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성*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1. 머리말 

김 익 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소련의 대내외 정책상의 변화는 결과적 

으로 동구의 “1989년 혁명”을 야기하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제국(諸國) 간의 

특수한 국제적 관계를 붕괴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극 

적으로 전개된 그 대파노라마의 연출자는 물론 소련만이 아니었다. 소련의 변화 

는 필요조건이었을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댐의 붕괴에 비유하자면， 댐 자체의 

균열에 덧붙여 그것을 밀어 무너뜨릴 만큼의 압력을 가할만한 저수량이 전제되어 

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對)동구 정책의 전 

략적 정책수정올 댐의 균열이었다고 한다면， “소비에트 블록”이라는 거대한 탱을 

무너뜨린 힘， 즉 수압은 궁극적으로 소련과 동구 각국 내부 빛 이들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그통안 누적되고 증대되어 온 불만과 현상(現狀)타파 요구의 압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자체도 역시 이 압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 

었으며 그것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브레즈네프 시 대의 소련과 동구 제국II에 

누적·증대된 이러한 “수압”의 실체를 역동성 (dynamics)의 맥락에서 조망해 봄으 

로써 그들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의 성격과 특성， 문제점을 규명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페레스트로이카가 출현하고 소련·동구 

관계 자체가 붕괴된 맥락적 근원인(近遠因)에 대한 이해 또한 부분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소련과 동구 국제관계는21 소련이 압도적인 지위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올 받은 연구임. 
1)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동시 회원국이었던 불가리 

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를 일컬음. 

2) 여기서 “국제관계” 개념은 정치적 법적 주체로서 국제무대의 전통적 행위자(actors) 

인 국가들의 상호관계로 이해된다. 과거 소련 또는 동구국가들에서， 양진영론에 입각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세계체계”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나 계급의 위치와 



178 러시아연구 저13권 

차지하는 현격한 힘의 비대칭적 구조를 특정으로 했으며， 그 구조는 당시 국제정 

치상의 양극적 냉전질서에 의해 더욱 공고화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련이 동구 제국올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착취”하고 자국의 대내외 

정책에 종속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소비에트 블록”의 높은 내부결속도를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밀고 당기는 식의 바기닝 (bargaining) ， 역동성에 대 

한 주목은 다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소련의 일방적 

통제， 그리고 이에 의한 동구의 강요된 단결과 결속이라는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 

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소련·동구관계의 다양한 전개과 

정과 이의 복합적 성격올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부분적인 기여 밖에 하지 못한 

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패레스트로이카， 특히 80년대말 소련과 동구 

각구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의 원인과 정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할 우 

려 또한 적지 않다. 

사실 소련·동구관계사는 내외부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건과 필요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 자체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현상타파의 “수압”이 점차 심화·누 

적된 상호갈둥과 경쟁의 역사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였다. 예컨대 1956년 헝가리 

사태나 1968년 “프라하의 봄 그리고 1980-81년 폴란드 사태와 같은 극적 인 사 

건들이나， 이외 크고 작은 동구의 대중운동은 그러한 내부압력이 표출된 대표적 

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이 시 

기에 국제적 이목올 집중시킬만한 큰 사건이나 위기들이 소련·동구지역에서 상대 

역할이 과소명가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적어도 80년대 말 이전까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적어도 흐루시효프 시대 이래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점점더 큰 비중이 두어져 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William 
Zimm하man，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앉]6-196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Allen Lynch, The Soviet Stuψ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88); Margot Light, 
The ηleα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 165를 볼 것.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1 그들의 상호관계는 국가， 
민족， 정부， 당， 여타 사회조직과 집단틀 간의 상호관계 둥올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으 
로 공식 정의되었지만， 통상， 특히 스탈린에 의한 견고한 일석지주적 관계가 느슨해 
지면서， 일차적으로 국가뜰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국 
제관계에 해당하는 “Me뻐yHapoDHNe OTHomeHH~ ’ Ontemational relations}는 무엇 보다도 
국가 들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MellCroCYllapcTBeHHYe oTHolleH~" Onterstate relations}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C. AHreJlOB(oTB. pell.), çOUHaJlHCTHQeC-kHR HHTepHaUHOH때H3M: 

