 추천을 받은 지역선거구 입후자 및 연방

34) 장세호(2013a), pp. 21~22.
3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2 февраля 2014 г. N 20-ФЗ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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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별도의 주민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정당은 총선 참여를 위해 20만 명의 추천
인을 확보해야 하며, 1개 지역에서 7,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
다. 지역선거구의 무소속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해당 지역 선거구
유권자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선거구의 당선자는 상대다수
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연방선거구(정당명부 비례대표) 의석 할당은 5% 진
입장벽제가 적용된다.

Ⅳ.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의 주요 동인

1. 러시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

러시아 내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 집권세력에 대
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도는 2000년 푸틴 1기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08년까
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무엇보다 해당 시기 러시아 내에서 ‘질
서와 안정’이 착근되고, 경제성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등의 성과에 대한 러
시아 국민의 긍정적 평가와 폭넓은 지지가 반영된 결과였다.36)
그러나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푸틴과 여당 통합러시아에 대한 지지도는 2008~09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36) 장세호(2013b),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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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 무렵부터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이들
에 대한 지지도는 2012년 대선을 거치며 하락세가 다소 조정국면에 접어
들었고 현상유지 경향을 나타내다가 2014년 다시금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
이다.37)

그림 1.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화
오는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2014),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 Доминанты. № 21
(29. 5), С. 3.

37) 더불어 여당 통합러시아의 지지도 감소 경향이 먼저 나타났고,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푸틴
의 지지도 감소 경향이 뒤이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 푸틴
과 여당 통합러시아에 대한 지지율이 급반등한 것은 2013년 말 발생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결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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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 변화
최근 한 달간 당신은 푸틴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덜 신뢰하게 되었는가?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2014),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 Доминанты, № 21(29. 5),
С. 4.

그림 3. 러시아 시민들의 통합러시아에 대한 지지율 변화
오는 일요일 춍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2014), Доминанты, № 21(29. 5),
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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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러시아 시민들의 통합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변화
최근 한 달간 당신은 여당 통합러시아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덜 신뢰하게 되었는가?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2014),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дикаторы, Доминанты, № 21(29. 5),
С. 10.

이 같은 모습은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차원의 여러 선거결과에서도 유사
한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방 차원에서 치러진 국가두마 선거의 경우
통합러시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율은 2003년에 37.46%를 기록한 후
2007년 64.30%로 크게 올랐다가, 2011년 49.32%로 감소했다. 연방주체 지
역 차원에서 치러진 일련의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통합러시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율은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 평균 46.2%를 기록한 후 꾸
준히 상승하여 2009년까지 60%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2010년 평균 52.77%
로 급락했고,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50.21%를 기록했다.38)
현 집권세력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 변화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2011년 12월 총선과 2012년 3월 대선을 전후로 실시된 다양한
38) 장세호(2013b), 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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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들 내에서 희망 없는 안정과 만성적
부패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독점적 ․ 비경쟁적 정치체제에 대한
냉소와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러시아 국민의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2008년 무렵을 기점으로 완만한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특히 2011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습은 2011년 12월 국가두마
선거과정에서 러시아 유권자의 표심 변화로 나타났다. 당시 통합러시아가
사실상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점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2. 민주주의 증진 등에 대한 내 ․ 외부 압력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와 ‘규범’은 선거제도 변화를 추동하
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푸틴 집권 이후 ‘강한 국가’와 ‘법의 독
재’를 슬로건으로 내건 러시아의 집권세력이 국내적 차원에서 2000년대 중
․ 후반까지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향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체제는 러
시아 내의 비판적 지식인을 비롯해 국제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
아왔다. 비판의 초점은 무엇보다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향성에 맞춰져
있었고, 그 내용은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침식 ․ 퇴행의 경로를 밟고 있다거
나 한 발 더 나아가 붕괴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40) 실제로 2000년 이

39) 자세한 내용은 장세호(2012b), pp. 147~149. 참고.
40) 장세호(2012a),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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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취해진 7개 연방관구제 도입, 상원 구성방법 변경과 주지사 직선제 폐
지, 순수비례대표제 방식으로의 하원의원 선출방식 변경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한 원내 진입장벽 강화, 정당법 개정을 통한 창당 및 정당등록 요건 강
화, 규제법 제정을 통한 언론통제, NGO 규제법 시행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제한 등의 조치들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퇴행주장에 핵심 근거가 되었
다.41) 물론 상기 비판에 대해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주권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 논의 등을 통해 러시아식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은 러시아 집권세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러시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
서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
가 형성됐다. 실제로 2009년 9월 메드베데프는 ‘전진, 러시아(Go, Russia)’
라는 제하의 원고를 통해 ‘현대화(Modernization)’ 담론을 제기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자원 중심 경제구조의 경직성과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개혁은 정치개혁과 병행될 때 가능하다는 인식이 제
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12월 총선 직후 발생한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시위
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각종 행정자원을 활용한

41) 장세호(2012a),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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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 ․ 금권 선거 등의 선거부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지 않았지만 그 정치
적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선거조작 시인과 민간 선거감시단체들의 각종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모스크
바 볼로트나야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시위가 개최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 러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42) 그리고 ‘총선 무효화와 재실시’,
‘반(反)푸틴(За Россию без Путина)’ 구호를 앞세운 부정선거 규탄 및 반
(反)푸틴 시위는 적어도 2012년 상반기까지 러시아 정치지형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고려됐다. 결국 2011년 12월 총선은 일련의
선거부정사례들과 맞물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을 위한 기본적 토
대인 선거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집권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이 되었다. 이렇듯 러시아 정치체제의 지속성과 항상
성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제기됨에 따라 당연히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적 압력의 강도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수
요는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3. 정치 행위자의 전략적 의도

앞서 살펴본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러시아 집권세
력의 전략적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권자의 정치적 선

42) 2011년 12월 10일 볼로트나야 광장 시위, 12월 24일 사하로프 거리 시위, 2012년 2월 4일
볼로트나야 광장 시위 등에 주최 측 추산 4만~1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결집했다. 이러
한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그 규모 면에서 현대 러시아의 시위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장세호(2013a),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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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조와 기존 선거제도하의 보상구조가 배치되지 않을 때, 러시아의 집권세
력은 이러한 보상구조를 개편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지
지율 변동이 크지 않은 조건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인 기존의 보상구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만 가치와 규범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 즉 민주주의 증진에 대
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존
보상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도개혁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제3장에서 살펴본 일련의 선거제도 변화사례 중 2008년 말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과 하원 의원의 임기증대, 2009년의 과도기적 국가두마
진입장벽 완화, 2009년의 정당 창당 및 등록 조건의 단계적 간소화 등은 큰
틀에서 기존 보상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의 성격이 짙다. 예컨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
로 증대한 것은 메드베데프로의 대권이양사례와 마찬가지로 내외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3선 연임 제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우회하
여 사실상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5~7%
득표 획득 정당에 제한적으로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2009년의 하원 진입장
벽 완화조치는 제도 개혁의 상징적 의미만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2011년
12월 총선에서 기존의 4개 정당 이외에 추가로 하원에 진출한 정당을 만들
어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구조와 기존 선거제도하의 보상구조가
배치될 때, 집권세력은 이러한 보상구조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
이 크다.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가능성이 현
격히 줄어드는 조건하에서 집권세력은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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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집권
세력은 ‘이익의 최대화’보다는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명분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보상구조에 대한 개편을 시도할 것이다. 다만 이 점에
서 제도 실패사례의 경우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의 압력이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사례 중 2011년
의 하원 진입장벽 완화(5%), 2012년의 정당 창당 및 등록 절차의 대폭 완
화, 2012년 주지사 직선제 재도입, 2014년 하원 구성방식의 혼합선거제 재
도입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집권 3기 출범 이후 푸
틴이 추진한 혼합선거제 재도입은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집권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이 현격이 감소한 조건하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
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 수혜구조 변경을 통해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푸틴이 2004년 도
입한 순수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지지도가 의회 의석으로 큰 왜곡 없이 전
이되는 대표적인 비례적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율 하락으로
향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자신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선거제도의
비(非)비례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권력의 유지 또는 확대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주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정치인
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다
수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지역선거구 선출의원의 대부분이 여당 통합러시아
출신이 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즉 지지율 하락으로 예상되는 의석 감소 부
분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도입으로 상쇄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것이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적 의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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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러시아의 집권세력이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적 압력
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혼합선거제가 최근 20여 년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43) 또한 메드베데프는 2012년 크렘린에서 공개적으
로 정당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러시아 내의 다양한 군소정당
대표자들을 초청한 이 자리에서 메드베데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
한 급진적 제도개혁을 만류했지만, 자신은 결국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44)

4. 정치 행위자 간 세력관계와 제도 개편과정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자 간 세력관계 구조
는 선거제도 개편의 폭과 강도, 그리고 성격과 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
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에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의 선거제도 설계 및 개편 과정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났다. 실제
로 옐친 시기 러시아의 선거제도 설계와 개편은 다양한 정치 행위자 상호
43) 혼합선거제는 일반적으로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여 투표와 의석 간
의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장점이 부각되어 최근 많은 국가
들의 선거제도 설계 및 개편 과정에서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다. Farrell(2001), 전용주 옮김
(2012), p. 300; 박경미(2011), p. 129.
44) Кузьмин, Владимир(2012), “Апрельские тезисы: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а
ртиях,”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Апрель 04). http://www.rg.ru/2012/04/04/tezisi.html(검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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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대립적 세력관계 구조하에서 매우 절충적이
고 타협적인 형태로 이뤄졌다.45)
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러시아 사례는 주요 정치 행위자 간의 패
권적 세력관계 구조에 따라 집권세력의 전략적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
는 형태의 선거제도 개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푸틴 집권 이후 ‘권력의
수직 계열화’가 제도화되었고, 2007년 12월 총선을 통해 통합러시아가 국
가두마에서 2/3 이상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집권세력은 상 ․ 하
양원을 비롯해, 연방주체 지역정부와 지역의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2011년 12월 총선에서 통합러시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
율을 기록했지만, 7% 진입장벽의 효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사실
상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헌법 이외의 선거제도와 관련한 거의 모든 법의
채택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
로 제1야당인 공산당을 비롯한 러시아의 야권은 2003년 이후 자신의 영향
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주변화됐다. 더욱이 공산당의 지지세력을 분산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권세력의 정치공학적 산물로 등장한 정의러시아와
극우민족주의적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크렘린의 통제하에 있는 자민
당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이 제한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45) 1990년대 초에는 옐친과 인민대의원회 간의 갈등구조, 1993년 이후에는 여야 간, 하원과 상
원,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구조가 존재했다. 이들
은 선거제도 도입과정에서는 각각 다수대표제와 혼합선거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혼
합선거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석과 다수대표 의석 할당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
립했다. 그 결과 해당 시기 러시아에서는 급진적인 제도 변화 없이 50:50 비율의 혼합선거제
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형태의 선거제도 변화가 나타났다. 유진숙(2009), pp. 17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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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6기 국가두마 내에서 국가두마 의장직을 비롯해 제1부의장
및 다수의 부의장직과 국가두마 산하 29개 위원회 중 헌법위, 민사 ․ 형사 ․
중재법위 등 입법 관련 위원회를 포함한 15개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통합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다.46) 실제로 국가두마의 2008년 헌법 개정을 비롯한
다수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연방법안 독회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정당
은 사실상 공산당이 유일했다. 결국 제도 개편과정의 ‘결절점(veto points)’
이 매우 한정된 패권적 세력관계 구조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개

표 1. 제5기 국가두마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

교섭단체명

확보 의석 수(석)

의석 비율(%)

통합러시아

315

70.00

러시아연방공산당

57

12.67

러시아자유민주당

40

8.89

정의러시아

38

8.44

교섭단체명

확보 의석 수(석)

의석 비율(%)

통합러시아

238

52.88

러시아연방공산당

92

20.44

정의러시아

64

14.22

러시아자유민주당

56

12.44

표 2. 제6기 국가두마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

46) 현재 공산당은 6개 위원회 위원장직을, 정의러시아와 자민당은 각각 4개 위원회 위원장직
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http://www.
duma.gov.ru/structure/al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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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철저히 특정 정치 행위자, 즉 집권세력의 전략적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47)

Ⅴ.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2008년 메드베데프 집권 이후부터 현 푸틴 3기
정부 초기까지의 러시아연방 선거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제도 변화를 이끈 핵심 동인을 분석,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러시아 선거제도의 변화는 여러 차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
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08~14년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

시기

주요 내용

2008년 12월

헌법 개정

2009년 4월

정당 창당 ․ 등록
조건의
단계적 완화

비고

∙ 대통령 임기 증대(기존 4년에서 6년으로)
∙ 국가두마 의원 임기 증대(기존 4년에서 5년으로)
∙ 2010년 적용 기준: 총당원 수 4만 5,000명, 지부별 최소
당원 수 450명
∙ 2011년 적용 기준: 총당원 수 4만 명, 지부별 최소 당원
수 400명
※ 기존 기준: 총당원 수 5만 명, 지부별 최소 당원 수 500명

47) 그러나 이러한 패권적 세력관계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언제나 포괄적이고
급진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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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시기

주요 내용

비고

2009년 5월

∙ 5% 이상 6% 미만 득표 정당에 1석 할당
과도기적 국가두마
∙ 6% 이상 7% 미만 득표 정당에 2석 할당
진입장벽 완화
※ 기존 7% 미만 득표 정당에 의석 할당 불허

2011년 10월

국가두마 진입장벽 ∙ 하원 비례대표 의석 할당 최소 기준의 기존 7%에서
5%로 완화
완화

2012년 4월

정당 창당 ․ 등록
∙ 연방주체 과반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500명 이상 당원
조건의 대폭 완화

2012년 5월

2014년 2월

연방주체 행정수반
∙ 2004년 폐지된 주지사 직선제 복원
직선제 복원
국가두마
구성방식의
혼합선거제 복원

∙ 국가두마 의석 450석 중 225석은 소선거구 다수대표
제 방식으로, 나머지 225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
※ 기존 국가두마 구성방식: 순수비례대표제

이 시기의 선거제도 변화과정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는 ① 유권자의 정치
적 선호 변화, ② 정치 행위자의 전략적 의도, ③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 압력, ④ 행위자 간 세력관계와 제도 개편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
다. 또한 본문에서 수행된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일련의 분석결과 종합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를 추동한 가장 1차
적이며 직접적인 동인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였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 주요 선거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러시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는 그 폭과 내용 측면에서 2010~11년 사이에 매우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런 극적 변화는 이익의 관점에서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현 집권세
력의 기존 제도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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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 압력’은 러시아 선거제도의 변화
를 추동한 핵심 동인이자 현 집권세력의 전략적 의도 구현을 위한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됐다. 현 집권세력은 옐친 시기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을 해
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푸틴 집권 1~2기 동안 일련의 권위주의적 제도 개편
을 추진했고,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끊임없
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 시기 집권세력 내에서도 경제개혁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2011년
총선 이후 정치권력의 정당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제도개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현 집권세력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변화’와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 ․ 외부 압력’의 정도에 따라 기존 보상구조의 변화범위를 전략적으
로 고려한 제도 설계를 추진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상기 두 변수의 영향
력 변화와 기존 보상구조 사이의 함수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제도의 재조정 또는 개편을 시도했다.
넷째, 현재 러시아의 정치 행위자 간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도 개편 논의는 패권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러시
아에서 주요 정치세력 간 역학관계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일반적
사례들과 달리 제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 시
기 러시아의 선거제도 변화과정은 야권의 극히 한정된 정치적 영향력하에
서 현 집권세력의 전략적 의도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패권적 성격
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① 2008년 12월의 헌법 개정, ② 2009년 4월의 정당 창당 ․ 등
록 조건의 단계적 완화, ③ 2009년 5월의 과도기적 국가두마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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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메드베데프 초 ․ 중의 사례의 선거제도 변화는 제1가설에 따른 결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① 2011년 10월의 국가두마 진입장벽 대폭 완
화, ② 2012년 4월 정당 창당 ․ 등록 조건의 대폭 완화, ③ 2012년 5월의 연
방주체 행정수반 직선제 복원, ④ 2014년 2월의 국가두마 구성방식의 혼합
제 재도입의 메드베데프 정부 말기와 푸틴 3기 정부 초기의 선거제도 변화
는 제2가설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선거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상의 논의들은 러시아 정치제도가 여전히 불안
정하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 선출과 권력의 운영방식을 규율하는 정치제도의 안정성은 특정 사회
의 체제적 안정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펴
본 러시아의 빈번한 선거제도 변화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견고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재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선거제
도 개편의 주요 명분이었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추후 선거과정에서 제
도효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 집권세력
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권력의 극대화 또는 정치적 안정을 꾀
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이러한 인위적 ․ 도구적 조작시도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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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14년 2월, 세계의 눈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러시아 소치(Sochi)
에 집중되었다. ‘열정적이고 멋진 여러분의 올림픽(Hot, Cool, Yours)’을 모
토로 17일간 펼쳐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88개국, 2,800여 명의 선수가 출
전함으로써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참가국과 참가선수를 기
록했다.1) 소치는 참가국과 참가선수의 수에서뿐만이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승인 하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발간하는 현대
정치연구, 제7권 제2호(2014년 가을호), pp. 121-158에 게재된 바 있음을 밝힙니다.
1) http://www.olympic.org/sochi-2014-winter-olympics(검색일: 201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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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에 무려 500억 달러2)(약 54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고,3) 이는 하계 및 동
계를 포함한 역대 올림픽 소요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동계올림픽 개최권 획득에 연달아 실패
한 후,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Guatemala)시에서 개최된 119회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재도전한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
되었을 때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리는 “의심할
바 없는 우리 조국에 대한 평가”라고 언급하였다(Kishkovsky 2007).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맛보았던 실망을 극복하고자4) 러시아는 그 누구도 예
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정적 ․ 정치적 자본을 올림픽에 쏟아부었다.
소치가 2007년 유치 당시 예상했던 소요예산은 120억 달러 정도였다. 인
플레이션과 상황 변화, 그리고 역대 올림픽에서 항상 예산이 초기 예측치
보다 더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2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의 증가
는 거의 네 배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었음을 의미한다.5) 더군다나 소치 올

2) 다음 표기되어 있는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화(USD)를 의미한다.
3) 논자에 따라 51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소요예산을
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을 위해 러시아 시민 1명당 350 달러를 지출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üller(2011, 2014); Bowring(2014) 등을 참고할 것.
4)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경우 61개국이 보이콧(boycott)을 결정하여 참가하지 않았다. 모
레티(Anthony Moretti 2013)는 올림픽에 대한 정치의 간섭을 언급하면서 모스크바 올림픽의
보이콧 과정을 미국 정치와 미디어의 결탁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5) 2006년의 제안서(bid book)에서 처음 투영되었던 예산은 60억 달러 정도였고, 2009년 지역
발전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는 추정에 따라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27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후 예산은 꾸준한 증가를 거쳐 500억 달
러에 도달하게 되었다. “Olimpiada vystavila shchet” (The Olympics Publish Their Bill),
Vedomosti(September 29. 2009), 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214969, 재인용: Arnold
and Foxall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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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은 동계올림픽이다. 일반적으로 동계올림픽 예산은 하계올림픽 예산의
4분의 1, 아주 많은 경우에도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평가되어진다. 영국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용한 비용이 150억 달러였고, ‘사상 최대의 비
용’, 혹은 ‘돈 잔치’로 불렸던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소요예산이 420억
달러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러시아가 소치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만한 것
인지, 그리고 소치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치러진 대회인지 쉽게
짐작하게 된다.6) 아무튼 비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러시아는 소치에 온
힘을 쏟아부었고, 소치 동계올림픽을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세계 각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아주 많은 세계 최초로 가득 차도록 하였는데,
예로서 올림픽 성화는 봉송 사상 최초로 우주로, 북극으로, 수중으로 내려
가 바이칼호의 밑바닥까지 운반되어졌다. 러시아는 말 그대로 ‘강대한 국가
에 걸맞은 위대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표출하였다. 결국 소치에서 러시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수확하여 러시아 동계
올림픽 참가 사상 최다 메달 수를 기록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하였다. 돈 잔
치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 메달 획득 선수들에게 막대한 포상
을 하였는데,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
된 45대의 벤츠자동차에 이르러 러시아의 올림픽 쇼는 그 화려한 절정을
보여주었다.