TeOPH~ H npakTHka Me뼈VHa∞lIHIIIX OTHomeHH꺼 HOBoro THn~ (MockBa: nOJlHTH311aT, 
1979), 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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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어 평온했던 것같은 인상올 주었고 또 소련이 초강대국으로서 대외적 

팽창을 본격화함으로써 동구에 대한 소련의 지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처 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소련·동구관계는 겉보기와는 달리 사실상 그 어느 

시기에 못지 않게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문제는 역동성의 존재유무 자체 

가 아니라， 그것이 발현된 과정이 전반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체제 

의 정체， 이와 관련한 개념들의 타성적 “왜곡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정책 

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각국에 누적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 

순들에 의해 국내문제가 악화하고 국가(또는 정권) 간의 이해상충과 불화가 중대 

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II. 역동성의 제측면 

1. 정치·군사적 관계 

가. 대외적 단결: 유엔총회의 투표행태 

유엔총회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은 예컨대 소련이나 미국 동 강대국에 대한 

동구와 라틴 아메리카 제국 퉁 약소국군(群)의 정치적 순웅도를 각각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종종 시도되었다 3'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그 

분석의 툴이나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단편에 치우쳐， 유엔을 중 

심으로 한 소련과 동구의 대외적 행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홉한 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는 1970-81년의 제25-36차 유엔총회에서 투표방식에 의해 채택된 결 

의 1 ，055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소련과 동구제국 간의 대외 적 결속의 정도와 특 

성을 측정·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투표결과를 일반적 투표찬성도와 투표일 

탈도로 대별하고， 이를 (1) 투표의 성격(소련과 미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냉전투표”와 그렇지 않은 “비(非)냉전투표") (2) 일탈강도(동구 각국이 소련의 

입장에 정반대되는 투표를 한 “적극적 일탈”과 투표의 기권， 불참 둥 “소극적 일 

탈") (3) 투표이슈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그리고 이를， 똑같은 방식으 

로 측정된 미국과 비(非)미국 NATO 국가들의 투표행태 - 단， 이 경우 1970, 75, 

3) 예컨대， ]ames Lee Ray, “Dependence, Political Compli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Latin America and Eastem Europe," in Charles W. Kegley, ]r. and 
Pat McGowan (eds.), The Political Economy 01 Foreign Policy Belr:roior 
(Beverly Hills: Sage, 1981), Cha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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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만을 표본으로 삼았음 - 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분석결과를 일괄하면， 투표찬성도에서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모두 70% 내 
외(루마니아: 84.8%)의 높은 찬성윷올 나타내었고， 이 비율은 대체로 70년대 후반 

에 들어와 더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34.5%와 미국을 제외한 NATO 
국가들의 1국 평균 58.3%와 대조적이다 (<표1> 참조). 

〈표 1> 투표 찬성도 비교， 1970-81 
투표 건수/% 

전체 소련 불가리。} 체코 동독l 헝7}리 폴란드 루마니아 wrd 미국 Mπf 

l,Cffi 검4 τD τB æ2 τ깅3 74> li6 321 
lffiO ffi.6 없2 ffi.l 없5 ffiO 70.7 84.8 71.6 315 ffi3 

1. 1973-81년 852건 기준 
2. 소련올 제외한 동구6국의 1국 평균 찬성도 
3. 1970, 75, 80년 종합. 미국올 제외한 1국 평균도 (서독: 1975， 80년 기준) 
자료: UN, Dep’t of Public Information, Resolutions and Decis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NY: UN, 1970-1982 해당연도) 

투표일탈도를 보면，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구 5국의 경우， 투표의 성격， 일탈강 