6) 소치 올림픽에 사용된 비용이 역대의 모든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Aron(2014); Nemtsov and Martynyuk(2013)을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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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쇼는 끝났고, 러시아에게 남은 것은 ‘올림픽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이다. 역대 최악의 재정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1976년의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올림픽의 경우 15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30년이 걸렸다.7) 소치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 크라스노다르 변강
(Krasnodar Krai) 주지사인 트카초프(Alexander Tkachev)는 새로 건설된 스
포츠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만 1년에 3억 5,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Volkov 2014).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소치가 올림픽 시설물들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17억~22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8) 인구 40만 명의 조그만 도시 소치가 과연 이 금액
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소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올림픽이 끝
나는 순간 소치에 집중되어 있던 러시아 정권 핵심부의 관심도 함께 사라
졌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앞으로 소치는 몬트리올만큼이나 긴 세월을 재정
적자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9)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이밖에도 다른 많은 우려 섞인 사건들이 감춰져
있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전부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북코카서스(North

7) 재정적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되어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 최초 올림픽 경기
개최를 계획할 때 1억 2,500만 달러의 소요예산을 예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결국 몬트리올은 15억 달러의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이 빚은 2006년 12월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
8) https://archive.org/details/BLOOMBERG_20140528_080000_The_Pulse(검색일: 2014. 7. 5).
9) 최소한 소치의 재정형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는 어쩌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일지도 모른
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졌기에 재정적자가 온전히 소
치 지방정부만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4년 6월에 예정되
어 있던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용계획은 소치를 살리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
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G8 정상회담이 취소됨으로써 소치에 대한 우려
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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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casus)와 관련된 테러행위들,10)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폭
력사태와 대통령 도피, 소치의 올림픽 시설물 건설을 둘러싼 횡령과 부패
의 소문들은 소치의 이면이 밝은 빛이 아님을 보여준다. 2013년 12월 발생
한 볼고그라드(Volgograd)의 자살폭탄테러 이후 소치는 10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둘러싼 하나의 요새로 변모했으며, 러시아 보안당국은 모든 관람
객들에게 특별여권을 발급했다. 이는 잠재적인 테러분자들뿐만 아니라 정
치적 반대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으며, 서방신문들에 의하여 역사상
가장 폐쇄적인 올림픽이라는 평을 받게 만들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입가
를 떠나지 않았던 푸틴의 미소는 올림픽 종료와 함께 얼어붙은 냉혹한 얼
굴로 바뀌었다. 특히 올림픽이 끝난 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
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결국면으로 진전됨으로써 러시아 경
제를 비롯한 상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11)
러시아 내부의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천연자원에 재정수입의 절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세계 경기와 자원시장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러시아 수출의 75%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차지
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
치이다. 러시아 곡물의 45%는 수입된 것이며,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물
건들 또한 수입된 것들이다. 국가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치솟는 에너지자원을 팔아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충성을

10) 북코카서스 지역의 사정 및 테러 등에 관해서는 Petersson(2014); Orttung and Zhemukhov
(2014) 등을 참고할 것.
11)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민지영(2014)를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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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대가로 러시아는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하였
으며, 필연적인 결과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일 뿐이라는 전망은 우울하
기까지 하다. 2013년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러시아
의 경제성장은 1.3%에 그쳤으며, 심지어 푸틴 스스로 경기후퇴의 주된 원인
은 내부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상반기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심화되어 약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4년 1분기
의 경우 러시아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0.9% 성장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 성
장률은 -0.5%로 사실상 GDP 감소를 경험하였다(정성춘 2014, p. 63).
결국 푸틴이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강한 러시아’는
어쩌면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러
시아는 이러한 결과, 특히 경제적 부담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그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특히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하여 장
밋빛 전망만을 쏟아내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스포츠의 경제학에서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그다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많은 경
험적 연구들이 존재한다(박보현 2008; 안영도 2002; 정희준 2008; Horne
2007; Siegfried and Zimbalist 2006; Szymanski 2002; Flyvbjerg 2006; Whitson
and Horne 2006). 더군다나 소치에 사용된 돈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애시당
초 소치에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단기간에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러시아는, 아니 푸틴은 왜 그토록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가?
소치 올림픽의 개최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
해서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올림픽이 얼마나 빈번하게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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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왔는지를 다시 지적하는 것은 새삼 진부할 뿐이다. 스포츠, 특히
올림픽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있고, 소치의 경우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12) 러시아에 있어 올림픽의 개
최는 1990년대 소연방 해체 이후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격
변을 극복하고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재건되었음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푸틴의 개인적 성취와
동일시되어짐으로써 그의 집권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메가 이벤트 개최 정책결정의 매트
릭스(matrix)에 대해 고찰하고, 그 정치 ․ 경제적 목표들과 함의를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고 논의를 전개한
다. 그것은 첫째, (대내적으로는) 국내적 과시와 지대의 분배를 통한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 및 충성의 확보이며, 둘째, (대외적으로는) 국가이미지 고양
을 통한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다. 본고는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소치 동계
올림픽의 특징들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
은 논의에 근거하여 소치의 경험이 러시아의 메가 이벤트 개최에 던지는
함의를 파악한다.

12)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에 관해서는 Hill(1992); Senn(1999); Grix(2013); 정기웅(2010, 2012)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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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 메가 이벤트의 정치 ․ 경제

1. 국가정책 결정의 매트릭스(Matrix)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들의 국제적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국
가들의 성격은 각자가 기초하고 있는 국내와 국제 사회의 관계에 따라 결
정되어지며, 국가들의 국제적 행위는 이러한 관계의 반영이라고 본다. 모라
브직(Andrew Moravcsik 1997, p. 516)은 “국가들과 국가들이 배태되어 있는
국내적 ․ 초국적 사회와의 관계가 국가의 선호를 밑받침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들의 행태를 결정적으로 형성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는 특정한 시점의 국가- 사회관계(즉 정권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사회집단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정진영 2004, p. 397). 이와 같이 결정되어 행해진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시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기웅 2010,
pp. 333~336).
러시아 또한 이러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
의 국제관계는 현재 러시아를 위요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위대
한 러시아의 부활을 내세우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푸틴 권력의 공고함을
다지고자 하는 지배집단과 이에 대응하는 내부집단의 상호작용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푸틴 시대
러시아의 키워드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강한 러시아’, 혹은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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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 특유의 대국주의13) 및 장대함의 과
시와 맞물려 푸틴 정부하에서의 유난히 많은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의
입안으로 연결되어졌다.
메가 이벤트란 “대규모의 (상업적 행사와 스포츠 행사를 포괄하는) 문화
적 행사들로서 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대중에게 어필하며 국제적 중요성
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Roche 2000). 메가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메가 이벤트에 견줄 만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메
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는 주최 도시와 지역 혹은 국가에 매우 중대한 결과
를 가져다주며, 또한 광범한 매체에 의해 주목받고 취급되어진다(Horne
and Manzenreiter 2006, p. 2).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측에서는 대개 대중에
대하여 희망적인 이야기들과 긍정적 전망들을 제시한다. 예로서 올림픽 개
최가 스포츠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며(Hughes 2012),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며, 여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위
가 올림픽의 이점을 과다하게 계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Flyvbjerg 2006;
Whitson and Horne 2006),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들이 항상 실
현되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Owen 2005; Whitson and Horne 2006; Shaw 2008; Müller 2012). 망
간(Mangan 2008, p. 1870) 같은 이는 “동계올림픽이 주된 경제효과를 가져
왔다는 어떠한 소중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13) 러시아의 대국주의 및 정치적 신화와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서는 Persson and Petersson
201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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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러시아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의 집중화된 메가 이벤트 혹은 프
로젝트는 정권의 정치 ․ 경제적 목표달성에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Orttung and Zhemukhov 2014, p. 175).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메가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그 최신의 성취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메가
프로젝트는 이질적 지역과 도시지역의 통합적 발전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
에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규정짓는 사실상의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메가 프로젝트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과 같은 시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로부
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또한 러시아의 현 정치 ․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
지하는 데 핵심적인 엘리트들에게 지대(rent)를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
써 대중과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한다면, 러시아에서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
는 적어도 집권층에는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푸틴은 ‘러시아 10년 영광의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소치 올림픽 유치로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르기까지의 10년을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로 가득 채움으로써 ‘위대한
러시아’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할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다.

2. 러시아의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들

소치 올림픽 외에도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 진행되었거나 향후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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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진행될 많은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업들
에는 예외 없이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졌다. 예로서 2012년 9월의 APEC 정
상회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ck)를 재건축하는 데 200억 달러를 사용했으며(Kalachinsky 2010),
극동개발을 위해 42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Medetsky 2013),
2013년 7월 카잔(Kazan)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Universiad) 게임에는 69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한 달 뒤인 2013년 8월에는 모스크바(Moscow)
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World Athletics Championships)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컨페더레이션스컵(Confederations Cup)이 예정되어 있고, 2018
년에는 모스크바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다.14) 모스크바 월드컵 또한 소치의
경우처럼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Müller and Wolfe 2014). 이와 더불어 152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러시아
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콜코보(Skolkovo) 혁신센터 조성계획(Ulyukaev
2013),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의 가스프롬 타워(Gazprom Tower)
건설(Reshetnikov 2011),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가스관 공사들(Nord Stream
과 South Stream이 대표적인데, South Stream의 경우 390억 달러 소요 예상;
Hill 2013)과 APEC 정상회담에 맞춰 진행된 루스키(Russky)섬 관광복합단지
건설, 모스크바 글로벌 파이낸스센터(Global Finance Center) 건설 등이 대표
적인 메가 프로젝트들이다.
일부 논자들은 러시아에서의 이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매
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이 메가 이벤트 및 프로
14) 컨페더레이션tm컵과 월드컵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대비 등에 대해서는 Lelyukhin 201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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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들은 다른 연방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와 같은 논리하에 작동된다.
예로서 국가 무기조달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말이다(Bryce-Rogers 2013). 즉
그것들은 매우 많은 국가기금의 사용을 요구하며,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이 관련
자들에게 부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Hedlund 2014)”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치를 비판하는 논자들 중 일부는 소치의 엄청난 예
산낭비의 한 예로서 해변지대인 소치 올림픽 공원과 산악지대인 크라스나
야 폴랴나(Krasnaia Poliana)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 사용된 비용을 예로
들곤 한다. 이 도로의 건설비용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의 27억 달러
에서 78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15)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탐
사로봇계획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판 에스콰이
어(Esquire)는 그 돈이라면 그 도로를 21.9cm 두께의 푸아그라(Foie Gras)로
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언급하였다.16) 이는 소치 올림픽 준비과정서 예산
집행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17) 그리고 그 보이지 않게 사라
진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추측하게 만드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Arnold
and Foxall 2014, 6).

15) 논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82억 달러라는 주장도 있다.
16) 에스콰이어는 다양한 비교를 통해 도로 건설에 사용된 비용의 막대함을 보여준다. 그 도로
는 1.1cm 두께의 블랙 캐비어(Черная икра), 9cm 두께의 루이비통(Louis Vuitton) 핸드백,
4.7cm 두께의 모피코트, 6cm 두께의 송로버섯, 13.85cm 두께의 헤네시 코냑 등으로 뒤덮
일 수 있다는 식으로 비교되었다. http://esquire.ru/sochi-road(검색일: 2014. 8. 15).
17) 러시아 회계원(Audit Chamber of Russia)은 국영기업들이 소치에서 5억 달러 이상의 돈을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유용된 기금이 300억 달러
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Aron 20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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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계올림픽, 소치, 그리고 경제적 효과

1. 러시아는 왜 올림픽을 택하였는가?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가들은 스포츠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 왔
다. 첫째,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팔아 자국의 이미지를 고
양하는 ‘이미지 확장’의 측면에서이고, 둘째, 자국이 찬성하지 않는 국제적
행위에 대해 특정 경기에의 참여 여부로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다. 셋째,
타국과의 스포츠 경기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방식이다(정기웅 2009, p. 242).
국가이미지의 확장 혹은 향상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이미지 구축의 소
프트파워와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장소(혹은 지역) 브랜딩에 대해 논
의해왔다(Olins 1999; Black and Van Der Westhuizen 2004; Orueta and
Fainstein 2009; Anholt 2010). 코넬리슨(Cornelissen 2010, p. 3008)은 오늘날
의 신흥세력(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라는 공동의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국
가들은 “경제적 성취를 과시하고, 다른 형태의 국제적 영향력이 부재한 상
황에서 외교적 위신을 송신하거나 소프트파워를 투사하기 위해” 메가 이벤
트를 개최한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과 2008년의 베이징 올
림픽은 어떻게 국가적 위신과 발전의 메시지가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전달
되어질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바 있다(Gratton and Preuss 2008; Jinxia
and Mangan 2008; Ren 2008). 2014년 소치 올림픽도 유사한 동기의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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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파악되며, 같은 틀 안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가 갖는 명징한 상징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스포츠 경기의 성적에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국민대중의 정서와 결합된다. 그 결과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거둔 승리가 민족적인 우수성의 증거라고 생각하거
나, 특정 국가의 사회 경제체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경향
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 스포츠 활동에서 각국
이 참여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정치성을 배제한
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박호성 2003, p. 96).
스포츠는 또한 정권의 대내적 응집성 향상 혹은 정치적 조작을 위해 사
용될 수도 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대중과 엘리트의 충성 확보를
위해 빈번히 동원되어진다. 대중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상징을 통하
여 국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게 되며, 엘리트는 이벤트의 진
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대의 분배를 통해 정권에 대한 충성과 그 응
집성을 공고히 한다.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거나 재정적 감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추구되어지는 이와 같은 정치 ․ 경
제적 목적의 결합은 매우 광범한 비용초과와 부패로의 길을 열어준다. 국
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겠다는 열망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 엘리트들에
대한 지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또한 메가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 공산주의의
붕괴로 말미암아 창출된 이데올로기적 공허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그 허약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Orttung and Zhemukh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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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 176).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올림픽은 체제 유지의 매우 훌
륭한 도구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세기 초 근대 올림픽의 부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림픽은 2차 세
계대전 직전 전쟁과 나치즘을 위한 선전무대로 활용되었고, 전후에는 신흥
산업국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나 경제성장을 과시하는 무대로 거대화
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1960년 로마(Rome)대회 이후에는 선진국
그룹 진입기념 이벤트로서 국가의 ‘수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대
세였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막대한 재정적자18) 이후 올림픽 개최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한때 개최권 반납사태가 일어나는 등19) 올림픽이
‘시대에 뒤떨어진’ 산물로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1984년 미국 LA 올
림픽의 상업적 이윤추구는 올림픽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LA
올림픽 이후 올림픽은 TV 방영권과 결합된 ‘스포츠 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올림픽은 급속도로 상업화되었다.20) 오늘날에 이르러 올림픽 개최는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쓸모없는 행사라기보다는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가능케 할 돌파구로서 선전되어지며, 창

18) 도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세수가 분배되는 방식을 놓고 볼 때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
반적 평가이다(Andranovich, Burbank and Heying. 2001; Preuss 2004).
19) 1976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미국 덴버는 경기장 건설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경
제성 논란이 계속되자 주민투표 끝에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한 바 있다.
20) LA 올림픽은 야구 커미셔너인 위버로스(Peter V. Ueberroth)를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영입
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억 2,300만 달러라는 올림픽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LA 올림픽의 상업적 성공에 고무된 IOC는 재정확보를 위해 보다 전
문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4년 주기의 TOP(The Olympic Partne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다. http://www.olympic.org/los-angeles-1984-summer-olympics(검색일: 201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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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지는 이익에 대한 지분의 분배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정기웅 2012, pp. 138~139).
이러한 경제적 면모의 중시는 선진국 광역권 중심도시들의 유치경쟁 합
류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올림픽 개최는 크게 2008 베이징 올림픽처럼 자
국의 경제성장단계가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국책 이벤트’로서
기능하는 경우와 2012 런던 올림픽처럼 일정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세계도시(global city)’들이 도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유치하
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혜 2011, pp. 69~70). 소치는 후자보
다는 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치는 또한 올림픽 유치가 권력의 헤게모니 강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재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 유치 도전에 나서는 주체세력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지만, 이러한 지지의 궁극적 목
적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유치가 아닌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강화와 재생
산이라는 정치적 측면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소치에서 열광적으로 표
출되어졌던 ‘로씨야’의 외침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푸틴’이라는 연호로 들
렸을지도 모른다. 이는 강한 러시아를 원했던 푸틴,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
의 구미에 맞는 일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의 이러한 속성은 동시에 스포츠가 정치적 목표로서 작동
하게 만든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는 흔히 ‘자국 스포츠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성공적 운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
득함은 물론 경제적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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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선전은 공언된 목표의 달성에 스스로를 구
속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가 대내적인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질 경우, 스포츠는
그 자체가 정치적 목표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때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대상이 됨으로써, 도구로서 채택되었던 스포츠 이벤
트가 목표로 변이되었기 때문에, 이를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했던 행위자에
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
최, 혹은 경기에서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과 동일시되어질 경우, 성공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실패 혹은 경기에서
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와 동일시되어짐으로써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서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한 세력에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 스포
츠는 단지 도구로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치적 목표
자체로서 간주되게 되며, 이는 스포츠 경기와 국가행위자의 관계를 객체와
주체의 고정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기웅 2010, pp. 349~351). 푸틴이 소치에서의 성공을 위해 러시
아 체육인들에게 많은 보상을 제시하고 반복하여 그 분투를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개최자
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즉 성공할 경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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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는 왜 소치를 택하였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보안의 문제, 환경과 기후의 문제 등을 이유로
소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Petersson
and Vamling 2013). 어떤 면에서 소치의 선택은 “신중하게 계산된 위험(a
carefully calculated risk)”이라고 할 수 있다(Petersson 2014, p. 31). 소치는
북 코카서스 공화국에 인접해 있고 1990년대 이래 내부적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곳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역에서 질서 있고 안전한 올림픽을 치
러 낸다면, 이는 체제에 상징적 승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가
국내를 안정시켰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치로 장소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푸틴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치는 푸틴이 가장 좋
아하는 스키 리조트이다(Meredova 2013). 소치로의 장소 결정은 대중적 논
의 없이 비밀리에 결정되었다.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그 결정은 2007년 혹은 그 이전의 어떤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
는데, 그것은 아마도 러시아 군대가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되고 급등하는 기름값에 근거한 강력한 경제성장기를 기대할 수
있을 때였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그 상황은 2008년 코카서스 에미레이트
(The Caucasus Emirate)가 테러리스트 전선에 등장하고, 조지아(Georgia) 공
화국과의 5일 전쟁,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러시아 경제 전망에 있어서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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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하락 등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위
협과 경제적 불안함의 발호하에서, 소치에 게임을 유치하겠다는 결정은 이
전보다 덜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시설과 인프라
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건설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약점들이 소치 올림픽 개최에서 강점으로
돌변하였다. 첫째, 아무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최신의 인프라를 갖춘 새
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IOC는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새롭고도 최신인 설비
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Large 2012, p. 32). 더불어 새
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외부의 기술을 갖춘 업체들에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백억 단위의 공사가 창출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할 수 있다는
제안은 오히려 소치를 매력적인 개최도시로 만들었다. 둘째, 소치가 갖는
정치적 약점의 극복을 통해 푸틴은 완전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일
부 분리주의자들과 러시아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남부러시아의 배제가
아닌, 적극적 투자를 통한 연방에의 흡수를 통해 하나의 정상국가로서의
러시아, 온전한 러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Persson and Petersson 2014).
그 결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역발상적 접근은 소치를 훌륭한 올
림픽 개최지로서 비춰지게 만들었다.21)
물론 소치가 갖는 장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소치는 흑해 연안의 휴양

21) 사실 소치에 대한 평가에서 서방언론의 태도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러시아와 IOC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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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소연방 시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최고
의 휴양지로 꼽혀왔다. 소치는 진흙화산과 만년설 등 사계절의 특성을 동
시에 갖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며, 1989년부터 매년 6월 ‘키노타브르(Кинот
авр)’로 불리우는 소치 영화제를 개최해왔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고 1월
도 평균기온이 3.7도로 따뜻하지만, 코카서스 산맥에는 눈이 내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동계올림픽 기간 스케이트 종목은 흑해에 인접한 소치 시내의
경기장에서, 스키 종목은 크라스나야 폴랴나 스키장에서 진행됐다. 크라스
나야 폴랴나는 해발 600m 지점에 위치한 드넓은 고원지대다. 러시아는 이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기차노선을 신설했다.22)

3.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염두에 두었는가?

러시아가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비용
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어디에서 개최되든지 IOC는 올림픽 개최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가, 주최국 또한 세세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Shaw 2008, p.
183). 대개의 경우 언론에서 희미하게 규정된 숫자들을 추정해낼 뿐이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가 대개의 경우 뚜렷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Horne and Whannel 2012,
22) 이 신설된 기차노선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각주 1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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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결국 비용계산에서는 17일간의 운영경비 ․ 시설물 건축비용 ․ 인프라
구축비용 ․ 보안 등과 같이 평가분야를 범주화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그 효
과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 수치의 정확성은 결코 담보
할 수 없다.23)
[그림 1]과 [그림 2]는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대회운영 수지와 올림
픽 경기의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은 원래 계획된 예산이
실제로는 얼마만큼 초과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이 결코 수지맞는 장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어떤 확고한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최근 동계올림픽의 대회운영 수지 비교2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23) 소치 동계올림픽의 비용편익 계산의 한 예로서 Pilipenko(2013)을 참고할 것.
24) 2013년 미달러화 기준. [그림 1]에 따르면 소치의 대회운영 수지는 흑자로 나타나지만, 이
는 단지 대회운영에 한정된 것일 뿐, 행사 전체에 사용된 비용을 감안할 때는 적자를 벗어
나지 못한다.

54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그림 2. 올림픽의 비용과 수익 비교

자료: IOC, 재인용: Ponomarenko and Plekhanov(2014).

표 1. 최근 동계올림픽의 예산안 대비 최종 지출 초과율

(단위: %)

개최도시

개최국(연도)

예산안 대비 초과율

밴쿠버

캐나다 (2010)

36.0

토리노

이탈리아 (2006)

113.0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2002)

40.0

나가노

일본 (1998)

58.0

4개국 평균

61.8

자료: Flyvbjerg and Stewart(2012).

사실 현재의 상태에서 소치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갖
지 못한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와 구체적인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예측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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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 각각의 기준점들이 천차만별인데다가 러시아에서 공개된 (정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연구의 특성상 희망적 예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
에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25)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에 사용된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추산치가 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관광객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지 짐작
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흔히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초점을 두는 동계올림
픽 시설물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동계올림픽 운영의 경제적 손익 계산,
올림픽 종료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부분이다. 러시아 정치 ․ 경제에 관한 근자
의 많은 연구들이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리더십의 사인화(私人化;
personalisation)와 그를 둘러싼 이너 서클(inner circle)의 부패적 성격을 강
조하고 있다(Hill and Gaddy 2013). 석유 및 천연가스의 중요성과 매우 높
은 수준의 부패를 강조하는 연구들(Goldman 2010; Gustafson 2012) 또한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감안하였을 때 소치에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업을 통한 지대분배의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비친다. 러시아 파워 엘리트들의 관계, 러시
아 내에서의 여러 내부적 결탁들을 감안할 때, 올림픽 준비사업은 나누어
먹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파이가 아닐 수 없으며,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신

25) 소치 동계올림픽의 비용편익 계산 및 관광산업 전망 등에 대한 논의는 Müller(2009, 2011);
Tatarinov(2010); Andreff and Andreff(2011); Epstein(2014); Silaeva, Atamanova and
Chkhikvadze(2014)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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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종자들에게 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던져줄 수 있는 먹음직스러
운 고기파이였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패구조하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산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메가 이벤트의 지속적 창출을
통해 핵심 내부 구성원들의 지대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정권의 응집성과 지
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논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Ⅳ. 소치 올림픽은 성공적이었는가?
소치 올림픽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나 정치적으로 실패한 경우
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성공했으나 경제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둘 다 절반의 성공으로 남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
우도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같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이냐 실패
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을 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로 하여금 올림픽 유치를 결정짓게 했던 두 가지 요소
의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국내적 과시와
지대의 분배를 통한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 및 충성의 확보이며, 둘째, (대
외적으로는) 국가이미지 고양을 통한 소프트파워의 증진이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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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의 개최목적이 경제적 이익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지
라도 그것이 러시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1. 국내적 과시와 지지 및 충성의 확보

국내적 과시를 통해 얼마만큼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는 러
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2008년 이후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보여
준다. “다음 주 일요일에 러시아 대선이 있고 당신이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에 푸틴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
율이다. [그림 3]을 보았을 때 2012년과 2013년 과반 이하였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2014년 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을 기점으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 변화에는 올림픽을 제외한 다른 요
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푸틴의 강경대응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그림 3.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화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2014), Домцнанмы, № 21(5. 29), ст.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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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올림픽이 푸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어떠
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4]는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
근 몇 년 동안 당신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커졌는가, 줄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또한 [그림 3]과 비
슷한 패턴을 보인다. 2013년 2월까지 푸틴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는 대답
이 푸틴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는 대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역전되어 푸틴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신뢰도 변화

자료: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2014), Домцнанмы, № 21(5. 29), ст. 4.