도， 이슈의 구분에 거의 관계없이 소련의 입장으로부터 1% 내외의 극히 낮은 일 
탈도를 나타내었다(<표2， 3> 참조).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전체 일탈도는 24.7% 
로써 타동구국가들에 비해 현격한 일탈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표성격별로는 

비냉전 투표시 보다 냉전투표시 일탈율이 더 낮고(각각 33.0%, 21.3%), 일탈강도 

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탈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전투표시 그 

일탈강도가 떨어지고， 투표이슈별로는 유엔 기구의 행정과 예산에 관련된 제5위 

원회 및 경제관련 제2위원회에서 일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때(각각 61.2%, 

30.3%), 소련으로부터 루마니아의 일탈은 특히 비(非)정치적 성격을 띤 문제와 관 

련해 두드러졌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NATO의 경우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비(非)미국 NATO 국가들의 전체 
평균 일탈도는 40.0%로서， 투표성격별로 별 차이가 없으며， 일탈강도상 적극적 

일탈도가 높고 이 경향은 비냉전투표시에 현저한 특정을 나타내고 었다. 투표이 

슈별로는 제2위원회 (64.1%) 뿐만 아니라， 본회의， 제4위원회(신탁·식민지 문제 관 

련)， 특별정치위원회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비미국 NATO 국가들의 일 
탈이 정치적， 비정치적 이슈에 대체로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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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투표수 
1국 평균 투표일탈도(%)= --::...--:-;----.::-:--.-:- x 100 

국가수 x 투표건수 
계산방식: 

〈표 3> 이슈별(위원회별) 각국 투표 일탈도 비교. 1970-81 (%) 

i 구 분 i 불가리아 i 체 코 i동 독l i 헝가리 i폴란드 i루마니아때T앙 i 
i 본회의 0.0 따 0.0 0.0 따 3.7 힘5 

I 1 위 I 0.0 I 0.5 I 0.0 I 0.0 I 0.9 I 13.8 I 29.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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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미국 NATO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위의 결과는 우선 소련 
과 동구 제국이 “신국제경제질서” 선언 이후，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유엔에서 영 

향력이 강화된 제3세계 국가들의 대세적 입장에 매우 높은 비율로 동조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동구 제국이 소련의 입장으로부터 일탈한 정도는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루마니아 역시， 비록 타동구 국가들보다는 꽤 높은 편이 

긴 하지만， 비미국 NATO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그 수준은 절반 가까운 정도로 
낮고， 일탈한 이슈 또한 비정치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엔총회의 투표행태를 볼 때， 소련과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구 제국의 대 

외정치적 결속과 단결은 특기할만 한 정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나. 정치적 측면 

시기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과 정부， 사회단체， 각종 국제기구 둥 다양 

한 차원에서 전개된 소련과 동구 각국의 비대칭적 양자간 관계는 소련이 동구 정 

권의 엘리트 인사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 

는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통로 역할올 했다. 동구정권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소련 

의 이같은 통제력은 대외적으로 소련과 동구가 상당히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유엔총회 투 

표행태나， 유럽의 안보문제를 포함한 세계평화의 문제에 대한 빈번한 공동입장의 

천명” 퉁은 그 좋은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과 동구의 대외적 단결 이미지에는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가 적지 않은 역 

할올 수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유고의 이탈과 같이 공산권의 심각한 분열을 낳 

기도 했던 스탈린의 이념적 독단주의는， 스탈린 사후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으나 

그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1968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소련·동구관계의 

이념적 경직성을 집약하고 천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치적， 이념적 통제와 단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5) 소련·동 

4) 예컨대， 소련 외무성에서 발간한 다음 두권의 자료집에 수록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110여 건의 공식문서들은 대부분이 소련과 동구의 일치단결된 대외적 입장천명올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OpraHH3aUH~ BapmaBCKOrO DorOBopa 1955-197:5 /1延二l웰 ll，。KVMeHTN H MaTePHaJ뻐 