소치 올림픽이 푸틴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지지 및 신뢰도를 높였다는
또 다른 근거로서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 2014)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올림픽 폐막 직전인 2월 21~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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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민들의 90% 이상이 TV로 올림픽 경기를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26)
77%는 소치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81%의 시민들이 애국심
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응답
한 시민들은 71%에 달하였다.27) 이 여론조사에서 푸틴이라는 이름이 직접
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설문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긍정적 답변은 러시아 시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치 동계올림픽 직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강력한 영향
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폐막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
이 시차를 두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올림픽이 미친 영향만을 온전히 잡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 많은 복합적 요인들이 존재
하는 가운데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위에 제시
한 근거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올림픽이 푸틴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올림픽을 통해 국민적 일
체감을 조성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고 했던 푸틴의 의도가 성공적
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지대의 배분을 통한 엘리트의 충성 확보에서 얼마나 성공
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푸틴이 엘리트
의 충성 확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보
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비밀리에 크렘린궁에서 거행된 훈장수여식을 들

26)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기간은 2014년 2월 7~23일까지였다(현지시각 기준).
27) http://www.levada.ru/03-03-2014/itogi-olimpiiskikh-igr-v-sochi(검색일: 201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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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비교적 독립적 보도행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베도모스티(Vedomosti)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올림픽을 개최함
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에게 3월 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훈장을 수여하였다(Tovkailo, Terenteva and Nikolskiy 2014). 이때 훈
장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인테로스(Interros)의 소유주 포타닌(Vladimir Potanin),
스베르방크(Sberbank) 행장 그레프(German Gref), 가즈프롬(Gazprom) 의장
밀러(Alexei Miller), 러시아철도 사장 야쿠닌(Vladimir Yakunin), 레노바
(Renova) 회장 벡셀베르크(Viktor Vekselberg) 등이다. 이 회사들은 올림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 자금은 궁극
적으로는 국가예산에서 빠져 나갔다(Orttung 2014, p. 8). 그리고 이들에 의
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사용되어졌는지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사라진 예산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을 것이다.

2. 소프트파워: 강한 러시아와 국가이미지

소치 올림픽 개최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올림픽이 결정
되고 난 이후에도 러시아의 이미지에 특별한 변화가 보였다고 보기는 힘들
다. 아니 오히려 G7 국가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8)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28)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1년 전인 201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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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러시아 이미지는 급속히 하락해서 올림픽이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에 어
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든 그것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부정적
이미지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Orttung 2014, p. 7). 2013년의 경우와 비
교해보았을 때 조사대상 38개 국가 중에서 호감도가 증가한 국가는 6개 국
가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호감도가 제자리이거나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을 경우의 이미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직
후 갤럽(Gallup)이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갤럽의 미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의 몫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세계, 즉 나머
지의 몫이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러시
아와 푸틴에 대한 미국인들의 비호감도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다(표 3, 그림 5, 그림 6 참고).
결국 이로 미루어볼 때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애증의 관계를 감
안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올림픽 개최가 다른 국가들, 특히 서구국가들
에 대하여 이미지 향상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프트파워의 관계적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
다.29) 파워는 항상 관계의 맥락에 의존한다(Baldwin 1979). 이는 소프트파

보고서는 러시아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여행자들에게 가장 불친절한 도시 세계 3위
에 올랐다고 언급하였다(Blanke and Chiesa 2013).
29) 소프트파워의 관계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손 열(2009); Nye(2008) 김원석 옮김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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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소프트파워는 타자가 보는 발신자의
이미지와 이념, 정책에 대한 평가로 얻거나 잃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파
워는 관계적 성격을 갖게 되며,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기 정체성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간주관적 소통과 관계구조의 결과이며, 자기 스스로 규
정하는 정체성과 타자가 규정해주는 정체성이 일치할 때 소프트파워는 발
휘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자
의 시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구성한 현실, 즉 자기의 이해
관계가 걸리는 현실을 진실로 삼아 발신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자기가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 남에게도 매력적일 것이란 전제가 그것이다(손 열
2009, p. 135). 이러한 관계적 성격을 무시할 때 국가들은 쉽게 일방적 발신
의 함정에 빠진다.
경쟁에서의 승리가 국가의 매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매력적인
가는 그것을 느끼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국가에는 메가 스
포츠 이벤트에서의 메달 획득이나 우승이 매력적이고 존경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국가에는 국가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이나 민족주
의적 성향의 노정이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수
하고 강한 민족이라는 발신자 매력의 투사가 수신자에게는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민족의 비우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저하는 소치 올림픽이 그 기
대했던 바와 같은 ‘위대한 러시아’의 과시 여부 달성과는 상관없이 ‘매력적
인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호감과 비호감을 넘나드는 것
과는 달리(그림 5 참고) 푸틴에 대한 비호감도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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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6 참고).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현상
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외부의 시각이 푸틴과 러시아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변화

(단위: % Favorable)

2007

2009

2011

2012

2013

2007~
13 변화

2014

전년 대비
증감

U.S.

44

43

49

37

37

-7

19

-12

Canada

52

51

--

--

42

-10

--

--

Britain

47

45

50

38

38

-9

25

-13

France

35

43

53

36

36

+1

26

-10

Germany

34

42

47

33

32

-2

19

-13

Italy

37

--

--

23

31

-6

20

-11

Spain

35

36

46

36

38

+3

18

-20

Greece

--

--

--

61

63

--

61

-2

Poland

34

33

35

34

36

+2

12

-24

Czech Rep

41

--

--

37

41

0

--

--

Turkey

17

13

18

16

19

+2

16

-3

Egypt

46

48

35

31

30

-16

24

-6

Jordan

48

42

31

26

25

-23

22

-3

Lebanon

48

57

53

48

46

-2

45

-1

Palest. ter.

30

33

34

--

29

-1

41

+12

Tunisia

--

--

--

40

35

--

35

0

Israel

29

31

29

--

21

-8

30

+9

Australia

--

--

--

--

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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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2007

2009

2011

2012

2013

2007~
13 변화

2014

전년 대비
증감

China

54

46

47

48

49

-5

66

+17

Indonesia

36

32

35

--

43

+7

38

-5

Japan

22

23

28

22

27

+5

23

-5

Malaysia

46

--

--

--

47

+1

34

-13

Pakistan

18

10

15

20

19

+1

11

-8

Philippines

--

--

--

--

35

--

46

+11

S. Korea

54

50

--

--

53

-1

43

-10

Argentina

19

23

--

--

26

+7

19

-7

Bolivia

--

--

--

--

22

--

--

--

Brazil

--

--

33

27

34

--

24

-10

Chile

47

--

--

--

39

-8

34

-5

El Salvador

--

--

--

--

27

--

23

-4

Mexico

38

29

23

25

28

-10

21

-7

Venezuela

--

--

--

--

40

--

36

-4

Ghana

55

--

--

--

49

-6

42

-7

Kenya

57

35

34

--

47

-10

49

+2

Nigeria

--

--

--

--

38

--

41

+3

Senegal

--

--

--

--

42

--

39

-3

S. Africa

--

--

--

--

26

--

25

-1

Uganda

32

--

--

--

28

-4

34

+10

자료: Simmons(2014), (Pew Research Center) 저자에 의하여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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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 (%)30)

매우 호감

전반적 호감 전반적 비호감 매우 비호감

의견 없음

2014 Feb 6-9

5

29

43

17

6

2013 Feb 7-10

7

37

36

14

7

2012 Feb 2-5

6

44

33

11

6

2011 Feb 2-5

5

46

32

10

7

2010 Feb 1-3

6

41

35

10

7

2009 Feb 9-12

4

36

38

15

7

2008 Feb 11-14

4

44

35

11

5

2007 Feb 1-4

6

47

32

9

6

2006 Feb 6-9

5

53

27

8

7

2005 Feb 7-10

6

55

27

6

6

2004 Feb 9-12

7

52

26

9

6

2003 Mar 14-15*

4

37

40

12

7

2003 Feb 3-6

6

57

20

6

11

2002 Feb 4-6

11

55

20

7

7

*

6

46

27

15

6

2000 Nov 13-15

5

35

39

14

7

2000 Mar 17-19

5

35

39

12

9

1999 Nov 4-7

4

34

44

14

4

1999 May 7-9

4

42

36

13

5

1999 Apr 13-14

3

30

45

14

8

1999 Feb 8-9

6

38

34

10

12

2001 Feb 1-4

1997 Nov 21-23

7

49

29

7

8

1996 Mar 8-10

6

46

29

10

9

1995 Apr 21-24

5

44

32

12

7

30) 설문항: 다음으로 몇몇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매우 호감, 전반적으로 호감, 전반적으로 비호감,
매우 비호감 중 하나를 택해 주세요(Next, I’d like your overall opinion of some foreign
countries. What is your overall opinion of Russia? Is it very favorable, mostly favorable,
mostly unfavorable, or very unfavorable?). / * 표본 수 절반 / ** 1989-1992까지는 설문시
Russia 대신 Soviet Union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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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매우 호감

전반적 호감 전반적 비호감 매우 비호감

의견 없음

1994 Feb 26-28

8

48

28

11

5

1992 Feb 6-9**

12

45

20

13

10

1991 Nov 21-24**

7

45

24

12

12

1991 Aug 23-25**

9

51

22

9

9

11

55

19

6

9

6

44

32

10

8

8

49

26

9

8

7

51

23

9

10

7

48

24

8

13

8

43

27

13

9

7

55

20

9

9

1991 Aug 8-11

**

1991 Mar 14-17

**

1991 Jan 30-Feb 2**
1990 Sep 10-11

**

1990 May 17-20**
1990 Aug 10-13

**

1989 Feb 28-Mar 2

**

자료: http://www.gallup.com/poll/1642/russia.aspx(검색일: 2014. 8. 15).

그림 5. 러시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31)
설문항: 러시아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 견해는?

자료: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검색일:
2014. 8. 15).
31) [그림 5]는 [표 3]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연도가 중복되는 것은 그 해에 여러 번
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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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푸틴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설문항: 당신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자료: http://www.gallup.com/poll/167402/americans-views-russia-putin-worst-years.aspx(검색일:
2014. 8. 15).

3. 경제적 효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분기별 성장률은 2011년
4/4분기에 5.1%의 고점을 찍은 뒤 5분기 연속 하락해서 지난 2013년 1/4분
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에 그쳤다. GDP의 경우 러시아는 2012년
3.4%에 이어 2013년에는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고 과거 13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2014년
투자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우려로 자금을 빼내가면서
성장률은 더 낮아졌다. IMF 러시아 사무소 대표는 4월 30일 광범위한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 전반을 누르고 있으며 이미 경기후퇴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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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연속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흔히 경기침
체로 간주된다. 러시아의 성장 예상치를 전문가들은 계속 낮추고 있지만
크렘린은 침체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을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32) 그
러나 [그림 7], [표 4]~[표 7] 등을 보았을 때 러시아 경제의 현 상태가 좋다
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꼭 올림픽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른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올림픽 경
기가 러시아 전체 경제의 상승곡선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는 점이다.

그림 7. 러시아 실질 GDP 증가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CIS 6월 통계｣. KIEP 세계경제 통계. (6. 12)

3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30_0012889711&cID=
10105&pID=10100(검색일: 2014. 7. 5).

∙ 560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 ․ 경제: 성공과 실패의 변곡점

표 4.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2013년 기준)

(단위: %)

러정부(11월)

EBRD(11월)

OECD(11월)

세계은행(12월)

IMF(12월)

EIU(12월)

3.0

2.5

2.3

2.2

2.0

2.8

자료: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 통계청(재인용: KOTRA 국가정보).

표 5. 최근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2 3Q

2012 4Q

2013 1Q

2013 2Q

2013 3Q 2013 4Q

2014 1Q

전년 동기 대비

3.0

2.0

0.8

1.0

1.3

2.0

0.9

전분기 대비

0.5

0.3

-0.3

0.5

0.8

1.0

-0.5

자료: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재인용: 정성춘 2014, p. 63).

표 6. 러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8~13년)

2008

GDP(십억 달러)
실질 GDP 성장률(%)

2009

2010

2011

2012

2013

1,660.85 1,222.65 1,524.92 1,899.09 2,029.81 2,117.83
5.248

-7.8

4.5

4.3

3.4

1.3

14.1

11.7

6.9

8.4

5.1

6.7

산업생산증가율(%)

2.1

-10.8

8.2

4.7

2.6

0.3

고정자산투자증가율(%)

9.8

-17.0

6.0

6.2

6.6

-0.3

정부부채(GDP 대비 %)

7.9

11.0

11.0

11.7

12.5

14.1

경상수지(GDP 달러)

6.3

4.1

4.4

5.1

3.7

2.9

수출(백만 달러)

466.3

297.2

392.7

515.4

528.0

523.4

수입(백만 달러)

291.9

191.8

256.2

332.2

344.4

352.5

환율(루블/US달러, 평균)

24.85

31.74

30.37

29.40

31.08

31.85

11.5

-2.8

5.2

3.5

8.4

5.2

6.3

8.4

7.3

6.5

6

5.7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실질임금상승률(%)
실업률(%)

자료: IMF; 러시아 경제개발부(재인용: 민지영 20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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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4년 1~5월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33)

구분

2013년
5월

2014년
1~5월

5월

1~5월

GDP 성장률(%)

0.0

1.1

1.3

1.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월 대비, 전기말 대비)

0.7

3.1

0.9

4.2

-0.5

-0.6

2.8

1.7

고정자산투자증가율(%)

0.1

0.0

-2.6

-3.8

실질임금상승률(%)

4.7

5.3

3.1

4.2

소매거래량 증가율(%)

3.4

3.9

2.7

2.1

수출(십억 달러)

41.0

210.6

44.7

215.0

수입(십억 달러)

26.6

134.0

26.0

125.5

우랄산 평균 유가
(배럴당 달러)

102.3

107.2

107.7

106.9

환율(루블/US달러, 평균)

31.24

30.76

34.93

35.10

산업생산증가율(%)

자료: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재인용: 정성춘 2014, p. 63).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가 이른 시일 안에 성장세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종결되지 않
는 한 서방과의 긴장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는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34) 러시아가 현재의 대결구도를 벗어나 서방과
의 화해모드를 모색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길 것
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푸틴으로서는 올림픽과 우크라이나 사태 강경대응
을 통하여 확보한,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강력하고 믿음직한 지도자의

33) 각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를 의미한다.
34)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민지영(2014)를 참고할 것.

∙ 562

러시아 메가 이벤트와 소치 동계올림픽의 정치 ․ 경제: 성공과 실패의 변곡점

모습을 결코 잃고 싶지 않을 것이고, 서방과의 화해모드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표출되고 있는 친중국 제스추어는 이와 같은 돌파구의 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 2]의 조사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거의 모든 강국
들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유독 중국만이 +17의 상승
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
았을 때에도 압도적인 수치이며, 긴밀해지고 있는 러 ․ 중 관계를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러시아 메가 이벤트 개최의 정책결정 매트릭스를 살펴보고,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보고자 하
였다. 그 하나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대중과 엘리트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를 고양시
킴으로써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는가이다. 결론
적으로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개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지와 충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러시아적 맥락에서
메가 이벤트 및 프로젝트들은 현존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역
할을 하였다. 대중과 지배연합에서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보존함으로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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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데올로기적 공허(Popescu 2006)’의 시대에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다는 것은 매체를 더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로 가득 채움으로써 공
산주의 혹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유
흥과 일단의 발전적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메가 이벤트는 크라스테프(Ivan
Krastev 2011)가 소위 ‘좀비 권위주의(zombie authoritarianism)’라고 명명한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이 속에서는 사람들이 설혹 그 상태에 대해 반드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이벤트들은 주최국의 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그 확
장선상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게임을 위한 준
비는 광범한 강압적 만족감을 만들어낸다. 러시아 티비는 국내의 대중들,
즉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국가가 발전하고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옹호되는
정치적 저항과 같은 것들에 연계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게 된다(Spa, Rivenburgh, and Larson 1995, p. 231). 러시아가
소치에서 획득한 많은 메달들과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포상, 그리고 타국과
의 비교는 러시아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는 1등 국민, 우리 국가는 1등 국
가’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며, 이는 지도자와 지배층
에 대한 긍정적 수용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했을 때 소치 올림픽은 러시아 지배 엘리트와 정권
의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의 개최는 지배집단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
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메가 이벤트 개최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배집단의 의도이지만, 일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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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정될 경우 이는 지배집단을 구속하는 하
나의 족쇄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메가 이벤트는 단지 국가에 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이상인 것이다. 메가 이벤트의 속성은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을 일정 부분 양도하게 하고 국제적 스탠더드, 특히 소위 웨스
턴 스탠더드(Western Standard)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푸
틴의 올림픽도 그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Gronskaya and Makarychev 2014, p. 43). 1988년 서울의 경험에서 볼 수 있
듯이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 이벤트의 개최는 개최국으로 하여금 주변의 시
선에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이다.35) 물론 그러한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
지 않고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외
부 시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36)
둘째,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은 천연자원 가
격의 상승으로 유리한 국가재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으며, 소치의 부담 정
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과 지금까지 행해온 사업들, 그리고 러시아 경제의 현 상태를
감안했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이러한 일방적 퍼주기 혹은 지대의 배
분을 통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
선가 하나의 움직임이 어긋나는 경우 지금까지의 선순환구조가 일시에 정
지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5) 서울 올림픽 개최가 5공화국의 지배집단에 미친 영향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기웅(2010)
을 참고할 것.
3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우 올림픽 정신에 충실하기보다는 국가이익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Alekseyeva(2014)를 참
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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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감안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대의 분배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대의 분배를 통해
엘리트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그 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강한 반발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러
시아의 블로거인 비취코프(Yegor Bychkov 2013)는 올림픽에 쓰일 예정인
450억 달러의 돈이 러시아 내부의 스포츠 진작을 위해 더 나은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계산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블로그계를 뜨겁게 달구
었다. 그는 그 돈이면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축구경기
장과 헬스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이러한 건설과 동시에 아이
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을 사서 5세에서 25세
사이의 주민 모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푸틴의 비판
자들인 넴초프(Boris Nemtsov)와 마르티뉴크(Leonid Martynyuk)가 저술하
고 배포한 2013년 5월의 보고서는 “세계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소치 올림픽
은 240억 달러를 치러야만 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던 120억 달러
의 두 배가 되는 돈이다. 나머지(260억 달러)는 횡령과 뇌물이다”라고 밝히
고 있다(Nemtsov and Martynyuk 2013). 2013년 6월 레바다센터(Levada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러시아 시민의 65%가 올림픽을 위해 사용되
는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그저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믿
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vada Center 2013).
셋째, 피로감의 확산이다. 국제행사의 잦은 반복과 규모의 확대는 국민
으로 하여금 기시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한두 차례의 이벤트가 아니
라 매일매일이 이벤트일 경우 그것은 축제의 즐거움보다는 축제가 끝난 후
의 피로함을 더 크게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 더군다나 그러한 축제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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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진행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피로감
은 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피로감의 확산은 지도자에 대한 피로감과 직
결되어진다. 1999년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고 2000년 러시아 대통
령에 당선된 이래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유지한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
렀다. 막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40대였던 나이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다.
40대였던 푸틴의 이미지는 젊고 역동적이며 활기찬(young, dynamic and vibrant) 지도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침체된 푸티니즘
(stagnant Putinism), 활기를 잃은 지루한 대통령이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Judah 2013). 이는 푸틴의 인기와 장악력 또한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
럼 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러시아 경기의 지속적 침체는 푸틴 지배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큰 까닭에, 그 퇴장의 시기는 매우 빠른 시
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푸틴은 이러한 매너리즘과 피로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동성을 확보하
기 위해 메가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계획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메가 이벤트와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고 싶
었는지도 모른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 시도는 성공하였다. 적어도 러시
아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소치 동계올림픽의 폐막 직후 최소한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에 대한 지지율과 신뢰도가 급속히 상승하였고, 그의 권력
은 더욱 공고화 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승장구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러시
아 외부에 있어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온통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부의 통제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는 순간, 혹은 내부의 지
지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순간, 막강한 외압은 푸틴과 러시아로 하여금

567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또 다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자리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혹여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고 할지라도, 올림픽 폐막 직후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의 이미지는 (특히 서구에서) 극도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
부의 압력에 연연하지 않는 강인한 국가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이
와 같은 위기가 푸틴에게는 러시아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는 기
회로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개최목적의 비
중을 어느 쪽에 더 부여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 또한 달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내적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이
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고, 대외적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면 온전히 성
공적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약점이 존재한다.
결국 소치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역사, 혹은 푸틴의 권력사에서 성공과
실패로 나아가는 매우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실패의 길로 나아가느냐는 지도자 개인,
러시아의 지배집단, 러시아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과 국제사회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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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언어란 인간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이라는
언어활동을 배제하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서 언어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구절은 언어와 언어사용자의 자기정체성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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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대가 내게 정말로 상처를 주고 싶다면 나의 언어에 대해서 나
쁘게 말하라. 민족정체성은 언어정체성과 동일한 것- 나는 곧 나의 언어
인 것이다. 내가 내 언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
신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1)
(Anzaldua 1987, p. 59)

언어와 그 언어사용자의 정체성이 동일시된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한 나
라에서 국어(state language) 또는 공용어(official language)가 어떤 언어로
정해지는지는 그 나라가 다민족, 다언어로 구성된 국가일 때 국가정체성과
맞물려 더 복잡하고 다루기 쉽지 않은 중요한 언어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으로 자
신을 국가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신념과 국가와의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이
다(정세구 1983, p. 53, p. 63). 의사소통과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라
는 것은 국가 또는 민족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 단위이며(강휘
원 2009, p. 264)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사회집단들 간에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Crystal 2003,
p. 22) 한 나라의 국어 또는 공용어는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국가정체성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뚜렷한 흐름은 언어와 국가를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
사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국가언어(국어)’라고 부르는 언어들이 지속적으로