(뻐CKBa: nOJlHTH3DaT, 1975 / 1986). 
5) 이러한 이미지의 구축에는 또한 서방， 특히 미국의 대통구 정책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의 일반적 또는 특정한 입장에 대한 동구국가들의 대외행 
태상의 친소(親뼈)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소련으로부터 이탈적 경향올 보이는 국가 -
루마니아에 대해서 처 럼 - 를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등의 동구차별화 정책이 그것이다. Charles Gati, Hun맹ry and the Soviet Bloc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6), pp. 217-220. 서방학자들의 연구경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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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계는 흐루시효프 이후 과거 스탈린주의적 일석지주체제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또한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예컨대 “다양한 사회주의 건설방식” 노선이 발표되고 

대(對)유고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통구내 소련 비밀경찰 조직이 해체되고 소련공 

산당 국제부로부터 집권 공산당만올 전담하는 부서 (r사회주의 국가 공산당·노동 

당 연락부J)가 신설(1957)되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r공산당· 

노동당 국제회의 J (1957, 60, 69)식의 소련이 주도하는 대외과시용 “단합대회”가 

억제 또는 불가능하게 된 대신， 형식적 제도화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틀을 마련 

하려는 노력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고위급 협의채널 (r국방 

상 위원회」와 「군사회의」 둥)의 신셜(1969) ， 그와 아울러 r정치자문위원회J(PCC) 

의 참여확대외상위원회」의 신설(1976) 둥 군사와 정치 양부문에 걸쳐 다자간 

합의채널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로 개편되어 나아간 것은 그 좋은 예에 속한다. 

아울러 동구 각국은 자국의 조건과 이해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대외정치적 행 

태를 나타내었다. 루마니아의 대외적 “자주노선”과 같은 노골적인 이탈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동구국가들이 “소비에트 블록” 내부 및 외부의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해 나타낸 반웅은 결코 일률적이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중동문제， 체 

코침공， 미·중화해， 중·소위기 퉁 중요한 국제적 사건이나 위기시 동구국가들이 

보인 태도는 상이했다 6' 특히 소련의 권력이양을 전후한 시기에 소련 지도부의 분 

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어난 동구 각국의 대중운동과 정권의 다양한 행태는 

소련과 동구 간 정치적 관계의 역동성을 합축해서 보여준 것이었다 7' 

다. 군사적 측면 

군사 구조적 측면에서 소련의 압도적 지위는 어느 다른 측면보다도 현저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경제적 부담의 80% 이상， 병력 
의 3/4 이상을 담당하였으며， 통합군과 동구 군대의 인사권과 지휘권， 무기체계， 
군사 독트린， 교육과 훈련 둥에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만한 위치에 서 있었다’ 

반영된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상대적으로 동구국가들의 내부문제(인권， 민주화 문제 
등)나 소련·동구관계의 역동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소훌히 할 수 밖에 없었다. 

6) Ivan Volgyes, The Political Reliabiliη of the War.있w Pact Armies: The 
Southem Ti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2); Jeffrey Simon, Cohesion 
and Dissension in Eastem Europe: Six Crises (New York: Praeger, 1983); 
Daniel Nelson (edJ, Soviet Allies: The War，있w Pact and the Issue of Reliability 
(Boulder: Westview Press, 1984) 등을 볼 것. 

7) Gati, 앞의 책， pp. 209-213을 볼 것. 
8) Christopher D. Jones, Soviet Influence in Eastem Europe: Political Autonomy 

and the Warsaw Pact (New York: Prager, 1981); A. Ross Johnson, et al. , East 
Europ∞n Militaη Es따blishments: The War，잉w Pact Nothem Tier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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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제도적으로 전시(戰時) 기능올 결여하고 있었다. 전 

쟁 발발시 동구국가들의 군대는 (루마니아 군대는 제외) 군급(따my leveI}에서 소 

련군에 통합되어 연합전선올 형성하고 소련 최고사령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 

록 되어 있었다 9)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단순히 소련의 지시를 전달하는 메차니즘 이상의 