1) Anzaldua(1987), “So, if you really want to hurt me, talk badly about my language.
Ethnic identity is twin skin to linguistic identity - I am my language.
Until I can take pride in my language, I cannot take pride in myself”,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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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왔으며 ‘새로운’ 나라들은 각기 자신들의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되고
언어는 국가주의 감정의 기본 표현이 되어왔다. 결과적으로 각국 정부는
자국의 국어로 사용할 언어를 정해야 했다(Wardhaugh 1992, pp. 447-448).
특히 신생 독립국의 경우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언어문제였으며, 이는 언어가 민족성을 구성하는 중요 요
소로서 민족 간의 경계를 구분 짓고 민족 구성원 간의 일체성을 확인시키
는 상징적 중요성을 띠기 때문이다(허승철 2002, p. 331). 따라서 한 국가,
특히 카자흐스탄(Kazakhstan)과 같이 신생 독립국이면서 동시에 다민족, 다
언어 국가에서의 언어정책은 국가 통합과 안정을 위한 특별한 관심의 대상
이며 그 적절한 정책입안 및 지속성 있는 정책실현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
이자 안정적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을 이끌고 있는 국가 지도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 대
부분에게 피부에 와 닿는 가장 민감하고 일반적인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언어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언어문제의 근원은 카자흐스탄
이 독립 전 오랜 기간 러시아의 영향력과 소비에트 연방구조 안에 놓여 있
었으며 러시아어(Russian)를 매개로 정치, 문화, 경제 등 제 영역의 일정 부
분을 교류, 공유하며 유지되어온 사회인 동시에 그동안 다양한 민족 배경
의 많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여온 국가라는 점에서 야기한다. 카자흐스탄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의해 카자흐인(Kazakhs), 러시아인(Russians) 이외
에 다수의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언어 사용이 특징적인
나라이다. 언어 사용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이 126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 수에 상응하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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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ethnocultural) 측면, 그리고 언어적 용어에서도 러시아와 유사한 점을 보
이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사회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한다(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0).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특징
과 현황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언어정책 입안 및 실현에서 여러 가지 많
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보인다.
구소련(Soviet)의 갑작스러운 해체로 갑자기 독립을 맞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준비 없는 정치적 명분에 따라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입안을 통해
단기간에 언어개혁을 이루고자 서두르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허승
철 2002, p. 346). 파블렌코(Pavlenko 2008, p. 28)가 지적한 소연방 독립국
가들이 직면한 네 가지 상황들은 카자흐스탄 역시 해당되기 때문에 러시아
어로부터 언어 교체와 제거 작업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 가운데 러시아인들을 포함하여 러시아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으며, 둘째, 카자흐인과 같은 명목상의 자국민들조차 러
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러시아화되어 있다는 사실, 셋째, 국가를 구성하는
기타 소수민족들 역시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서 러시아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넷째는 자국의 명목적 국어에 해당하는 카자흐어(Kazakh)가 전
반적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독립 후 자국민의 통합과
정에서 토착민족어인 카자흐어의 위상 제고에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질
적으로 카자흐어를 국어로 정착시키고 러시아어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는
느린 진행과정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토착민족 카자흐인에 비
하여 러시아인 인구 비중이 특히 높았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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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개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비
교해볼 때 독립선언 후 시장개혁 등에서는 적극적인 변화 전략을 표방해온
반면(Alam and Banerji 2000, p. 1), 언어정책에서는 민족어인 카자흐어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러시아어의 위상과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온건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처음 1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
해왔다(Djuraeva 2013).2) 이는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정부가 위
에 지적된 네 가지 언어상황에 놓인 자국의 다민족, 다문화적 특성과 함께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언어에 대한 정서 및 태도와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며 국가의 독립성과 통합을 위해 카자흐화(Kazakhization)라는 민족
적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한 언어정책노선으
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언어사회학적 배경은 다르지만 나이
지리아(Nigeria)나 싱가포르(Singapore) 등 다민족 다언어 국가들에서 쉽게
발견되는 국민통합의 도구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언어의 역할과 기능적 활
용이라는 측면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 언어정책을 고심
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언어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기본 정책적 입장은 카자흐스탄의 언어
2) 언어법 내용을 통해 본 구소비에트 연방국가들의 독립 후 민족어와 러시아어의 관계:
∙ 발트 3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민족어가 국어로 명문화되고 러시
아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 민족어의 상대적 위상을 단기간에 역전시키려는 급
진적 입장.
∙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다민족 국가로 민족어의 지위를 고양시키면
서 러시아어는 어느 정도 국어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건한 노선.
∙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독립국의 국어와 러시아어의 지위가 완전히 동등하여 러시아어
도 국어의 지위를 보장(정경택 2003, pp. 177~178; 허승철 2002,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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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Languages, 1997)에 근거하여 만들
어졌으며 대통령령으로 채택되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운용되는 ‘언어
기능과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The Stat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of Languag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11)’에 잘 나
타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가통합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서 국어의 전면적 기능을 규정하고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의 언어를 보호하는 ‘조화로운 언어정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자국 내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정책
이 기본 중추임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언어프로그램의
10가지 기본 중요 과제 중 6가지 국어에 대한 과제와 언어문화 배양 및 언
어다양성 보존에 관한 내용과는 별도로 러시아어, 영어(English)에 대한 특
별 언급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자흐화의 기
치하에 카자흐어를 국어로 정하여 국가통합을 위한 기본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동시에 러시아어의 현실적 영향력을 고려,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로
지정하고 공용어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globalization)
의 시대적 요청과 경제적 국가실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영어습득에 대한 깊
은 관심과 중요성 강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3개 언어 구사정책’을 표방
(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avlenko 2008; Raimov 2008; Smagulova
2008)하고 있는데 영어를 러시아어와 함께 또 하나의 카자흐스탄 주요 핵
심 외국어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는 국가 형성의 구조적 특수성
을 극복하고 국가 미래 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국민통합의 조처로서 카
자흐어를 단일 국어로 지정하고 그 지위를 공고히 구축해나가는 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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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허승철(2002)은 중앙아시아의 언어정책과 그 시행과정을 분석하는 것
이 그 지역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현실 이해에 중요한 수단임을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나라 언어정책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가교류 및 기업 통상관계 등 점차
증가하는 양국 관계에 비추어볼 때, 카자흐스탄에 관한 정치 문화 및 사회
전반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국가정체성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에 대한 분석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어인 카자흐어 장려 정책과 여전히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서
공용어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어, 그리고 최근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그 영향력과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 또 다른 외국어인 영어에 관한 정
책 현황과 관계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3개 언어 구사정책’을 지향하고 있
는 카자흐스탄이 향후 어떠한 언어정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전
개과정의 방향과 한계성을 분석 ․ 예측해보고자 한다.

Ⅱ. 언어와 언어정책

1. 언어
언어학자 헤게만(Haegeman 2002, p. 4)은 언어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인
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서 인간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된
다고 하였다. 물론 동물도 그들 나름의 의사소통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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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체계가 인간의 언어만큼 풍부하거나 다목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
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두드러진 중요 특징 중 하나를 질문 받는 경우 아마
도 많은 사람들이 ‘언어(language)’라고 답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언어에 대해 감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는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언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해왔다. 이때 정의라는 것은 응축
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은 정의를 확대해 펼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Brown 1994, p.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사회 또는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인간에게만 특징적 요소인 ‘언
어’란 무엇인지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전적 의미로 언어는 타인과 서로 알기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많
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상징의 체계 또는
집합이다(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66, p. 806,
재인용: Brown 1994, p. 4). 한편 언어학자 피노치아로(Finocchiaro)의 정의
에 따르면 언어란 ‘임의적인 발성 상징들로 나타내는 하나의 체계로 어떤
주어진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 문화체계를 배워온 다른 곳에
서 온 사람들에게 서로 의사소통 또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Finoccbiaro 1964, p. 8, 재인용: Brown 1994, p. 4).
이와 같이 정의를 살펴보면 언어는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나타내든지
간에 하나의 상징체계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것은 상징과
그 상징이 나타내는 사물 또는 목적물 사이에는 어떤 당위성도 없으며 관
습에 따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특정 언어
공동체 또는 집단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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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체계임을 알 수 있다. 관습이 변하기 어
려운 것처럼 당연히 임의적 관습체계인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간이 새 언어를 배우거나 현재 사용 중인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바
꾸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사회 안에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 경영과 관련하여 계획에 의한 변화를 추구
하는 언어정책이라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언어정책
학자에 따라서는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과 ‘언어정책(language
policy)’이라는 용어가 그 다루는 범위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
다. 하지만 스폴스키(Spolsky 2004)의 의견에 의하면 ‘언어계획’은 1950~60
년대에 주로 사용된 반면에 ‘언어정책’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
서 언어의 형태(form) 또는 사용(use)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종류의 노력을
가리키는 같은 의미의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두 용어는 서로
교호적으로 쓰여 왔지만 최근에는 ‘언어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관심을 받
고 있고(Shohamy 2008, p. 364) 더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
므로 본 논문에서는 ‘언어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카플란과 발도프(Kaplan and Baldauf 1997, p. 3)는 언어계획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공동체에서 의도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또는 어떤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사상, 법률 그리고 규정들, 변화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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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 신념 그리고 관례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계
획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말
이나 언어의 코드라는 체계 내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Rubin and Jernudd 1971, 재인용 Kaplan and Baldauf 1997, p. 3). 또한 웨인
스타인(Weinstein 1980, p. 56; Wardhaugh 1992, p. 447)은 언급하기를 언어
계획, 즉 언어정책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 사회에서 언
어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나가
는 의식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언어정책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들
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관습(practices)과 그 언어관습에 대한 믿음(beliefs),
또는 관념(ideology), 그리고 그 관습과 관념을 수정하려 시도하는 관리활동
(management activities)의 요소들이다. 언어관습(Language practice)은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말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된 규칙을 가리키는데 음운
체계, 문법, 해당 언어의 다양한 어휘를 만들기 위한 명백한 규칙들뿐만 아
니라 적절한 언어 변형을 행할 때 사용되는 기본 규칙들도 포함한다. 또한
언어의 사용역(register)과 그 수준을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도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암묵적 언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
어관습을 간략히 표현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말을 뜻한다고
하였다(Spolsky 2002, p. 1, p. 6, p. 10).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언
어공동체사회에서 언어관습이란 말을 듣는 이와 주어진 상황, 그리고 주제
에 따라 적합한 언어의 선택을 위한 규칙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실버스타인(1979, 재인용: Spolsky 2002, p. 10)은 언어관념을 ‘언어적 구
조와 쓰임에 대한 정당화 또는 합리화로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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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일련의 믿음’이라고 보았는데(p. 195) 언어공동체가 일반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즉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좀 더 간단히 정리되기도 한다(Spolsky 2002).
언어관리(language management)란 언어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획(plan)이
나 정책(policy)의 공식화(formulation), 또는 선언(proclam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문서화되는 것은 아니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법률이나 일련의 규정, 예산책정원칙을 보여주는 정부문서, 학교교육과정,
용인될 수 있는 언어유형에 대한 안내서 등에 나타나 있기도 한다. 참고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헌
법은 있으나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헌법이
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언어정책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polsky 2002, p. 10). 하지만 중동국가들은 헌법상에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이지리아나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카자흐스탄과 같이 구소련과 같이 다른 나라의
연방으로 있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자국의 모국어에 대한 기본
언어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시행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어떤 한 언어공동체의 언어관습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그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 관념 속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반응하거나 때로는 정부
와 같은 언어관리자의 공식적 정책에 따라 대응하기 때문이다(Spolsky 2002,
p. 10).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은 카자흐스탄 사회와
국민들의 정체성과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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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의 헌법 및 언어법 등 법률, 기타 규정들, 그리고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치적 정책기조에 나타나 있는 언어 관련
제 정책들을 뜻한다.

Ⅲ.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과 언어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러시아, 중국, 키
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둘러싸여 각 다섯 나라와 국
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 나라로서, 그동안 외부 민족의 유입
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구성과 그에 따른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다
민족, 다언어의 국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오랫동안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카자흐인(Kazakhs), 러시아인(Russians),
우즈베크인(Uzbeks), 우크라이나인(Ukrainians), 위구르인(Uygurs), 타타르인
(Tatars), 독일인(Germans), 그리고 고려인 등을 포함한 126개 민족이 각각
126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총면적 272만 4,900km²의 영토를 가진, 세계에서 아홉 번
째로 큰 면적의 나라이다. 1997년부터 아스타나(Astana)를 새로운 수도로
행정구조상 14개 지역, 2개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도 아스타나 이
외에 구수도인 알마티(Almaty)가 공화국의 주요 도시로 분류된다.3)
카자흐스탄의 총인구는 2012년 6월 1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1,676만
3) 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검색일: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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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카자흐스탄 대통령 공식 사이트 2014)이며 2014년 7월 추정 인구는
1,794만 8,816명(World Factbook 2014)으로 나타나 있다. 2009년 시행된 전
국 인구센서스에 의거한 카자흐스탄의 민족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
인(63.07%), 러시아인(23.70%), 우즈베크인(2.85%), 우크라이나인(2.08%), 위
구르인(1.40%), 타타르인( 1.28%), 독일인(1.11%), 그리고 고려인 등을 포함
한 기타 소수민족들(4.51%). 주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 인구
의 대다수(86.77%)를 이룬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카자흐어를 국어로 명시하고 있으며, 러
시아어의 경우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서 공용어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4)
계보적으로 카자흐어는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등 26개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투르크어족(Turkic languages)에 속한다. 카자흐어는 투르크어 중에서
도 서구쪽 언어군에 속하지만 통사적으로는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가 속해
있는 교착어 어형을 가진 어군에 속하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의 구조
를 지닌다(Smagulova 2008, p. 442). 1992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자국 민족인
카자흐인이 전 국민의 41.9%를 차지하고 러시아인이 37%를 차지하고 있었
는데, 이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13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민족 인구 수가
전 국민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였다(Olcott 1993, p. 313. 재인
용: 이유신 2004, pp. 193~194). 독립 후 10여 년이 지난 2001년 추정치에
따르면 카자흐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전 인구의 64.4%에
달하며 러시아어는 95%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5)

4) 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검색일: 2014. 7. 2).
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z.html(검색일: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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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자흐스탄의 언어 현황과 정책: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 언어법, 그리고 언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토속 민족어인 카자흐어에 국어의 지
위를 부여하고 국가통합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언어로서 그 위상을 제
고하고자 해왔다. 더불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현실적 관계
유지와 자국 내 러시아어 구사 인구에 대한 고려에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민족어들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언어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
만 언어법이나 정책, 그리고 국가 주요 과제들을 보면 러시아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외국어로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앞으로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입장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3개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를 중심으로 각 언어들이 현재 차지하는 언어 위상 및 현황과 함께 정
부가 정부시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국가지표 중 하나로서의 국가언어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카자흐어 현황 및 언어정책

언어적 동질성은 국가경영에 관한 주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족
적 다양성 문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하나의 토착어를 국어로 정해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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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민족성 및 국가정체성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요건들
중 하나라고 하겠다. 소연방 해체 이후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카자흐스탄
은 독립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가안정성을 꾀하고 아울러 자국
의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고자 토속 민족어인 카자흐어를 국어로 채택하여
언어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카자흐어는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
는 카자흐스탄의 국어이다.6)
법적 국어의 지위 부여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가 여전히 명실상부한 국
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쉽지 않은 언어환경의 문제가 있
다. 우선 카자흐스탄 인구 구성비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
(2009년: 23.7%) 문제와7) 카자흐어가 오랫동안 소비에트연방에 속해 있었
던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환경에서 비롯된 러시아화의 영향 및 러시아어로
의 언어동화의 결과 현재 국어인 카자흐어는 일상생활에서의 카자흐인들
이 카자흐어를 얼마나 많이 구사하고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단지
카자흐 국민들의 민족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GosKomStat 1991~93, pp. 296~300). 예를 들면 1989년 카자흐인의 40%
정도가 모국어 구사능력이 전혀 없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극히 낮
은 수준이었고(Kazakhstanskaya Pravda 1989, 재인용: 손영훈 2009) 다른 실
증적 연구에서는 약 25%의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Fierman 1998. 재인용: 허승철 2002, p. 335). 게다
가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일부 러시아인들의 자치지

6) http://www.parlam.kz/en/constitution(검색일: 2014. 7. 3).
7) 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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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구까지 있기 때문에(이유신 2004, p. 196) 그동안 꾸준한 국가적 언어
정책과 인구유입에 따른 카자흐인의 증가 등에 따라 카자흐어에 대한 긍
정적이고 우호적 환경이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국어로서 지위를 확
고히 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의 교체과정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난관
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언어의 카자흐화(language Kazakhization)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0). 독립 후 카자흐스탄에서 언어의 카자흐화라는 것은 카자흐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균형 없는 이중언어 사용(asymetrical biligualism)’을 고집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디글로시아(diglossia)8)
현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그동안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던 러
시아어에 의한 카자흐어 소외화(marginalization) 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한
중요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통한 카자흐화 조치는 노골적인 ‘탈 러
시아화(de-Russianization)’ 대신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카자흐스탄 언어정책의 핵심인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의 교육, 과학, 행정 분야에서 점유해왔던 러시아어의
우위를 점진적으로 내려놓게 만들기 위하여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관료, 교
육, 매스미디어 등에서의 언어환경을 카자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Landau
and Kellner-Heinkele 2012, p. 94).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카자흐어화 언어정책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어의 약화와 카자흐어의 부상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지만 아직도
8) diglossia: 러시아어를 고급언어(high code)로 카자흐어를 하위언어(low code)로 구분되어 기
능하는 2개 언어사용현상(허승철 2002, 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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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며 본격적인 카자흐어의 국어로서의 위상 정
립은 그 정책의 효과적 실행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을 좀 더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독립 이후 카자흐어를 국어로서 전 국민에게 확산 ․ 정착시
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펼쳐온 정부의 언어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치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입법정책
을 통한 정부의 카자흐어 중용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 총
칙 제7조(1995년)를 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는 카자흐어이며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어가 카자흐어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
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정부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의 연구와 발달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9) 카자
흐스탄의 언어법 1장 4조(1997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국어 카자흐
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0) 입법 내용상으로 카자흐어가 국어임을 밝히고
국어로서 기능하는 분야를 예시하여 국어가 국민통합의 주요 요소임을 나
타내고 있다. 아울러 국어로서의 지위 공고화와 언어적 기능 확대를 위한
카자흐어 장려 의도를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 정부와 행정조직들이 의무
로서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언어법 1장 4조(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는 카자흐어이다. 국어는 국가 운용, 법률,
재판과 사무업무에 사용되는 언어로 국내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
9) http://www.parlam.kz/en/constitution(검색일: 2014. 7. 3).
10) http://www.usefoundation.org/view/780(검색일: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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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언어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 개개인의 의무
는 국민들 통합의 주요 요소인 국어를 완전히 익히고 숙달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다른 주, 지역 대표부와 행정조직들은 다음 사항들을 의무로
서 준수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에서 국어 카자흐어를 최고로 발달시키고 국제적 권위를
강화시킨다.
∙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고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직적, 물적, 기술적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 국외 거주 카자흐인들이 모국어(카자흐어)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위 조항의 내용 이외에 카자흐스탄 언어법의 모든 조항들은 카자흐어가
국가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규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카자흐어의 국어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가장 중요한 영역 또는 부문에서 카자흐어의 의사소통
기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의 표출이다. 몇
가지 규제에 의한 카자흐어 지위 강화의 예를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상징적 국가 고위직에 대해서 카자흐어를 능숙히 구사해야 함을 헌법에 규
정하고 있다. 2005년 대통령 후보자 18인 가운데 5명이 언어테스트에 통과
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에서 배제되었고(Smagulova 2008, p. 451),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말하기와 쓰기의 유창성을 증명을
위해 엄격한 카자흐어 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카이사로프(Ualikhan Kaisarov) 등 몇몇 후보자들은 시험에 실패하여 입후
보가 불가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시험을 통과, 선거 후 현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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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으로 재직 중이다(Central Asia Online 2011). 이는 국민의 권리 제한 및
민족 간 차별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냄에도 국민들에게 국어로서의 카
자흐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자격시험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다. 카자흐어 능력시험인 카즈테스트(Kaztest)는 카자흐어를 배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카자흐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자흐어 능숙도 측정을 위
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Djuraeva 2013).
또 다른 사례로 국가기관 서류문서 관리언어에 대한 규정(언어법 2장 10조)
에 의하면11) 국어와 러시아어로 문서의 효력을 갖게 됨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기관 및 일터에서의 카자흐화를 겨냥한 방법으로서 모든 정부의 문서
작업을 카자흐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카자흐어 문서화 작업은 2006년
지방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 사용인구
가 많은 남카자흐스탄 지역을 시작으로 국가기관에서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카자흐어만을 사용한 서류작성을 지시하는 입법 발
표(2011년 8월)에 따라 공적 영역을 필두로 사기업이나 은행 등 각종 직업
군으로 전파되어가는 카자흐어 문서작업은 직장에서 카자흐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점차 정부관료들에게 카자흐어 습득이 의무가 되며 경력신
장과 관련하여 카자흐어 습득을 위한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0). 하지만 우려되는 바로는 그 영향력이 일반인
에게 일상생활에서 널리 적용되기보다는 정부관료와 일부 관련업의 종사자
들에게만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2005~07년 조사된 일터에서

11) Article 10(Language of documentation management) 문서관리 언어 국가기구시스템인 카
자흐스탄 조직에서의 통계, 재정, 기술 문서들의 기록은 그 소유권 형태와 상관없이 국어
와 러시아어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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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어로 쓰기가 가능한 응답자가 50%가 채 못 되는 적은 수라는 점이
다(Samagulova 2008, p. 45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류업무에서도
직원 자체가 카자흐어를 배워 일하기보다는 번역자를 고용하여 러시아어를
카자흐어로 번역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카자흐어를 이미 구
사하는 사람만을 주로 고용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 카자흐어의 확산을 기대하는 언어 카자흐화에 대한 빠른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입법을 통한 카자흐어 중시 언어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데 교육에 관한 언어법은 3장 16조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주로 학교의 교육언어가 러시아어 편향이었다면 앞으로는 러
시아어와 함께 점차 카자흐어를 사용한 교육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입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법 3장 16조(교육 분야의 언어):
카자흐스탄에서는 국어로 가르치는 취학 전 어린이 교육기관 설립이
보장되고 기타 민족집단의 근접 정착지역에서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가
르치는 취학 전 어린이 교육기관 설립이 보장된다. 어린이의 가정과 그
와 동일시되는 기관에서의 훈육과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는 그곳의 대표
민족적 구성비에 따라 지역 행정기구들이 확인 ․ 결정한다. 카자흐스탄의
중등, 특수 중등, 그리고 고등 교육은 국어와 러시아어로, 다른 언어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성이 있고 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교육은 보장을
받는다. 국어와 러시아어는 정부와 비정부 교육기관 양쪽 모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하며 교육 관련 서류의 교과목 목록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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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항에 따라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취학 전 어린이 교육기관 설립이
증가했으며(정경택 2003, p. 203) 초, 중, 고등 교육에서 카자흐어 사용 학교
의 증가현상으로 카자흐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도시 학생들이 16.9%
(1990)에서 46.4%(2004)로, 지방에서는 46.6%에서 66.8%로 증가했다는 긍
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어 수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학생들이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며 도
시의 경우 30%에 육박하였다(Fierman 2006, p. 106). 따라서 정부정책에 의
해 카자흐어를 교육언어로 수업하는 학교 수를 확대해나가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어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는 계층이 남아 있는 한 교육
언어 지정을 통한 카자흐어의 정착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을 통한 카자흐화 정책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를 보면, 첫째, 카자흐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어 카자흐어를 익
히도록 권장하는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해당 국민에게 주어지는 제
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언어교육정책이 극
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언어다원주의를 통한 더 위대한 카자흐 건설의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문제
로서 카자흐어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의 부족문제 때문이며, 셋째는 일반적
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취업 및 승진에서 특히 국가 관련 공적 영역이 아닌
직업에서는 여전히 유창한 러시아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
전반에 걸쳐 러시아어 사용 교육이 카자흐어 사용 교육보다 우수하게 평가
받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경우 분야별로, 특히 기술이나 과학 등 첨단분야
에서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수업교재가 풍부하며 더 다양한 교과목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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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의 수업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고, 다섯째는 교사부족문제로 특히 취
업기회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교직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카자흐어
로 교육이 가능한 재능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물리, 화학, 역사
과목과 특히 어린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영어와 컴퓨터 관련 분야에
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지방에서 카자흐어로 배우던 학생들이 도시
로 이주한 경우, 역시 카자흐어 사용 학교로 전학하기 마련인데 도시의 학
부모들은 지방학생 비율이 높은 카자흐어 사용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자신의 자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Fierman 2006, pp. 112-116). 사실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
서는 학교 및 교육 영역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언어 카
자흐화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국
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
서는 국어인 카자흐어가 빠르게 실질적인 지위 정착에 성공하기는 그리 쉽
지 않아 보인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의 미래는 대중 국민들의 활동과 권좌의 힘이
있는 엘리트 카자흐인들이 보여줄 그 존엄성의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카자흐어 습득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료들에
게 의무사항이며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무료 카자흐어 훈련코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 언급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카자흐 국민들은
자신의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국어인 카자흐어 습득을 중요시 여길 것으로
보인다(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0). 이것은 결국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어를 익히는 데 커다란 동기와 자극
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 정책 관리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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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입법화 정책 및 교육 등을 통해 카자흐어가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국어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는 만들어진 법 규정 이행의 감독 및 관리에 효과적 제재가 곁들여진 정책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언어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적 ․ 물적 지원
및 장려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유신(2004, p. 202)의 지적대로 러시아
어를 구사하는 많은 일반 카자흐인들이 오히려 국어인 카자흐어 습득의 의
지를 보이지 않음이 성공적인 카자흐어 정착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민족어인 카자흐어를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허승철
2002, p. 346)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카자흐어 사용의 자연스러운 동
기 부여와 함께 실질적 카자흐어 습득 및 사용을 지원할 지속적 언어정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어 현황 및 언어정책
러시아어는 1993년 카자흐스탄 첫 헌법에서 1989년 소련 언어법에 따른
민족 간 의사소통(inter-ethnic communication)수단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
게 되었으며, 1995년 개정된 헌법 및 1997년의 카자흐스탄 언어법을 통해
서는 국가기관과 지역 자치조직에서 카자흐어와 동등하게 공식적으로 사용
되는 공용어(official langauge)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12) 러시아어
의 법적 지위가 국어가 아닌 단지 기타 소수민족들의 민족어들 가운데 하
12) 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검색일: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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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의 공용어에 그치지만 여전히 그 사용인구 및 언어기능에서는 국어
인 카자흐어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만 카자흐스탄 정부의 언어정책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카자흐화 정책, 그
리고 카자흐인 중심 정치세력의 강제적 조치에 따른 러시아인들의 탈 카자
흐스탄 이주결과로 러시아인의 수적 감소 및 러시아어 사용영역의 축소는
결국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러시아어 위상 하락의 진행상황으로 앞으로도 계
속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정경택 2003; 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우선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인구 현황과 역사적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소련 연방국가들에서의 러시아어의 확산은 소련의 러
시아어 중심 언어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이동과도 관계가 있는데(Spolsky 2002, p. 4)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제국의 식민지가 된 19세
기 중반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 및 러시아인의 유입과 관계가 있다. 1897년
러시아제국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의 카자흐인은 전 인
구의 74~82%, 러시아인의 비율은 10~12%에 불과했으나 러시아제국 내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농민들의 이주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함
께 카자흐스탄이 후방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인들의 수적 증가가 있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이 전체
인구 대비 다수(약 40%, 1939년 센서스)를 차지하게 되고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어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민족 간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
용되기 시작하여 실질적 제1언어로까지 부상하게 되었다(정경택 2003, pp.
182~207).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토속 민족어인 카자흐어의 포기를 뜻하며
국민의 삶 전 분야에서 러시아어가 선호됨을 보여준다(Djuraev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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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인의 상대적 수적 감소와 카자흐인의
증가에 따른 카자흐스탄 내부에서의 소비에트화, 러시아화에 대한 반감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의 성장,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1991년 카자흐스탄의 독
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러시아인과 그 문화, 그리고 독립 전 모든 분야에서
중요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어는 그 언어 지위와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정경택 2003, p. 207).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로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는 카자흐 민족의 인구 비율이 러시아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소비에트 기간에 러시아화(Russifucation)
가 많이 진행되어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 사용이 더 일반적이었던 상황이
었기 때문에(Matuszkiewicz 2010, p. 1) 현재는 러시아어가 국어의 지위를
카자흐어에 내주었어도 그 언어 사용에서 약간의 영향력 하락과 제한이 있
을 뿐, 여전히 국어인 카자흐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각 민족 간
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을 전후한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
여다보면, 1989년 카자흐스탄 독립 직전에 이루어진 소비에트 인구조사 통
계에서 카자흐인(39.7%)과 러시아인(37.8%)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어를 모국어(L1)로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로 나타나 있다(Fierman 2006; Pavlenko 2008, pp.
283-284). 즉 러시아인 이외에 카자흐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의 위상 및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수치이다. 또한 파블렌코(2008, p. 289)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독립직전
의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카자흐인들(Titulars flu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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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language)이 64.2%를 차지한 반면, 카자흐어를 말할 줄 아는 러시
아인(Russians fluent in the titular language)들은 단지 0.9%에 불과했다. 이
러한 수치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고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러
시아어라는 점과 카자흐스탄 거주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어를 구사할 줄 모
르더라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카자흐어를 배우고 사용가능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당시 언어적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가 가진 선호도와 사회에서의 우세한 언어기능
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2004년 카자흐인 비율이 57.2%, 러시아인의 경우 27.2%를 차지하고 있
었는데(Fierman 2006, p. 110), 1999~2004년 사이의 인구조사 통계자료 [표
1]을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유창히 말하는 카자흐인이 75%, 카
자흐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러시아인이 14.9%였다(Pavlenko 2008, p. 289).
인구 구성에서 독립 당시부터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아 주변
국들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어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는 했지만, 독립 이후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역으
로 카자흐인 인구가 증가하고 러시아인은 감소했으며 헌법이나 언어법 등
의 언어정책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오히려 언어정책이 시행된 후 10여 년 이상
이 지난 후에도 러시아어를 유창히 사용할 수 있는 카자흐인 비율이 10.8%
(1989년: 64.2%, 1999~2004년: 75%) 증가함에 따라 카자흐어를 국어로 한
언어정책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독립 후 카자흐어가
국어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러시아인들 가운데 카자흐어의 필요성을 인
정하고 배워서 유창히 구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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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9%, 1999~2004년: 14.9%), 2000년대 초에도 여전히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영향력 있고 선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표 1. 1989년 카자흐스탄에서의 언어 유창성 자료13)

1989

1999~2004

러시아어에 유창한
카자흐인

카자흐어에 유창한
러시아인

4,195,221

54,063

64.2%

0.9%

러시아어에 유창한
카자흐인

카자흐어에 유창한
러시아인

75.0%

14.9%

자료: Pavlenko(2008), p. 289.

또한 [표 2]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
율이 점차 줄고는 있으나(1979년 40.8%, 1989년 37.8%, 1999년 30.0%,
2009년 23.7%) 주변 다른 나라들(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해서는 여전히 러시아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위상은 다른 소비에트연방으로부
터 독립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또한 국
민의 약 24%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인에 대한 배려 및 러시아나 주변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어를 빠르게
배제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밀고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13) 여기서 유창한 언어구사자란 조사에서 해당 언어를 모국어 또는 유창한 외국어라고 답한
사람들을 포함한다(본 참고자료에서는 1999~2004년의 인구수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603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표 2.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인구 및 인구 구성비14)

연도

1979

1989

1999

2009

인구
(천명)

구성비
(%)

인구
(천명)

구성비
(%)

인구
(천명)

구성비
(%)

인구
(천명)

구성비
(%)

총인구

14,688.3

100.0

16,199.2

100.0

14,953.1

100.0

15,982.0

100.0

카자흐인

5,293.4

36.0

6,496.9

39.7

7,985.0

53.4

10,096.0

63.1

러시아인

5,991.2

40.8

6,062.0

37.8

4,479.6

30.0

3,793.8

23.7

기타

3,403.7

23.2

3,640.3

22.5

2,488.5

16.6

2,092.2

13.2

자료: 1979년, 1989년, 1999년 자료: Smagulova 2008, p. 446; Pavlenko 2008, p. 284;
2009년 자료: http://www.akorda.kz/en/category/kazakhstan.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러시아어가 언어사용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국어
인 카자흐어와 대부분 함께 사용되기도 하면서 공용어라는 지위를 부여받
고는 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제적 언어정책과 국내 러시아인의 유출
과 국외 카자흐인들의 유입 현상,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 바꾸는 문서작
업, 카자흐어의 지위 상승과 현대화, 토착 카자흐인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의해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의 언어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러시아어의 상대적 지위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정경택 2003; Smagulova
2008). 러시아어를 카자흐어로 교체하는 일은 아직 그 과정이 급격한 진전
없이 장기간 지연상태로 있지만 결국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0) 궁극적으

14)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 현황과 미래를 분석 예측하는 데 있어서 3개 언어(카자
흐어, 러시아어, 영어) 구사정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하므로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가 주요 언어인 카자흐어
와 러시아어, 정부 언어정책과 관련이 있는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인구구성비의 변천사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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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정도 러시아어의 약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립 후 카자흐스탄 내의 러시아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른 러시아어의 위상 하락, 그리고 카자흐어를
단일 국어로 장려하는 언어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직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언어로 남아 있으며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로 공용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인이 차지
하는 인구학적 설명 외에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언어 지위가 쉽게 약
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 카자흐어를 단일 국어로 하는 정책에 대해 카자흐스탄에 이주 정착
한 러시아인들이 시위를 통한 많은 항의를 하였고(Djuraeva 2013; Kamzieva
and Kamalov 2011) 게다가 러시아어를 사용해왔던 많은 카자흐인들조차
자국어인 카자흐어를 습득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이유신
2004). 또한 독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08년에도 카자흐 인구의 90%
가 러시아어를 일상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어를 국
어로서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적, 공적 영역
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Raimov 2008). 게다가 카
자흐화를 이끌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조차도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이외에도 국민들이 여전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 문화적으
로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서서히 진행하는 온건한 카자흐어 장려정책을
취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어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
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어학, 또는 민족학 교수들과 국회의원
등 전문가집단에서도 러시아어 지식이 카자흐스탄 국민들로 하여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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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일자리 확보 및 학문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언어로서 러시아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증
진하고 고립을 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어를 완전 배척하
거나 멀리하기보다는 그 적정한 중요성 부여가 더 현명한 정책임을 주장하
기도 한다(Kamzieva and Kamalov 201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에서 러시아어가 여전히 헌법상에 명시된 공식어로서의 지위 유지와 민
족 간 의사소통언어로 사용되는 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자흐스탄 헌법과 언어법에도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경우 통상을 포함한 국제적 의사소통의 언어기능 및 중요한 사회적, 인도
적, 학술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어와 관련
된 카자흐스탄에서의 구체적 정책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언어생
활에 영향력이 큰 카자흐 국영 TV는 모든 러시아어 프로그램을 2011년 9
월부터 전면 중지하고 모두 카자흐어로만 방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문화부가 정부서류의 문서작성에서 카자흐어 단독 사용을 제안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는데 곧바로 대중적 비판에 직면, 폐기하게
되었다. 또한 사기업 취업 희망자들에게 요구하던 카자흐어 능력시험의 경
우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시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접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
다(Central Asia Online 2011).
이러한 사례들은 러시아어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지
속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이 거부와 비판이
라는 현실적 장애물 앞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따
라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는 당분간 의사소통영역과 선진적 학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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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오락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그 진행은 느리더라도, 증가하는 카자흐인 숫자에
의한 인구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동안 도시 외곽지역과 지방의 우월한 카
자흐어 지위 유지와 도시에서의 카자흐어 사용영역 확대를 통해(손영훈
2009, p. 176) 구체적인 카자흐화 언어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
가 외국어로서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간 의사소통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가 장기집권 중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그동안 일관성 있게 정
부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왔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언어적 중요성이 부상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영어가
경제와 통상 또는 학문적 영역 등에서 국제교류에 기여하게 됨에 따라 같
은 외국어라는 공통점이 있는 러시아어와 어느 정도 언어 기능 및 영향력
을 분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국어 카자흐
어의 안정화와 함께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 영향력 약화를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독립 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카자흐어 중심의 단일어 정책 추진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족 간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공용어의 지위를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법
적 보장하에 중요한 사회적, 인도적, 학술적 영역에서 그 기능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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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현황 및 언어정책15)

카자흐스탄에서 영어는 국어인 카자흐어나 공용어인 러시아어에 비해
아직 법령으로 보장된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글로벌화 추세와 세계
경제과학분야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소수민
족어들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p. 1581). 취임 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문(1997년, 2007년, 2012년 연설문) 또는 교육포럼 연설(김현태
2013)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030년까지 모든 국민들이 카자흐어, 러시아
어, 영어라는 3개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언어 다원주의적 정책을 피력
해왔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교육현장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강조는 머지않은 장래에 영어가 러시아
어와는 별개로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국제 의사소통언어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언어정책 연구자 스폴스키(2002, p. 4)는 영어 사용에 따른 국가분류를
하였는데,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영국 등의 식민지였던 나라로서
영어를 제2언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해
당되는데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사용하는 나라들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16)와는 별개로 영어는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며 실질적으로는
15)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인 카자흐스탄의 3개 언어(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중 영어 정책
현황에 관하여 다른 두 언어에 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카자흐스
탄의 영어 관련 연구자료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좀 더 많은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는 언어의 중요성에 따른 원고분량의 많고 적음
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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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조언어(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로 여겨지고 있다. 이
처럼 각 나라에서의 영어의 위상과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현재 카자흐스탄
에서도 영어가 국가 언어정책에서 또 다른 주요 언어로 부상하게 될 몇 가
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영어는 현재 몇몇 영어권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전 세
계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세계어(global language)이며 그에
따른 언어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학자들은 영어 사용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Graddol 1997, p. 10; Crystal 2003, pp. 4-6) 영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1언어 사용자들(First language (L1) speakers), 영
어를 제2언어나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Second language (L2) 또는 official language speakers),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배우는 영어사용자 그룹으로 분류된다.17) 21세기 초부터는 언어
16) 이러한 분류는 본 연구 p. 601에 소개되어 있는 David Crystal, David Graddol 등의 분류와
맥을 같이한다.
17) ∙ 제1언어(first language)로서의 영어: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여 배우게 되는 언어로 모
국어를 뜻한다. 영어의 경우 영어가 제1언어인 전통적인 거점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David Crystal은 Kachru(1985)가 처음 사용한 ‘내부 원(inner circle)’이라는 용어를 사용
해 설명했는데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고 있다(p. 68).
∙ 제2언어(second language or official language)로서의 영어: 모국어 이외에 두 번째로 접
하여 배우게 되는 언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전제로 배우는
언어, 또는 모국어 이외에 추가로 배우게 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키기도 한다. David
Crystal은 영어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동심원을 그려서 Kachru(1985)의 용어, ‘외부 원
(outer circle)’ 혹은 ‘확대된 원(extended circ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영어가 국가
주요 기관들에서 사용되면서 다중언어 상황에서 중요한 ‘제2언어’ 또는 ‘공식언어’ 역할
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싱가포르, 인디아, 말라위 이외에 50개 이상의 나라가 여기에 포
함된다고 한다(p. 68).
∙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의 영어: 영어를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로 중요 언어
라고 인식함에 따라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대
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David Crystal은
Kachru(1985)의 용어를 사용, ‘확장 중인 원(expanding or extending circle)’으로 구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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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L2 사용자로 이동함에 따라 곧 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인
구가 영어 모국어 사용자 수를 능가하게 되며 세 집단으로 나뉘어 각기 다
른 발전방향을 보여온 영어는 그 제약을 뛰어 넘어 ‘세계어’로 자리하게 됨
에 따라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음
이 예측되어왔다. 이처럼 세계어 또는 국제어라는 영어의 위상과 언어기능
의 확대는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널리 확산되
고 있으므로 영어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소유된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Crystal 2003, p. 26). 따라서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나 구소비에
트 연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넘어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발전
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어의 세계어화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의 필요성과 현실적 영어사용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경제 발전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국회사와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이 기업들에 취업할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영어의
수요증가가 예측된다(김현태 2013; Zhumzhumina 2013). 또한 카자흐스탄
국가브랜드 개발전략의 하나인 ‘관광 2020’ 프로그램도 카자흐어나 러시아
어뿐 아닌 영어로 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온 ․ 오프라인에서 제공되어야
함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영어의 필요성 강조이다(갑두세바 딴질랴

여 설명했는데, 내부 원에 있던 미국, 영국 등 제1언어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으며
영어가 특별한 행정언어로 쓰이지도 않는다. 중국, 그리스, 폴란드, 한국 등이 포함되며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그 수가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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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 78). 세계적인 경제후퇴국면에서도 석유, 가스, 구리, 철,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매장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교역의 증가로 카
자흐스탄에서는 영어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데(Oliver 2009) 이는 곧 영
어교육 및 언어사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셋째, 카자흐스탄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추세에 대한 동참과 경제적 대외 통상관계 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EU(European Union)와의 관계발전 등 외교적 국제관계에서의 정치
적 고려일 수도 있다. 2008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9~11년 국가 프로
그램 ‘유럽으로의 길(The Path to Europe)’에서 선진 유럽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유럽 시민사회와의 연대 형성 및
법규 강화를 위해 교통운송, 에너지, 교육 등 다수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
안하였고 유럽과의 밀접한 통합이 카자흐스탄의 현대화 계획에 중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Melvin and Boonstra 2008, pp. 5-6). EU 또한 전쟁 후 계
속되는 러시아와 그루지야(Georgia)의 갈등상황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코카서스 지역과의 교류방식을 재고하고 중앙아시아 주요국들과 EU 전
략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그루지야 사태 이후 아브하지아(Abkhazia)
와 남 오세티야(South Ossetia)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라는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거부하게 됨에 따라
EU는 카자흐스탄이 점차 우즈베키스탄을 대신하는 중앙아시아의 리더로서
지역안정성에 기여할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다(Melvin and Boonstra 2008).
게다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위치가 더 공고히 될 것이라
는 판단에서 EU 집행부는 카자흐스탄의 신속한 WTO 가입을 EU 중심사업
으로 지원 중이다(EU Council 2012). 이러한 카자흐스탄과 EU의 입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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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며 중앙
아시아에서 좀 더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국의 에너지 자원 등을
앞세워 EU와의 통상 및 문화적 관계를 확대 ․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아
직 공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어의 위상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더머크, 긴스버그, 웨버(Fidrmuc, Ginsburgh and Weber 2007)의 지
적대로 (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 이전) 27개국이나 되는 EU 회원국들의
언어문제에 영어의 역할관계가 있다. 23개의 EU 공식언어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재정, 법무적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회원국들의 언어구사인
구 비율에 따른 공식언어 축소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대두되는데 영어를 중
심으로 6개 정도로 축소할 것이 제안되고 있으며 여기에 영어는 들어 있으
나 러시아어는 들어 있지 않다.18) 수많은 언어들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EU
공식언어의 축소 제안이 당장은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외국어에 더 유능한
젊은 세대들의 전면 등장을 예상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상에
서 살펴본 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세계적 글로벌화 추세 및 경제적 필
요성과 함께 영어를 새로운 대외교류용 언어로 국민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아직은 카자흐스탄에서 유력한 언어인 러시아어를 견제하게 되고 그에 따
라 국어인 카자흐어의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요소로, 20여 년 이상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이끌고 있는 나자
르바예프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영어에 대한 국가 주요 언어 지정 및 실현