것， 예컨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둥적 “동맹정치”가 작용한 모습도 분명 

하게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각국의 군사관련 활동은 각국 간의 사회·경제 

적 상황의 차이， 국내의 정치적 안정도， 동독처럼 동·서독 분단구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수한 조건， 각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차이(소련의 입장에서)와 

군사적 갈둥(예컨대 지휘권， 무기 근대화， 병력배치 둥)， 그리고 특히 방위분담 문 

제와10)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흐루시효프 시대에 이루어진 동구 주둔 소련군 지위협정의 체결 

(1956-57년)과 합동 기동훈련의 정례화(1961)， 그리고 이후 1970년 동독과 발트 

해 둥지에서 실시된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Comrades-in -Anns")을 시발로 한 

평시 다국적 통합훈련 체계의 정착， 1969, 76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구조개혁 둥 

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구국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공식적 

다자간 채널로 이끌어 일정정도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의 성격을 띤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동구국가들의 군사관련 활동은 크게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 부문과 행태 

(perfonnance)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1lJ 그렬 경우， 추출부문에 있어서 국제정 

Crane, Russak & Company, 1앉~). 그리고 군사관련 기본적 사실에 관해서는， Hugh 
Farington, Corifrontation: πJe Strategic Geograph}’ of NATO and the War，있w 

Pact (London: Routledge & Kegan Pa띠， 1986) 참조. 
9) ]ohnson, et al., 앞의 책， p. 146. 이 사실은 서방에 망명한 폴란드의 한 대령이 폭로 
한 군사 비밀협약(“전시 통합군 지휘규정" 1980년에 체결)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Curt Gasteyger, “The Remaking of Eastem Europe’s Security," Suπival， 

Vol. XXXIll, No. 2 (Marsh/ April 1991), pp. 111-112. 
10) 예컨대， Condoleezza Rice, “Defense Burden-Sharing," David Holloway and 

]ane M. O. Sharpe (eds.>, πle War，있w Pact: Alliance in Transition? (Ithaca, 
NY Comell University, 1984), pp. 59-86은 동구 각국의 방위분담 문제에 관련된 
제측면， 즉 군사지출， 무기생산과 표준화， 군사적 엄무의 역할분담， 집단안보의 측면을 
분석하고， 동구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소련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렛대 

(]everage) 역할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이러한 구분은， Daniel N. Nelson, “The Distribution of Military Effort in the 

Warsaw Pact," Study Paper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int Economic 
Committee, Pressures for Rψrm in the East European Economies, Vol. 1 
(Washington, DC US GPO, 1989), pp. 187-207에 따른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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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긴장의 정도와 거의 무관하게 장기간 안정된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방위비의 경우를 보면， 각국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른 지출비의 편차를 계속 

유지한 채 장기간 안정되어 있다. 예컨대， 1971-80년 기간동안 각국의 GNP에서 

차지하는 군사지출의 비중(%)은， 동독(4.1 -4.4)， 체코(3.5-3.9) ， 폴란드(2.6-3.8) ， 불 

가리아(2.6-3.0) ， 헝가리 (2.2-2.7) ， 루마니아(1.6-2.0) 순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12) 

1978년 동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소련의 방위비 증액 요구 

NATO의 방위비 3% 증액에 대처키 위한 - 는 최소한의 중액이나 거부로 실효 

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NATO가 기존전략(“Flexible Response")을 수정해 핵 

억지 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1979년 12월에 신형 미사일(GLCM， Persing II)을 유 

럽에 배치키로 결정한 이후에도13) 동구국가들의 방위비는 이렇다할만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연， 군사적 행태부문에서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전략적 위치 

의 차이와 맞물려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었다. 예컨대， 합동 기동훈련의 성격， 각 

국의 훈련 참가 빈도수와 규모， 훈련장소 둥에서 그러했다 14) 합동 기동훈련은 동 

구국가 내부의 위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여기에는 

NATO의 “전진방어” 전략과 중부유럽 연합군(AFCENT)에 직접 대면하고 있는 

동독과 체코 및 폴란드 3국(소련의 서부 TVD에 속함)의 관련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 