18) 여기서 제안된 6개 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폴란드어로 EU 공
식언어(공용어)에서 배제되는 인구는 EU 가입국 전체 인구의 16%라고 한다(Fidrmuc,
Ginsburgh and Weber 200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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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카자흐스탄에서의 영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은 기
회가 될 때마다 영어에 대한 특별 관심과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표명해왔다. 구체적 사례로 1997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2030년까지 국민들이 세 가지 언어-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
다. 2010년 국가교육발전 프로그램(2011~20년)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볼라
샥(Bolashak) 대통령 장학제도’를 통해 영어 강의 및 교육이 가능한 교육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
원 개발을 위해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강의하는 강의자를 15%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역시 2011년의 언어 기능 및 발달에 관한 대통
령령에서도 영어학습에 대한 목표로 2020년까지 20퍼센트의 카자흐스탄
성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19)
2012년 대통령 대국민 연설에서도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 카자흐스탄 어린이들에게 카자흐어와 동등하게 러시아어
와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국
가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영어습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임을 강조하였
다.20)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교육당국의 조치로 현재 카자흐스탄은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현태 2013). 2014년 1월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주요 장기 발전계획을 역설할 때는 특히 교육에
서 선진국의 질 높은 독자적 교육시스템에 주목하며 언어정책적 측면에서

19) http://akorda.kz/en/category/gos_programmi_razvitiya(검색일: 2014. 8. 18).
20) http://akorda.kz/en/archive/2012-12-14, ｢카자흐스탄의 전략- 2050: 건국의 새로운 정치방향｣
(검색일: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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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어인 카자흐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와 영어를 구사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21)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국민 연설 및
강령 등을 통해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나자르바예프는 세계
적 공용어인 영어를 배울 기회 제공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새롭고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이룬다는 소신
과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고등교육 및 대외무역 통상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자
체의 국제화 필요성과 함께 좀 더 전문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영어교육 자체와 그에 관련된 여
타의 교육분야에서 영어에 관한 우호적 정책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교육, 문화, 과학, 그리고 학문 연구분야에서 러시아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어를 사용해오던 전통이 있었지만 점차 그에
서 벗어나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 확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면 대학 교육 및 학문 분야에서 이전 러시아에 대한 편향적 의존과 교류의
모습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정책이 관찰되는
데 그 대표적 예가 미국 대학 및 선진연구소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그들로
부터 교육적 영감을 얻고자 노력 중인 나자르바예프 대학(NU: Nazarbayev
University)의 변모이다. NU 대학 총장(Shigeo Katz)에 의하면(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2013), 이 대학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영입한 다양한 국제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자국 대학생의 세계화와 해외유학생 유치에 노력 중이다.
약 320명의 교수진 가운데 90%가 외국인 교수이며 10%의 카자흐스탄 교
21) http://akorda.kz/en/archive/2014-01-29, ｢카자흐스탄의 나아갈 길- 2050: 공동의 목적, 공동
의 이익, 공동의 미래｣ (검색일: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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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도 해외대학 학위 소지자로서 모든 강의가 영어로 수행되며 미국, 영
국의 대학 평가인증제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선진 연구
중심 대학들과 전례 없는 전략적 제휴관계로 카자흐스탄에 분교 또는 학위
과정까지 열고 있는데(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2013) 이는 카자흐스탄 학생
들의 유학 및 대학 간 제휴관계에서도 러시아 일변도의 전례에서 영어권
국가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U 대학이 추구하는 영미대학들과의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 교류, 영어강
의(English- medium lectures) 진행 및 활발한 해외유학생 유치 계획은 그만
큼 카자흐스탄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 및 학문
분야에서도 영어의 중요성과 실용성을 인정해 적극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 밖으로부터의 카자흐스탄 영어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고등교육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교
육기관의 국제화가 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
카자흐스탄의 국가 최우선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World Bank 2007, p. 25,
pp. 157-158). 또한 교육과정 권고사항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사고
방식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 수혜자들이 제2외국어, 특히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과 OECD
역시 카자흐스탄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들에게 영어교육을 실행할 것과 이
를 위한 언어정책을 만들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화된
시민 양성의 정부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금수혜
국, 카자흐스탄으로 하여금 언어정책에서 국제어인 영어교육에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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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투입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교육 어젠다에 부합하는
언어교육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더 많은 적극적 원조를 하겠다는 기금운용
원칙(장용규 2005, p. 117)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영어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 영어에 대한 언어정책의 필요성
인식 및 정책적 지향성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언어습득의 특성상 단시간
에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무려 2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해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은
일관성 있는 언어정책 유지와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장점으
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어정책을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적 영어교육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산재한 문제점
들의 해결이 필요해보인다.
우선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낮은 영어능력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3년 발표된 비영어권 국가 60개국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22) 카자흐스탄은 영어실력평가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한 바
있다(김현태 201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요
외국어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준을 주문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낮은
영어수준은 국민들의 유창성 및 사용도라는 측면에서 같은 외국어인 러시
아어에 비하여 언어기능성이 낮고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교
육의 출발점부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영어
구사능력을 러시아어를 대체할 실용수준으로 향상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22) 어학기업 EF Education First의 조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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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영어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현재 러
시아어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영어의 발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어인 카자흐어의 안정화에도 러시아어는 여전히 장애가
되는 상황이다(손영훈 2009; 정경택 2003; 허승철 2002; Fierman 2006). 나
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세계 출판물의 대부분(85%)이 영어라는 점을 국민들
에게 강조하며 카자흐에 진출한 외국업체와의 소통을 위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영어학습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태 2013; Zhumzhumina
2013).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이나 취업 등 국민들의 일
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러시아어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
직은 국민들의 영어학습 동인을 제대로 일깨워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영어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이다.
피어만(Fierman 2006, p. 113)이 지적한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낮은 임금으
로 인한 교사부족문제가 있으며, 특히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기업
등 다양한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낮은 임금의 교사직에 효과적
인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 또는 영어로 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들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영어교사의 양성과 어느 정도 교사의 역
할을 분담할 이러닝(e-learning) 도입이 시급해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컴퓨터 랩실(Computer Lab) 설치, 학생들 가정에 컴퓨터 보
급 및 스마트폰 확보 등 이러닝환경 조성과 이러닝수업을 진행할 영어 교
사들에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연수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카라간다(Karaganda) 지역 한 대학이 배출한 교사들의 수업
을 분석한 한 연구는 ICT 영어교수법 강좌가 영어교사들의 높은 전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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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함께 전통적 교수법에서 벗어나 최근의 디지털 문
해력(digital literacy)의 발달과 창의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ICT 활용 영어교
수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Egorov, Jantassova, and Churchill 2007). 효
과적인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영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을 위
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물적 자원 또한 필요조건인데 이렇게 영어교육부
문에서 필요한 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 교육에서 개선되어
야 할 문제점으로 참고할 통계수치의 부재와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통
계자료의 부족을 지적했는데(World Bank 2007) 이는 언어교육 및 영어교육
지표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마찬가지 문제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영어의 위상은 언어법
(1997)에 따른 국가 언어프로그램(2011)에 명시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권을 탈피한 국제적 교류 증가에 따라 카자
흐어와 러시아어의 뒤를 이어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세계화 및 국제화 지
수 상승, 그리고 경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언어로서,
현재 카자흐어의 장려 정책과 러시아어의 약화 과정, 그리고 러시아와 중
앙아시아, EU 등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영어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도 시
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영어가 카자흐스탄에서 실질적 언어 사용과 기
능이라는 측면에서 미약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영어
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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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자흐스탄 언어정책의 미래: 3개 언어 구사정책
그동안 카자흐스탄의 기본 언어정책은 현재까지 20여 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통합과 러시아 포함 구
소비에트연방과의 정치적 관계성, 그리고 독립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 확립
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온건적 입장의 카자흐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
서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은 멜리크, 아디바예바(Melich and Adibayeva
2013, pp. 270-271. 재인용: 손영훈 2014, p. 11)의 지적대로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의 국어인 카자흐어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문제와 외국어이나
공용어로서 영향력이 큰 러시아어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다민족 사회에
서 카자흐어의 학습, 사용 및 문화적 인식 수준 강화라는 측면과 국민 형성
의 맥락에서 언어문제에 관한 정치 및 문화 엘리트 간의 논쟁 격화라는 측
면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영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해온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적 방향은 러시
아의 영향력과 구소련 국가들과의 편향된 관계로부터 벗어나 좀 더 넓은
세계로의 통상외교적 발전의 필요성에서 2007년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강
조하고 주장해온 3개 언어 구사모델(trilingual model), 즉 “카자흐어, 러시아
어, 영어의 삼위일체(The Trinity of languages: Kazakh, Russian, English)”23)
문화프로그램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국어인 카자흐어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의 정체성 및 정권을 공고히 하면서 카자흐스탄 독립 이
전부터 민족 간 소통어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언어인 러시아어의 위상을
23) Aksholakova and Ismailova(2013), p. 1581; 손영훈(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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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영어의 세계어(World Language)로서의
역할 및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뜻한다. 3개 언어 구사모델은 국어인 카
자흐어의 언어 위상 및 기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카자흐화(Kazakhization)
의 일부분으로 국어의 위상 안정화와 강화라는 단일 언어정책(monolingual
policy), 그리고 아직도 많은 카자흐 국민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 또는 제2
언어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요구되고 있는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한
영어 중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다중언어 이데올로기(multilingual ideology)가 혼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Aksholakova and Ismailova 2013;
Raimov 2008; Smagulova 2008, p. 448). 즉 3개 언어 구사정책은 이 두 가지
대립하는 언어정책을 동시에 실현시킴으로써 카자흐어를 통해 동일 정체성
아래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러시아어와 영어로 하여금 카자흐스탄의 대외
국제관계 및 통상경제를 포함한 국제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
적을 지닌 언어정책인 것이다.
위에 언급된 3개 언어 구사정책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 따라 카자흐스탄 언어상황의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겠다.24)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카자흐어, 러시아
어, 영어 3개 언어를 원활히 구사하도록 한다는 국가적 언어목표는 현실적
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도달하기 어려워보인다. 역사적으로 카자흐스탄 국

24) 여기서 카자흐스탄의 3개 언어 구사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 따라 그 발전모습을
달리 전망해본 것은 원래 언어정책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습득이 가능하지 않은 언어문
제를 다루고 있고 계획대로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은 추상적 성격의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덧붙여 언어정책 수행문제에는 관습과 신념, 그리고 관리 또는 통제의 문제
(Spolsky 2002)가 개입되고 해당 국가를 둘러싼 주변 국제관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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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오랫동안 실제 사용해온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경우 어느 정도 언
어 구사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어 및 민족 간 소통어로서 공용어의 지
위에 걸맞은 언어기능을 수행하며 사용 중이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세
계화의 필요성과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정치경제적 목적성에 의해 새롭게
강조되어왔지만 아직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기능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교육적 지원에서도 인프라의 부족 등 실용성 확보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
인다. 따라서 당분간 3개 언어의 위상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언어현실 그대
로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유지의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교체나 습득이 쉽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할 때 현실에 맞춘 수정된 국가언어 목표지향을 통해
변형된 3개 언어구사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보인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들이 2030년까지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
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다. 여기서 변형된 3개 언어 구사정책의
실현이란 언어학자 예르케불라노프(Erkebulanov)의 지적대로 국민들의 일
상생활,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서로 다른 언어의 사용영역에 따라 3개
언어가 각각 구분되어 발달하고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Raimov 2008). 즉
국어 카자흐어는 그 언어의 발달과 기능 확대를 위한 정부 장려정책에 의
해 국민들의 언어영역 가운데 정치, 법률, 행정 등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정착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는
역사적 배경 및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성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소통
을 위한 언어공유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생활과 교육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어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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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상당 기간 러시아어가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게 기능하며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약한 언어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경제적 필
요성에서 주요 언어정책의 대상이 된 영어는 주로 첨단기술 및 기업, 그리
고 대외통상외교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의 완전한 언
어교체와 새로운 외국어인 영어 습득의 시간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서 3개 언어가 분화된 서로 다른 언어 사용분야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발전
해나가고 주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카자흐스탄의 3개 언어정책이 장기간- 예를 들면
2050년으로 설정한 국가전략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국가적 지원 속에 유지
되어나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경쟁력 있는 언어정책으로 보인다. 국민
들의 3개 언어 구사능력은 카자흐스탄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며, 특히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 부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
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에서 언어 관련 국가프로
그램의 모든 정책활동들은 ‘언어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정부프로그램’(2011)
에서 밝힌 바대로 국민의 통합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인 국어 카자흐어의
최우선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어를 학교 내
교육어로 사용하며 성장한 현재의 학령인구가 나라를 이끄는 중추적 세대
로 자리잡게 될 때쯤에는 카자흐스탄 국민들 대부분의 국어가 유창한 수준에
이를 것이므로 국가 중심어인 국어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언어기능적 측면에서 점유도가 높은 러시아어의 경우는 글
로벌화의 영향과 국어인 카자흐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러시아어 견제의
도에 의해 정부의 러시아어 억제정책 및 영어 선호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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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U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외 교류 및 경제 통상외교 언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제고되고 교육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어의
약화와 영어의 지위상승 또한 예측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는 3개 언어 구사정책이 정부의 효과적 집행과 관리를 전제로 한다면 이상
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국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
영어의 세 언어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으
리라 예상되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는 언어문제의 정립이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목이라고 할 수
있음은 누차에 걸쳐 앞에서 지적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
헌법을 통해 자국 내의 모든 소수민족어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언어정책을
기본으로 하지만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에 국어와 공용어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언어법과 다양한 언어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두 언
어의 사용과 발달에 관한 규정과 성격을 밝히고 있다. 국어로서 카자흐어
는 그 위상 확립과 실질적 언어기능 확대를 위해 모든 국가서류 문서작업
이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 바뀌거나 최소 두 언어의 사용이 병행되고 있
으며 법적 카자흐어의 지위 향상과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카자흐어 능력
향상, 카자흐어의 현대화 및 표준화, 직업영역에서의 카자흐어 능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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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직은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실
질적 국어로서 언어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나 언어의 중심은 점
차 단일국어인 카자흐어로 이행 중이라고 보겠다.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언어였던 러시아어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 생활 및
공적 영역과 교육분야에서 유효성을 지닌 언어로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 간 의사소통언어이며 공용어의 지위를 지
니고 있고 러시아 포함 주변국들과의 지역 국제관계에서 사용가능한 영향
력 있는 언어이다. 결국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어나 카자흐어 두
언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세력을 잠
재우면서도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어로서 카자흐어의 위상 정립과 동
시에 러시아 포함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및 교류의 원활화
를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실리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경제통상과 기술과학 교류,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러
시아에 편향적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영어를 새로이 국가 주
요 언어에 편입시켜 국제적 교류에 쓰이는 외국어로서 국민들이 원활히 구
사하도록 하는 장기적 플랜인 ‘3개 언어 구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러시어와는 달리 법적인 지위가 부여된 외국어는
아니나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러시아에 편중된 관계보다는 EU나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로의 관계 확장과 경제교류라는 측면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
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러시아어의 영향력 억제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
운 국제어로서 영어의 위상이 구축될 것이며 국제 언어소통이라는 측면에
서 영어가 러시아어와의 상호간 역할분점을 통해 카자흐어의 상대적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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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예측해볼 수도 있다.
결국 카자흐스탄이 지향하는 언어정책은 한마디로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 구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시간뿐만 아니
라 물적, 인적 자원과 함께 일관성 있는 효과적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만 그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이상적 국가 언어목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3개 언어 구사라는 국가적 언어목표는 결국 카자흐
어의 안정화와 국어의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러시아어의 상대적
약화를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자흐스
탄에서의 영어의 위상 강화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카자흐스
탄의 입지를 넘어 EU 지역, 더 나아가 범세계적 무대에서 실리적 국제관계
형성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 실현가능시기의 예측과는 별개
로 향후 카자흐스탄이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언어정책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게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언어상황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예측 이해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에서 지금까지 우세했던 러시아어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민족어
카자흐어에 대한 관심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2014년 6월의 정상외교를 포함 여러 차례 양국 정상 간의 방문외교가 이어
지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의 교류는 주로 자원, 에
너지, 건설 또는 첨단기술 교류 등과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이
라는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으나 인적 교류나 문화적 민간부문의 교류
등은 아직 활발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편이다. 향후 두 나라의 문화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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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할 때 국가(국민)정체성을 이루는
언어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언어 환경과 정책에 대한 이해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언어 환경 및 정책에 대한 고민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민족 다언어인 카자흐스탄의 언어적 환경은 우리나라 언어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계 언어로서 단지 어순이 같다는 공통점 이외에는 유사한 점이 없
다. 하지만 현재 증가하는 결혼 이주민을 포함해 점차 단일민족의 성격이
옅어져가는 상황에서 비록 아직은 소수이나 다른 민족과 타 언어들이 유사
이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공존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카자흐스
탄의 언어정책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
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이주민들과 그들 언어에 대한 문제 및 정책에 대
한 고민이 사회문제의 일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98년 우
리나라에서 있었던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필요성에서 불거진 복거일
등의 영어공용화 논란 및 그 이후의 논의와 연구에 관해서도 카자흐스탄의
3개 언어 구사정책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두 나라가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외적 의사소통도구
로서 단순 외국어가 아닌 세계어(World language)의 위상에 놓여 있는 영어
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연구 교류 및 교사 및 학생 등의 인적 교류 또한 필
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랫동안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전
문가들의 연구를 지속해온 대한민국의 영어교육계는 주변의 중국, 일본, 몽
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 또는 영국, 미국 등 해외 영어권 국가들과
의 학회나 각종 언어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한 연구 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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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우 아직 교류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영어교육 현실
을 보았을 때 함께 영어교육의 방법론이나 교재 개발, 특히 요즈음 IT 강국
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컴퓨터 활용 언어교육(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분야에서의 다양한 교육 방법 및 교재, 자료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인적 ․ 물적 교류와 학계의 연구결과 교류 및 공유는 양국의 언어
교육과 그에 관련된 교육사업의 교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영어교육은 현재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이라는 국가 영어평
가도구의 교류 또한 검토될 만하다. NEAT는 아직 미국의 TOEFL 또는
TOEIC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은 영어능력 평가시험은
아니나 이미 개발 완료되어 국내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네 가지 영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영어능력 평가도구로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국가적 언
어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 NEAT를 활용한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다
면 국내 개발평가도구의 사용 확대와 양국 교육연구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NEAT라는 국가자산 활용의 경제적 의미 외
에 양국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 교류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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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3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1)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관심의 근저에는 거침없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있다. 현
재 중국경제는 이미 2013년 기준으로 상품무역부문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
계 1위가 되었다(연합뉴스 2014). 또 다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중국
* 이 글의 작성과정에서 유익한 논평과 조언을 해준 여러 동학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시진핑 체제’라는 개념은 형식적으로 시진핑이 당 ․ 정 ․ 군의 최고 지도자로 기능한다는 의
미이며, 실재적으로는 시진핑을 ‘대표(first among equals)’로 하는 현 제18기 공산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를 가리킨다. 이런 중국식 과두제와 관련된 보다 상
세한 설명은 주장환(2011)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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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관례, 즉 10년을 주기로 최고 지도자가 교체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 시진핑 체제하에서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로 시진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등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중국
의 꿈(China’s Dream, 中国梦)’이라는 연설을 통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최강
대국이 되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중국의 꿈은 경제발전
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규정하고, 2020년까지 중산계층의 평균 소득
이 국제적 표준의 수준에, 2050년에는 부유하고 ‘강하고 문명화되고 조화로
운’ 사회주의 현대 국가의 건설을 이룰 것이라고 공언했다(人民日報 2012).
따라서 현 시진핑 체제가 이런 전반적인 국력의 신장에 걸맞게 외교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2년 시진핑 체제 수립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영해분쟁을 벌이는 있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매우 ‘공격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Lam
2013). 또 학술적 차원에서도 큰 방향에서 중국 외교정책의 공세화로의 변
화 여부에 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외교정
책이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물론 그 이
후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부인과 실재 행태적 측면에서의 자제
가 이뤄지면서 그 강도가 약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변화와 지속의 어
느 측면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전히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2) 이 글

2) 기실 이 논쟁은 공세적이라는 용어 자체의 적실성에서부터, 그 여부에 대한 것까지 매우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재철(2012), pp. 30~32를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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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틀에서 바로 이런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주지하다
시피 중앙아시아는 중국 외교정책의 3대 축, 즉 강대국, 개발도상국과 더불
어 주변국 외교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지역은 1990년대 초 소
비에트연방의 해체로 인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
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주변국 외교의 핵심 지
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楊潔篪 2014, pp. 2~3). 따라서 최소한 주변국 외교
차원에서의 중국 외교정책의 정향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진핑 체제 수립을 전후하여 나타난 중국의 일련의 움직임 때문
이다. 출범 이후 시진핑 체제는 전방위로 외교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해나갔
다. 그 중 2013년 9월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실
크로드 경제지대’ 구상을 발표하고,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다(新華社 2013).
또 뒤이어 열린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와 중앙경
제공작회의에서 이를 대외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국이 본
격적으로 서진전략의 추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多維新聞
2013). 이 서진전략의 ‘핵심 지역’은 중앙아시아이고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국 외교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서진전략(Marching West Strategy,
西进战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의 특징
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진핑 체제 중국 외교정책의 본질에 대한 접
근을 시도하는 의의 역시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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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는 국력 신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적극 혹은 공세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중국 외교의
공세화와 관련된 논쟁은 적어도 학술적 차원에서 그리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변용(变用)’으로 인해 새로워
질 것인가라고 여기고 있다.3) 바로 이런 점에서 중국의 최신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그 현실적, 학술적 의의가 충분하다고 사료
된다. 또 이 글에서 제시하는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한 분석 틀의 적
실성을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사례로 검증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측정
한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특수’화된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연구의 보편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구체적으로 2장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분석 틀을 설계 및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 분석 틀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변화동인의 측면을 탐구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
으로 중국의 최신 대중앙아시아 정책인 서진전략의 내용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전상황에 대한 정리, 분석 틀에 입각한 이 전략의 대체적인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결론에서는 중국
서진전략의 전망에 대해 논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이런 관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Johnston(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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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틀: 국내외 시대상황, 엘리트 정치구조, 그리고
행위자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국은 특정 가치와 이익,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
환경이나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합
목적적 대외 행위와 활동의 총합인 대외정책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연구들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의미에서의 투입, 행위자, 산출이라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투입은
국내외 환경요인을 가리키며, 행위자는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그
리고 산출은 결과로써의 정책결과와 구체적인 행태를 의미한다. 둘째, 그러
나 개별 연구들은 각자의 이론적 선호와 연구대상에 따라 구조와 행위자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양분된다. 구조를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들은 대부분 구
조현실주의, 세계체제론 등 국제체제결정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행위자를 강조하는 경향의 연구들은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 즉 정
권유형, 정치체제의 성격, 정치문화, 그리고 개별 국가정책 결정과정과 주
체들의 특징 등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역시 행위자 중심론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서진영 2006, pp. 58~64).
기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진행되어왔다. 즉 구조나 행위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분석의 설명력 취약이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외
교정책의 결정은 이 두 요소의 ‘순환적 환류(a circular feedback)’ 과정이라
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Kim 1998, pp. 21-24).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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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순환적 환류 과정을 현실적으로 적실성 높게 분석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외부환경, 즉 국내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분석과정에서
이 두 요소 간의 선차성과 중요성, 그리고 각 하부요소들의 영향력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이 두 경향
은 중국 외교정책 연구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 글은 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는 선에서, 대신 그 간극을 최대
한 줄이는 방식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 ․ 외부 요소에 대한 보다 세밀화된 정의와 이들의 관계에 대
한 설정을 진행한다. 우선 내 ․ 외부 요소에 대한 세밀화된 정의이다. 외부요
소는 중국 외교정책 결정의 이른바 ‘외생(exogenous)’ 변수로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 결정에 가장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
는 국내외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외적으로는 관련 주요국의 정책
과 지역의 상황을, 국내적으로는 관련한 중국의 정책 및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 및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내부요소는 외부요소와 상호작용
하여 외교정책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내생(endogenuous)’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 도출에서 중국의 경우, ‘당 ․ 국가(party ․ state)’ 체제를 건
국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특히 공산당의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전일적
인 통제와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 이 점을 감안
4) 한편 이 두 경향 가운데에서도 중국 연구에서는 후자 즉 행위자 차원에서의 분석에 치중하
는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경향의 비교적 최신 연구들은 Lampton(2002); Glaser and
Medeiros(2007) 등이 있다.
5) 이러한 견해는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체계적인 분석이 드
물었는데, Zheng(2010)은 그 참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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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외교정책 결정에서 중국의 내생 변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와 그
들의 정책 정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역사적으로도 검증
되었고, 이로 인해 대외정책의 변화가 초래된 예도 있다(Liu 2005).
다음으로 이 내 ․ 외부 요인들간의 관계문제이다. 이 문제는 상기했듯이
중국과 같은 체제 상황이면 더욱 복잡해진다. 즉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이
변화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체제 상황이면, 특히 국내 상황의 측면에서는
이전시기 정책으로 초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엘리트들
을 충원 및 선발하기 때문이다.6) 따라서 두 요인의 선차성을 분명하게 판
단할 수 없는 애로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 애로점을 최대한 극복하
기 위해, 주된 분석대상의 시기에 착목한다. 즉 현실적으로 연구주제에 따
라 그 선차성은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 글의 주제가 중국
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 결과는 시진핑 체제라는 새로운 정
책 결정 구조와 주체, 그리고 정책 정향의 변화가 기존의 대 ․ 내외 상황에
반응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외부요인이 앞서는 것이며, 그 중요성
의 측면에서는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2012년 시진핑 체
제 수립을 기점으로 이들이 이전 대내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구상 및 실천한다는 것으로 이 글은 상정한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시대상황 인식에 기반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정치 엘리트
충원 및 선발의 기준을 변화시켜왔고, 그로 인해 정치 엘리트의 전환이 ‘혁명 간부
(revolutionary cadre)’에서 ‘기술관료(technocrats)’로, 또 ‘일반간부(generalist cadre)’로 진행
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주장환(2013c)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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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S2)--->E(E1*E2)===>P

[식 1]

즉 [식 1]에서는 S는 외부요인을 S1은 대내 환경, S2는 대외 환경을 가리
킨다. 이 S가 E 즉 정책 결정주체인 정치 엘리트의 특성 E1와 구조 E2로
이루어진 내부요인에 영향을 준 결과가 바로 새로운 외교정책인 P인 것이
다. 참고로 *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시기
와 다른 정책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진 시진핑 체제는 이전시기의 유산인 대
․ 내외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글에서는 S1은 중앙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상황
인 서부대개발전략의 상황을, S2는 미국, 러시아 등의 현재 세계 주요 강대
국의 대중앙아시아 대응상황을 의미한다. 또 E1은 시진핑 체제라고 부르는
정치 엘리트 집단의 개별 및 구조적 특성을, E2는 이 엘리트 집단의 정책적
정향을 가리킨다.

Ⅲ. 서진전략의 제출 동인
상술한 분석 틀에 따라 서진전략의 구체적인 동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진핑 체제 외교노선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대중앙아시아 전략 역시 전체 외교노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 초기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의 외교노선은 한마디로 ‘불협화
음’과도 같이 서로 상충되는 두 원칙의 결합, 즉 ‘평화발전노선과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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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수호의 병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발전의 길을 걷되 정당한 권익
을 포기하거나 국가의 핵심 이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 내
용이다(楊潔篪 2013b). 여기에서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유는 평화발전 노선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부터 이어져온 기존 노선임
에 반해, 핵심 이익의 수호라는 것은 시진핑 체제 성립 이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로 전자는 갈등과 분쟁을 최대한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다
소 수세적인 것으로, 후자는 필요하다면 갈등과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측면
에서 공세적인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런 불협화음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관례 때문이다. 주지
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이전시기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대체
하기보다는, 첨가와 삽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지속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내부 단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이로 인해 통치능력을 제
고하려 하는 의도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기준으로 중국 공산
당의 지도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泽东) 사상, 덩샤오핑(邓
小平) 이론, 삼개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등 모두 5개이고, 이들은
각각 1921년, 1945년, 1997년, 2002년, 2012년에 순차적으로 첨가 및 삽입
되어왔다(주장환 2013a, p. 111). 이들 역시 서로 그 핵심 내용이 상충되거
나 심지어는 대립되는 것들이다. 둘째는 중국정치 내부의 권력 역관계 측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시진핑이 당내 파벌의 역관계 측면에서 아직까
지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후진타오를 정점
으로 하는 정치 파벌인 퇀파이(团派)가 여전히 다수파로서 기능하고 또 영
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기준으로 퇀파이는 그 세력이 가장 큰 다수 파벌이고, 시진핑이 속한 것으

64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로 알려진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타이즈당(太子党)은 소수파라고
할 수 있다(주장환 ․ 이동영 2014, p. 154).
한편 시진핑 체제 수립 이후 첨가된 핵심 이익의 수호라는 것은 무엇인
가? 여기에서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란 확장이 가능한 개념으로 정치
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 주권과 영토보전,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 개념은 2009년 7월에 열린 제1
차 미 ․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제출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2010년 초 타이완
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예전의 대응, 즉 공식 항의와 군사 교류
의 중단 등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 2010년 초 발생한 천암함과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과 서해상에서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려던 미국에 강력
반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물리적 조치에도 나섬
으로써 역시 예전과는 달라진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 영
해문제에서도 중국은 2010년 중반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아세안 관련 국가들의 시
도에 대해 제재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으며, 그 직후 발생한 댜
오위다오(钓鱼岛,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의 일본과의 선박충돌문제에
서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함으
로써 구체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당시 이 핵심 이익의 수호가 공식적인 외교노선으로 자리잡지는
않았다. 이 노선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중국 내에
서의 비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이 노선은 공식
노선으로 다시 재천명되게 된다. 특히 이 핵심 이익의 범주는 중국의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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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동반하여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핵심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비평화적인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
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김재철 2012, pp. 35~36). 실제로 시진핑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을 강조하고, 2013년 3월 발간된
중국 국방 백서(中国武装力量的多样化运用)에는 이 같은 내용, 즉 “전쟁
을 벌일 수 있는 군대, 전쟁에 나서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노선은 확실히 후진타오
시기의 평화적 외교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는 가운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군사확장을 하지도 않겠다던 노선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병광 2013, pp. 151~152). 즉 이 같은 노선하에서는 최소한 중국
이 이전시기에 보여준 온건하고 신중한 모습을 벗어나 다소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외교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선은 각 영역별 각론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
로 하는 강대국 내지 선진국들과의 관계에서, 시진핑 체제는 ‘신형대국관계
(新型大國關系)’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대국 간의 관계는
상호 이해증진과 전략적 신뢰 구축,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안에 대
한 존중, 호혜공영구조의 심화 노력, 국제 및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한 부단
한 협력 강화 등을 중심내용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楊潔篪 2013a,
pp. 17~18).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신감과 적극성이 표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7) 즉 미국 등 기존 강대국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7) 실제로 중국은 2008년경 G2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후진
타오 체제 외교의 소극성과 고립성, 그리고 피동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로 거론되었다(吉
密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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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책임의 공동분담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
해 상호 공영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신흥 강대
국으로 규정하고,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으로 기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 역시 일단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주변국 외교이다. 2만 2,000km에 달하는 육지와 3만 2,000km
의 해양을 경계선으로 하여 모두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국 외교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門洪華 2009, pp. 54~55).
시진핑 체제의 주변국 외교는 평화발전과 핵심 이익 수호라는 전체 외교의
기조를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일견 상충되는 두
노선의 결합이 이 영역의 외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평화발전노
선과 관련하여,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주변국과 가깝게 지내고(親), 성의
를 다해 주변국을 대하며(誠), 중국의 발전과 함께 그 기회와 혜택을 나누
고(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容)”한다는 주변국 외교방침을 천명했다(新華
網 2013b). 그러나 핵심 이익 수호와 관련해서는 호혜적 방식으로 이견을
해소하려 하지 않을 경우 압력을 가하고 또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르겠다는 것 역시 동시에 밝히고 있다(Lam 2013).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외교이다. 시진핑 체제는 기존 자원과 에너지 등
의 이유로 진행해오던 개발도상국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개발도상국 외
교의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시켜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별 국
가 간의 관계, 즉 양자관계의 강화를 넘어서서 이들에 대한 조직화를 본격
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례로 시진핑은 2013년 초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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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신흥경제5개국)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집단적 목소리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를 희망하고,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공동의 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
발도상국 외교 강화를 통한 독자 블록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그 해석이 가
능하다(Sun 2013).
이러한 시진핑 체제 중국 외교노선의 기조하에서 구체적인 서진전략 제
출의 동인은 상술한 분석 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대
내외 상황의 측면이다. 그 중에서도 대외상황은 다음과 같다. 기실 서진전
략은 2011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즉 이 지
역에 대한 재균형전략을 표방하면서 중국 내에서 제기되었다. 즉 미국의
전략 변화로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므로, 그동안 주변 외교의
중점이었던 동쪽 외에 서쪽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진출하여 외교공간의 확대
를 도모하자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Wang 2012). 이런 맥락에서 물론 이 전
략이 서쪽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양국
간 신형 대국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Zhao 2013). 그
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에 재균형전략에 대한 ‘역균형(counter balancing)’이
라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중앙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특성으로 인
해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는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EurAsEC(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GECF(가스
수출국 포럼) 등 군사, 경제 등의 영역에서 다자기구들 설립을 통해 이 지
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이 지역
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하락하고, 대신 그 주도권을 두고 중국은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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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쟁관계로 돌입한 상황이다(Kim and Blank 2013, pp. 775-776).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설 동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중국의 서진전략 추진은 중앙
아시아 지역에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을 위한 필
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외 상황 중 주변국 외교의 필요성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서
진전략은 서북과 서남의 두 개의 축을 포괄하고 있다. 서북 축은 중앙아시
아에서 서아시아(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서남 축은 동남
아시아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의 지역을 포괄한다. 또 현실적
으로 현재 단계에서 서북 축에서는 중앙아시아가, 서남 축에서는 동남아시아
가 그 주요 거점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Wang 2012, pp. 6-7). 그러나 2010년
경부터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들과 분쟁을 겪
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존재한다. 비록 시진핑 체제는 초기부터 주요 정치인들이 이 지역
을 방문하는 등 악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려고 시도하
고 있지만, 해양 영유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양보의 의사가 없
음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단기간 내에 관계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이다(Cohen 2013). 이런 상황에서 서진전략의 현실적 수행가능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영토 및 영해 등 핵심 이익과 마찰이 없는 미분쟁지역인 중앙아
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8)
한편 서진전략과 관련된 국내 상황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 보다 구체적

8) 이런 이유로 현재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서진전략의 대상지역은 중앙아시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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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국 국내 발전전략의 측면이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
전략에 대한 자체 비판과 그 대안과의 연계이다. 주지하다시피 서부대개발
전략은 개혁 ․ 개방 초기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부작용을 해
소하고자 2000년부터 시작된 ‘국가급’9)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
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밀집
거주지역으로 민족분규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통 및 수
리 등 기초 사회 인프라 건설, 공업화 등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의
무교육 및 청장년층 문맹퇴치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다. 그
러나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10년이 경과된 2010년경 내린 평가에 따르
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주요하게 동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여전히 확
대되었고, 비합리적인 경제구조, 낙후한 교통 기초 설비, 부족한 수자원, 낮
은 공공서비스 수준 및 취약한 생태환경 등의 영역에서 개선효과가 명확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민족 밀집지역에서의 다수민족인 한족과
의 갈등상황은 더욱 고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KIEP 북경 사무소
2012). 따라서 주요하게 투입된 자원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
서 이 서부대개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출되기도 했었다(Yu
2012).
그러나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
현과 이 지역의 최대 위협세력인 분리독립세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여

9) ‘국가급’이라는 의미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는 ‘서부대개발영도소조(西部大开发领导小组)’를 설치하고 국무원 총리가
그 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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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대신 2011년부터의 2단계 과정에서는 ‘선별성’
과‘개방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즉 기초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은 영역을 제외하고, 무차별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보다는 청두
(成都), 충칭(重慶), 시안(西安) 등 서부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난닝(南
寧), 쿤밍(昆明), 우루무치(烏魯木齊) 등 변경지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
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지대 공동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모
색하기로 했다(中國人大網 2013).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신장(新疆)지역은 적극적으로 이 지역 인근 국가들과의 일상
적인 경제 교류와 교역을 넘어선 제도화된 협력기제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결국 시진핑 체제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전략과 러시아의 적극적
인 대중앙아시아 정책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국제정치적 요인, 서진전략의
주요 축 중 하나이던 서남축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보다 효과가 낮은 서부대개발전략 추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 등의 배경
에 의해 중앙아시아 중심의 서진전략을 입안 및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둘째 내부적 요인, 즉 시진핑 체제의 정치 엘리트 구조 및 집단의 특성과
그 정책 정향의 차원이다. 우선 시진핑 체제 지도부의 구조 및 집단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상기한 바대로 시진핑 체제를 정의한다면 이 집단의 특성
은 첫째, 파벌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총
서기 시진핑을 비롯한 통일전선조직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위정성(俞正

∙ 648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声), 당 중앙 기율위원회 서기 왕치산(王歧山) 등은 타이즈당에 속한다. 또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장더장(张德江)과 국무원 부총리
장가오리(张高丽)는 전 최고 지도자 장쩌민의 정치 파벌인 상하이방(上海
帮)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퇀파이 인사는 국무원 총리 리커창
(李克强)과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류윈산(刘云山)이다. 문제는 각 파벌의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파벌도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과 연대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례로 시진핑의 집권과정에
서는 타이즈당과 상하이방이 연대를 하였으나, 현재 반부패투쟁과정에서는
이 두 정치 파벌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주장환 2014,
pp. 127~128). 한편 최상층부의 파벌구도는 이렇게 일견 그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 갈수록 퇀파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일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상무위원들
을 포함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경우, 전체 25명의 성원 중 9명
이 퇀파이계 인사이다(주장환 ․ 이동영 2014, p. 156).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타이즈당이 집권 파벌로 기능하지만 다수 파벌은 퇀파이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교차세대 체제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정치의 역대 관례에 따
라 세대 간 연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제4세대와 5세대 간의 교차세대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4세대는 2017년을 기점으로 모두
정계은퇴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핵심 세대는 제5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5세대 정치 엘리트들은 1966년부터 발발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
로서의 공통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전반적으로 기술관료보다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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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속성이 강한 세대이다(주장환 2013b, pp. 153~161). 즉 세대 전체가
문화대혁명 등 좌파 정책노선에 대한 반감이 기술관료보다 크지 않고, 오
히려 개혁 ․ 개방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현장에서 경험한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진핑 체제의 정책 정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10) 첫째, 기존
정책노선과의 연속성 측면이다. 이는 특히 시진핑 체제가 파벌 간 권력 분
점구조라는 점이 작용하는 바가 크다. 즉 특히 대외정책의 측면에서만 특
화시켜 살펴본다면, 평화발전이라는 기존 정책노선이 기존의 지배 파벌, 즉
상하이방과 퇀파이 간 타협의 산물이고, 이 둘의 이해관계의 교차점이라고
했을 때 기존 정책의 관성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다
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수세적 외교정책의 관성이 적어도 집권 1기, 즉 현재
의 파벌구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상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강화된 핵심 이익의 수호, 즉 공세적 측면이 이후 국내외 비판
에 부딪혀 공식적으로 부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적이 있었다(박
병광 2013, pp. 148~149).
둘째 기존 정책노선과의 단절 측면이다. 이는 현재 시진핑 체제가 집권
1기이고, 그나마도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이 좌우하는 바가 크다. 시진핑과
그의 정치 파벌 입장에서 보면,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
다 강고한 지배기반을 만들기 위한 권력투쟁의 측면에서도 노선투쟁이 불
가피하다. 이는 장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최고 지도자들의 초기 행태가 방
증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노선과는 대비되는 경향의 노선을 보
10) 현재 중국정치에서의 전반적인 정책 정향의 분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주장환 ․ 이동
영(2014), pp. 156~15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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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격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시진핑 체제의 하부구조, 즉 당내의 주
도 세대인 제5세대의 경향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
로 개혁 ․ 개방 노선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그 공통점
으로 가지고 있는바, 대외정책의 측면에서도 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
이 높다. 실제로 시진핑이 대외정책 라인의 학계 중심 인물로 알려진 학자
는 공개적으로 중국 외교의 공세화를 주장한 바가 있다.11)
이 두 측면을 종합해봤을 때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은 기존보다는 공세
적 내지 적극적인 경향을 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필
경 기존의 화평발전노선에 ‘이질적인’ 요소, 즉 핵심 이익의 수호라는 부분
이 시대적으로, 또 노선적으로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Ⅲ. 서진전략의 내용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대상은 대중앙아시아 정책으로 설정했을 때
우선 큰 방향에서 이전보다 다소 공세적 내지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상의 분석 틀과 대응하여,
최신 대중앙아시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
려고 한다.

11) 그는 현재 칭화(清华)대 교수인 옌쉐퉁(阎学通)이며, 스스로를 ‘전통주의학파’로 규정하면서
정비졘(郑必坚)을 중심으로 하는 화평발전 주창자들인 ‘중국학파’와의 논쟁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장환 ․ 이동영(2014), pp. 161~162)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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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전략의 내용과 이상의 분석 틀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물론 미국
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가들의 입장이 중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중앙아시아와의 기존 관계에 대한 판단이 서진전략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대략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柳豐華 2007; 吳宏偉 2011). 각 시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
첫째, 1991년부터 1997년경까지로 중국은 이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선린우호관
계 건설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된 초점은 신장위구르지역에
존재하고 인종 및 역사 ․ 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테러리즘
세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경제나 대미국과의 경쟁관계 등의 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국은 당시 이 지역에 대해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 ․ 중 간의 갈등은 당시 백열화되었던 타이완 독립문
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또 교통, 물류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인
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등 경제관계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다. 일례로 1996년 한해 동안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무역거래량
은 총액으로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 중국은 변경
안보와 안정을 이 지역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카자흐
스탄과 1,700km 이상, 키르기스스탄과 1,000km 이상, 타지키스탄과 450km
12) 이 글의 주제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인 관계로, 이 부분은 중국 측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을 미리 밝힌다.

∙ 652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이상에 달하는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1996년에 이
상 3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국경지역 내 군사적 신뢰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 나아
가 1997년에는 이 국가들 간에 상호 ｢국사력 감축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
다. 이로써 국경 획정과 군사 관련 조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우호적인 지역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선결조건을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에너지와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
화하고, 안보영역에서의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에너지와 경
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쌍무적으로 체결했으며, 특히 다자협력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1998년에 ‘상하이5’라는 국제기구를 출범시켰다. 기
실 중국은 이미 19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기에 에너지자원 수급이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 그동안 중동지역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원의 단일화 현상에 대해 국내적으로 위기감이 높았다. 이런 때에
1997년부터 카자흐스탄과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 협력협정 체결은 그 의
미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또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서부대개
발전략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무역 등 영역이 중시되었다. 이
전략을 본격 실시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무역협정을,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경
제 및 기술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중국은 이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진행했다. 이 경제무역 관련 협력 강화와 더불어 이 시기부터 중국은 이 지
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성과는 1998년 러시아,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상하이 5개국 알마티 공동선언｣으
로 외화되었다. 이로 인해 상하이 5의 5개 회원국은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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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력하며 다른 회원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그 어
떤 행위도 그 역내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정치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경제, 안보 협력으로 그 외교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켜나갔다. 특히 당시 탈
레반의 부상과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악화는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테
러리즘 등에 대한 반대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자국의 실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본격적으로 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기존 러시아에 의
존적인 외교노선에서의 일정한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다른 한
편으로 러시아와는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중앙아시아 지
역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과정에서의 외교적 부담을 경감시켜나갔다.
셋째, 2001년부터 2012년경까지로 ‘상하이 5’에서 확대조직된 SCO를 중
심으로 한 전방위적 다자협력관계가 심화되었고, 쌍무관계 역시 동시에 발
전하는 단계였다. 특히 SCO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민족분열주의,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이라는 3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투쟁을 규약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외교
안보영역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울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
다. 한편 이 시기는 2001년 말 9 ․ 11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나토(NATO) 국
가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서 상황이 약간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
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이 국면에서 중국은 미국
과 대테러 전쟁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일종의 조정기로 각 국가들과의 쌍
무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SCO를 유지하고 그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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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쌍무 경제 및 사회 협력의 지속 및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문제
에 관한, 특히 중국에도 위협의 소지가 다분한 상기 3대 세력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해나갔다.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경제무역분야에
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꾸준하게 그 관계를 밀착시켜왔다. 특히 중국은
경제관계 밀착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원조이다.
2010년까지 중국은 이 지역에 경제원조의 네 가지 형식인 정부무상재정원
조, 무이자차관, 대외원조차관, 우대신용차관을 각각 9,500만 달러, 1.2억 달
러, 2억 달러, 150억 달러 규모로 제공했다. 이와 동반하여 각국과의 무역거
래량을 늘려왔으며 대표적인 예로 2010년을 기준으로 타지키스탄은 1991년
과 비교하여 약 500배의 무역액 규모 증가가 있었다. 이밖에 중국은 2003년
경 확정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장려정책의 중심영역으로 에너지분야,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3년과 2005년에 카자흐스탄의 석유회사와 유전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전사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이지만, 이 성과를 바탕
으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에서 주창하고 있는 서진전략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아시
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지전략(geo-strategic)’ 및 안보적 차원에서 SCO(상하이협력
기구)의 강화 혹은 새로운 다자안보협력기구의 건설 모색이다. 둘째, 경제
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면서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일체화의 추진이다.

655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특히 이를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입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체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특별
한 선호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상기했듯이 E, 즉 정
치 엘리트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 결정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진핑 체제라는 정치 엘리트 집단의 개별 및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정향은 기본적으로 이전시기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집권 초기이고 권력기반이 역대 최고 지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성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중앙
아시아 정책이 ‘현상 유지’보다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경
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 내용에 대한 비중 제고와 기존 이 지역 국제협력
기구인 SCO의 안보기능 강화 내지 새로운 다자안보협력기구에 대한 구상
으로 발현되고 있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도 이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
하는 새로운 개발투자은행 설립을 중국이 주도하면서, 기존 일본의 영향력
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중심의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런 특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서진전략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S, 즉 대내
외 환경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필경 이 서진전략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 이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상술했다시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물론 이로 인한 결과
인지 그 인과관계 여부는 따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또 시간적으로는 그
선후관계를 따지기 힘들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그 해
결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분쟁상태로 인해 더욱 제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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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서부대개발의 모멘텀 확보라는 국내적 상황은 오히려 미리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상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지역정세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동남아 및 동북아 영토 및 영해 분쟁에서 절실히 깨달았으며, 이
런 인식이 보다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 최신 중앙아시아 정책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대
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세적으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
니면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꾀하느냐이다. 이 선택에서 중
국은 S요인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택
의 부작용은 기존에 이미 경쟁관계로 돌입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이다.13)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바, 현재
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대중앙아시아의 적극적 정책이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
로 중국은 서진전략의 내용 중 비전통분야에 치중했던 이 지역 안보의 중
점을 국경 및 영토 분쟁 등까지도 고려한 전통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이런 측면
에서 중국은 기존의 이 지역에 대한 ‘소프트 밸런싱(soft-balancing)’ 전략이
하드 밸런싱 혹은 소프트와 하드 밸런싱 병행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14) 또 대략 2010년경부터 경제분야에서도 이미 확보된 이 지

13) 실제로 2009년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경쟁관계로 돌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Kim and Blank(2013), pp. 775~776을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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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최대 외국투자 및 무역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서진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각 분야별 그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분야의 협력 강화: SCO의 강화 혹은 새로운 지역다자안보
협력체 건설

안보분야는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이 공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전반
적인 방향은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중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 국제기구
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
가들 간에는 SCO라는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1998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설
립한 ‘상하이 5’라는 조직에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SCO가 출
범되었다. 그 이후 안보를 비롯한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협력의제 등을 포괄
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현재 매년 한차례씩 열리는 최고 의결
기구인 정상회담을 기본으로, 상설기구로서 사무국, 역내 대테러센터, 국방
부장관, 외무부장관 그리고 경제부장관 협의회 등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바로 이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원국들은 이 틀 혹은 양자관

14) ‘소프트 밸런싱’은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국가가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태구 ․ 김예경(2012),
pp. 122~12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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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활용해 주되게 장관협의회 단위에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병
인 2005, pp. 513~515).
특히 그동안 민감한 영역이었던 안보분야에서는 인종적 분리주의, 종교
적 근본주의 및 테러리즘 등 ‘비전통’분야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07년 이후의 회원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살
펴보면 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동방
의 NATO’로 불리울 만큼 초기의 설립취지를 일정 정도 벗어나는 군사블
록화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정민 2013, p. 142). 그러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원국 간 국력의 차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 기구 구
성의 특성과 운영, 그리고 기구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과 방식에 대한 불명
확함 등으로 인한 한계가 주요하게 지적되어왔다(김재관 ․ 주장환 2010, pp.
359~360).
이런 상황에서 서진전략 차원의 중국 입장은 발전방향의 측면에서 SCO
는 특히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다자안보체제의 수준으로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 방식의 측면에서 SCO
의 확대발전론과 새로운 조직체 건설론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자의 입장은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다극체제 형성, 이
지역 안정의 필요성, 미국의 영향력 봉쇄 등의 차원에서 공통이익이 존재
한다고 보고 그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가 이 부분은 계속 요
구해왔다는 점에 착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SCO의 회원국 범위를 확대
하여 현재 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인 CSTO와의 결합 혹은
독자적으로 SCO의 안보협력분야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2012년에 CSTO를 탈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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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안보영역에서 전통과 비전통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는 사실상 SCO로의 이 지역안보협력분야의 통합인
셈이다. 기실 중국은 2008년 이후 이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
한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인식 역시 이 주장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야에 대한 군사 개입 이후 중앙아시
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무력 개입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그 이후 안보분야에서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고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孫壯志 2013; 吳俠
2013).
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새로운 다자안보협력체의 건설을 주장하
고 있다. 첫째, 중국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주도권을 두고 기본적으로는
경쟁관계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즉 이 두 국가는 미국의 이 지역 영
향력 강화 저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의 합치점이 존재하지만, 이 지역
‘패권’을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기존
자국 주도의 안보협력체인 CSTO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논리적으로 중국이 CSTO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기구의
역사적 성격도 그 제약요인이지만, 개혁 ․ 개방기 이래 지켜온 안보분야에서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깰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SCO를 활용하는 방안은 그동안 중국이 펼쳐온 경제협력을 중심으
로 비전통분야의 안보에 대한 협력 강화라는 기존 입장과 맥락적으로 상치
된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분리주의 세력으로 인한 위협요인이 커
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SCO의 틀을 유
지하는 선에서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는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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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와 범위가 확대된다 할지라도 SCO는 비전통분야의 안보협력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둘째 이유와 연동되면서도 상치되는
것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동남아시아와 같이 돌출적으로 혹은 계획적
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 간 군사문제를 동반하는 분쟁이 야
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안보분야뿐만 아니라 영토문
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지역협력체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및 영해 분쟁을 겪으면서 중국
이 새삼스럽게 인식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서진전략은 그 범위가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이에 걸맞은 지역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SCO는 마치 ASEAN, EU와 같이 경제 및 사회 통합체로서
의 그 지향을 분명히 하고, 안보영역에서는 새로운 협력기제를 설립하는
방안과 SCO보다 더 큰 포괄범위를 가진 지역다자안보협력체 건설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등이 거론되고 있는 등 EU
모델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藩忠歧 ․ 黃仁偉 2011; Wang,
2012, pp. 8-9). 즉 상기한 요인에 의해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하고, 예상되는
이 지역 내 안보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틀이 아닌 안
보 전담 국제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다자적인 형식을 띤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최대 전통 및 안보 위협 불식, 최소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협의의 틀 마련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중국은 서진전략의 추진과정에서 SCO라는 기존 지역협력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자국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체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출되고, 논의

661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러시아 ․ 유라시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상술했듯이 몇 가지가 논
의되고 있어서 완전히 결정됐다고 할 수는 없겠다. 가장 큰 변수는 중앙아
시아 각국의 입장이다. 상기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각국
들은 매우 탄력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문수언 2010, pp. 6~12).

2. 경제적 차원: ‘실크로드 경제지대(絲綢之路經濟帶，silk road
economic belt)’ 건설

경제적 차원에서 시진핑 체제는 주변국 외교의 기존 방식을 계승하고 있
다. 즉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다른
분야, 즉 정치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경제가 미발달된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외교에
서 주요하게 구사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역시
이런 경향을 그대로 따라왔다(宋國友 2013, pp. 34~36). 실제로 현재까지 알
려진 서진전략의 내용 역시 대부분 경제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서진전략의 경제적 차원의 주요 제안은 실크로드 경제
지대건립이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시진핑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순방 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고대 시기에 존재했던 실크로드를 따라
서 경제지대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그 기본 축은 교통운수망이고, 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영국까지를 포괄하는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한다
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경제지대는 다음의 3개 지역을

∙ 662

시진핑 체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서진전략

포괄한다. 또 이 3개 지역은 중국을 기점으로 동심원 형식으로 확장된다(표
1 참고).

표 1. 실크로드 경제지대 구성 및 개요

비중

명칭

핵심 지역

중앙아시아
경제 지대

중요 지역
확장 지역

주요 국가

기대 효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안전보장, 에너지자원
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확보, 경제 무역 활성화

환 중앙아시아 상기 국가+러시아, 터키, 이란, 사우디 에너지자원 확보, 경제
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
무역 활성화
경제지대
아시아 유럽
경제지대

상기 국가+ EU

경제무역 활성화, 과학
기술 교류 촉진

자료: 胡鞍鋼 等(2014, p. 3).

[표 1]에서 보듯이 중앙아시아는 이 경제지대의 핵심 지역이며, 제일 많
은 기대효과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국제협력조직체인 CAREC(중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적극 활용하고
자 한다.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으며, 2002년 정식
운영되고 있는 이 협력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몽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이슬람발전은행,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orld Bank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협력의 중점영역은 교통, 에
너지 무역 편리화 및 무역정책 등 4대 분야이다(이주호 외 2012, p. 50). 중
국은 바로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CAREC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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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며 실
크로드 경제지대의 구축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Wang 2012,
p. 4).
중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제적 차원에서의 일체화를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1단계는 교통, 에너지
및 산업 영역의 일체화이다. 그 중에서 특히 철도 인프라 건설은 현재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신유라시아 육교(新歐亞陸橋，New Eurasia Land
bridge)’ 건설이다. 중국정부는 1992년부터 자국 동부연안 항구에서 유라시
아 대륙을 관통하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벨기에의 앤트워프에 이르는 시
베리아 횡단열차에 이은 제2의 대륙횡단열차 노선 구축에 들어갔다. 그 이
후 UNDP 등 국제조직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그동안 자국 내 노선 구축에
역점을 두어왔다면, 2012년에 이 노선의 주요한 국제화물 전용 구간인 위
신어오(渝新歐) 노선이 개통되었다. 이것은 제2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북부
노선이다. 이 노선은 충칭(重慶)에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로 이어지는 총연장 1만 1,179km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과의
연결, 보수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新亞歐大陸橋國際信息
網 2013). 다음으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네덜란드의 로테
르담과 연결되는 제2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남부노선의 건설이다. 이 역시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본격적인
건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新華網 2013c). 만약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유럽에 이를 수 있는 기존 철도노
선, 즉 ‘TSR: Trans Siberia Railroad’과 다른 노선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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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TSR이 제1의 유라시아 횡단철도라면, TCR은 제2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인 셈이다(표 2 참고).

표 2. 제2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요

구분

주요 통과지점

비고

북 노선

화물 전용 노선
중국(롄윈~충칭~아라산커우)~카자흐스탄~러시아~벨
(충칭~독일: 16일 소요)
라루스~폴란드~독일
2011년 1월 개통

남 노선

중국(카스)~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
스탄~이란~터키~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협의 중

자료: CAREC Secretariat(2013); 新亞歐大陸橋國際信息網(2013).

또 도로는 특히 상기한 CAREC의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Program
(교통 및 교역 촉진계획)’에 따라 현재 6개 주요 운송통로 중 4개를 중국으
로 연결시킨 상태이며,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통하는 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CAREC Secretariat 2013, 표 3 참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경우, 이미 완공된 중국 ․ 카자흐스탄 원유 및 천연가스, 투르크메니스탄 ․ 카
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중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기반으로 중동으
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모두 세 개이며, 향후 보다 확대할 전망이다. 첫째는
중국 ․ 카자흐스탄 간 원유 파이프라인이며, 현재 1기와 2기 공정이 완공되
어 약 매년 2,000만 톤의 원유가 수송되고 있다. 둘째는 투르크메니스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중국으로의 총길이 7,000km의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다. 이 역시 이미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00억km³의 가스가 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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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로는 카자흐스탄 ․ 중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다. 총연장
1,474km의 이 라인은 2012년 1단계 공정이 완료되었다. 또 이 지역 국가들
의 수력, 풍력, 태양력 등의 개발을 지원하여 전기를 직접 끌어오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徐海燕 2013).

표 3. 중국 경유 CAREC 운송통로(도로) 개요

구분

중국내 주요 통과 지점

중앙아시아 경유지

CAREC1a 하미~투루판~우루무치~쿠이툰~아라산커우

~악토가이(카자흐스탄)

CAREC1b 하미~투루판~우루무치~쿠이툰

~알마티(카자흐스탄)

CAREC1c 하미~투루판~우루무치~쿠얼러~카스~투얼카터

~비쉬켁(키르기스스탄)

CAREC2a 하미~투루판~우루무치~쿠얼러~카스~이러커스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CAREC5a 하미~투루판~우루무치~쿠얼러~카스~이러커스탄 ~두산베(타지키스탄)
주: CAREC 1은 유럽~동아시아, CAREC 2는 지중해~동아시아, CAREC 5는 중동 ․ 남아시아~
동아시아 구간을 뜻한다.
자료: CAREC Secretariat(2013, pp. 14~15).

마지막으로 산업영역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와 분업화를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신장자치구지역에는 주요하게 유통 및 물류 집결지와
공산품 수출가공업을, 카자흐스탄은 교통 중심지이자 에너지 및 금속 등
원자재 수출,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 및 기계, 그리고 자동차 생산, 키르
기스스탄은 목축업과 관광업,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타
지키스탄은 수력발전 수출 등 영역을 특화 ․ 발전시켜 상호 보완하는 산업
구조를 형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주호 외 2012, pp. 69~70).
제2단계 일체화의 주요 영역은 금융 및 무역 분야이다. 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CAREC의 프로젝트 중 주로 무역편리화 협상분야에 치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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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관서류 및 수속 간편화와 리스크 관리 및 후속조
사 2개 항목을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과 이미 5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상태이다. 이는 중국과 중앙아
시아 국가 간 무역확대추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
다. 참고로 중국과 이 지역 국가들 간의 무역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
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이마저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시기에서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11년에
에너지 수출로 인해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은 주로 완성품이 중앙아시
아는 원자재 등 저부가가치 제품이 주요 수출품임을 의미한다(표 4 참고).
또 금융일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확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위안화 지역화’, 즉 지역단위에서 그 통용 비율을 높여 위안화를
점차 지역단위 화폐화한다는 계획의 중점지역으로 삼을 예정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작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역결제 시 위안화 사용 가능 조
치 이후 이 지역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는 같
은 시기 대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大公網 2013). 이밖에 현재 중국에서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중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발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국
민간은행의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촉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胡鞍鋼
等 2014, pp. 8~9). 현재 중국은 2013년 10월 자국 주도의 지역투자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을 진행
하고 있다. 중국은 총자본금 500억 달러 중 약 1/3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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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역액 변화(2005~11년)

국가

카자흐스탄

2005

2006

2007

2008

(단위: 만 달러)

2009

2010

2011

680,611 835,775 1,387,776 1,755,233 1,412,913 2,044,851 2,491,639
(389,675/ (475,048/ (744,586/ (982,451/ (782,345/ (932,007/ (956,653/
290,936) 360,727) 643,191) 772,782) 629,568) 1,112,845) 1,534,987)

키르기스스탄

97,220
(86,175/
10,505)

222,570 377,923 933,337 533,027 419,963 497,641
(211,279/ (366,554/ (921,205/ (528,107/ (412,751/ (487,829/
11,292)
11,369)
12,133)
4,921)
7,212)
9,812)

타지키스탄

15,794
(14,374/
1,420)

32,377
(30,578/
1,800)

52,405
(51,377/
1,028)

149,992 140,669 143,256 206,900
(147,968/ (122,168/ (137,650/ (199,678/
2,024)
18,502)
5,606)
7,223)

투르크메니스탄

10,996
(9,088/
1,908)

17,858
(16,257/
1,601)

35,267
(30,254/
5,014)

83,037
(80,194/
2,844)

우즈베키스탄

68,056
(23,006/
45,050)

97,209
(40,615/
56,594)

112,818
(76,474/
36,345)

160,669 160,669 248,326 216,655
(127,781/ (156,998/ (118,102/ (135,924/
32,888)
35,089) 130,224) 80,732)

83,037
(91,871/
3,873)

156,963
(52,512/
104,452)

547,753
(78,436/
469,317)

주: ( ) 안의 전자는 수출액, 후자는 수입액이다.
자료: 이주호 외(2012, pp. 45~47)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며, 적극적인 역내 국가의 동참을 유도하여, 2014년 4월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약 15개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설립
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参考消息 2014).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지대의 핵심 지역인 중앙
아시아를 기존의 최대 수입국 지위 유지와 지속적인 개별 국가에 대한 차
관 제공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를 보다 제도
화하고, 대중국 의존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종국적으로 중국 서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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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중앙아시아를 지역 및 경제적 차원에서 일체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전망과 시사점
이상에서 이 글은 ‘국내외 시대상황, 엘리트 정치구조, 그리고 행위자’라
는 분석 틀을 통해 중국의 최신 대중앙아시아 정책인 서진전략의 동인을
분석하고, 이 전략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봤다. 중국은 국내외 시대상황
의 측면에서 아시아로의 재균형이라는 미국 정책에 대한 대응과 러시아와
의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남중국해 분쟁으
로 인해 용이치 않은 점, 그리고 지지부진한 서부대개발전략의 돌파구 모
색과 모멘텀 유지라는 동인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대중앙아시아 정책으
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 시진핑 체제의 특성 및 구조, 그리고 정책 정향의 측면을 주로 살펴본
엘리트 정치구조 및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정치 파벌이 다수를 이
루고 있지 못한 점으로 인해 현재의 다수 파벌, 즉 퇀파이와의 정책적 차별
성 강조의 필요, 이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집권 2기의 보장, 그리고 정
치 엘리트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기존 개혁 ․ 개방 정책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의 이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역시 지속보다는 ‘변화’를 강조하는 대
외전략 추진 등이 이 서진전략의 동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변화는 이전
시기보다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위한 시도로 외화되고 있으며, 이를 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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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진전략의 내용은 이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도 새로운 지역
질서 창출을 위한 의도가 관철되는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아
시아 국가들과의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에서의 국제협력체인 SCO의 안보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혹은 새로운 다자
안보협력의 강화, 보다 구체적으로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의 심화를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
지대 구상의 핵심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설정하여, 지역 및 경제적
일체화를 그 중심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보영역에서의 새로운
흐름이 주목되며, 경제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래 진행되어온 ‘대중화(greater
China)’로의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런 중국 서진전략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동일하게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입장이다. 현재 미국도 2014년 말로 다가오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
터 정식으로 이 지역의 사회 기초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판 ‘신
실크로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 러시아 역시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전통
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상황이다(朱陸民 2013; Kim and Blank 2013, p. 790). 이런 상
황은 중국이 서진전략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외부환경에 의
해 ‘강제’된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진전략과 관련된 중국의 구
체적인 행보는 이 두 국가의 향후 행태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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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보의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 지역에서
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소 이 지역
에서의 세력균형, 최대 세력 확대를 목표로 삼을 공산이 높다고 판단된다
(高飛 2013).
또 서진전략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반응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형성 중인 다극 질서, 즉 중
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영향력 확보 경쟁으로 인해 역으로 지역 국
가들의 선택공간이 넓어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높다(박상남 2013, pp.
70~71). 더구나 역사적으로 독립 후 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실리
외교를 추구해온 경험도 존재한다(성동기 2007). 따라서 이 국가들의 선호
가 중국 서진전략의 전망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서진전략
과 관련된 제의에 대해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밝히
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이 돌연 우즈
베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서진전략은 그 내용이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내 및 이 지역 국제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높다(環球網 2013). 현재 중국은 이 국가들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
다 긴밀한 쌍무관계를 맺음으로써 출현 가능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려고 시
도하고 있다.15)

15) 대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예를 들더라도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각기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카자흐스탄은
연계, 타지키스탄은 의존, 우즈베키스탄은 균형, 키르기스스탄은 편승, 투르크메니스탄은
선별적 연계인 것으로 나타났다(Frei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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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의 서진전략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
선 중국의 서진전략이라는 새로운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질
서의 재편을 염두에 둔 지역정책이라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상술했다시피
중국의 서진전략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라는 외부요인에 대응한 측
면이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역시 국제질서의 패권을 사이에 둔 미 ․
중 간 경쟁의 본격화라는 시대상황에 맞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외
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진전략의 내용이 시
사하는 바는 중국이 예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외교 전
략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이자, 북핵 문제 등 중국의 개입 정도
가 강한 지역 국가로서 이런 중국의 외교 전략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최근 논쟁이 되고 있
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참여 문제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진전략 자체도 그러하지만,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은 사안 및 국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외교행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더불어 국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기 대중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호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둔 대
중국 외교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태를 전
제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익에 따라 선택 및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외
교노선을 재수립하는 것이다. 그 대체적인 방향은 이전 개혁 ․ 개방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기조가 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
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바, 국제 ․ 지역 ․ 한반도 차원에서의 수미일관
한 플랜 A와 B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국제 차원에서는 미 ․ 중 간의 패권경쟁, 지역 차원에서는 중국의 지역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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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에 이은 패권국화와 이에 대한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견제, 한반도 차
원에서는 중국의 적극적 영향력 강화 시도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
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의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서진전략은 그동안
중국의 자국 동부 연해 ․ 동북아시아 일변도의 국내외 발전전략에서의 일정
한 탈피를 의미한다. 이는 자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한다
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 수립이 외교 및
경제적 차원에서 모두 필요하다. 한국정부 역시 독자적인 대중앙아시아 정
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이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강대국들이 새로운 전략을 기반으로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게임이 시작되
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전략이 없다면 외교
적으로 매우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제출했다는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서진전
략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2013년 10월에 제출된 이
정책은 총론의 제시만 이뤄졌고, 현재 그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 중
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16)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
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방향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
화의 대륙’이다. 이 세 방향이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안보
1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현재까지 내용과 상황에 대한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이
재영(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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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가 강한 창조의 대륙, 평화대륙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에너지, 유
통 네트워크 구축을 그 주된 추진방향으로 하는 하나의 대륙분야만 하더라
도, 새로운 해상루트를 고려하지 않는 한,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현실
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북한을 포함한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새로운 국제협력체
등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틀에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의
참여를 추동함으로써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접근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중국 서진전략과의 충돌 가능성은 낮추고,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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