리아의 경우와 대조적인 것으로서， 행태의 측면에서 전략적 위치에 따라 동구국 

가틀 간에 일종의 군사적 역할의 차별화 내지 분업화 현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외 해외파병， 무기지원(수출) 둥 군사활동에 포함되는 여타 

부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5) 

한편，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관련하여， 공공재 또는 집단재로서 집단안보의 소비 

에 있어서 비경쟁성 (non-rivalry)과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개념에 입각한 

이른바 “동맹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alliances)도 주목할만 하다 16) 이 

이론은 불균형적 국제구조， 즉 강대국과 약소국으로서 소련과 동구 제국 간에 방 

12) Stockholm Intem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D, World Armaments and 
Disarmoment, SIPRI Yearbook l.%'l(London: Taylor and Francis, 1981), p. 166. 

13) David Holloway, The Soviet Union and the Arms Race,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 70. 

14) ]ones, 앞의 책， 부록 Table 1, pp. 301-309를 볼 것. 
15) 이에 대해서는 Nelson, 앞의 논문을 볼 것. 
16) Mancur Olson and Richard Zeckhauser, “An Econornic Theory of Allianc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 48 (August 1앉)6)， pp. 266-279;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ce Policy (Iρndon: Brassey’s, 1991), pp. 30-31, 
5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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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 문제룰 둘러싸고 전개된 내외부의 긴장된 관계를 유효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집단안보체제의 유지에 따른 각국의 혜태과 비용을 역동적인 맥락(예컨대 

“무임숭차”의 문제)에서 이해케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낀 그러나 동맹국들의 

자발성 가정(假定)이나 동맹의 기능을 군사적 억지 (deterrence)에 국한하는 경향 

둥에서 그것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동구 동맹국들이 자유로운 상 

태에서 동맹의 정책결정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역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만을 띤 기구였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조직이 확대·발전되 

어 왔다. 뿐만 아니라， 소련·통구관계는 공공재 개념으로는 모두 포착될 수 없는 

독특한 이념적， 정치·경제적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2. 경제적 관계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상호 경제적 의존관계 역시 소련에 집중된 불균형적인 구 

조를 특정으로 하고 있었다.삐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비중이 소련 

보다 동구에서 현격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에 있어서도 소련에 대한 동 

구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다(<표4，5，6> 참조). 동구국가들의 무역 상품구조 또 

한， 비식품 원료와 에너지(“hard g∞ds")의 수입， 기계·설비류와 산업 소비재 

(“soft g∞ds")의 수출이라는 특성을 띠며 소련에 대해 높은 의존관계를 유지하였다. 

17) 소련·동구관계에 이 이론을 적용시킨 예로는 다옴을 볼 것. Harvey Staπ， “A 
Collective Goods Analysis of the Warsaw Pact after Czechoslovak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28 (Surnmer 1974), pp. 521-532; W피때n M. 
Reisinger, “ East European Military Expenditures in the 1970s: Collective Good or 
Bargaining Off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 (Winter 19&"3), 
pp. 143-155. 

18) 이러한 측연에서， 소련·동구 경제관계는 “전시경제"( war economy)하의 나찌 독일과 
동남부 유럽국들(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간의 경제관계와 일변 유사했다 

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일(一) 강대국에 편중된 무역구조와 쌍무간 구상(求價) 거 
래방식이라든지， 허쉬만(Albert O. Hirshman)이 말하는 경제적 고립 속의 “배타적 
상호성” 등에서 그러했다. 상세한 내용은， Ivan T. Berend and Gyorgy Ra띠‘i ， 
Economic Development in East-Central Europe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p. 265-잃4를 볼 것. 그러나 기본 
적으로， 노골적인 대외 경제수탈과 식민지화를 추구한 나찌의 신통상정책(Neuer 

Plan)과 이에 기초한 국제 경제관계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물론， 그것이 전개된 
맥락 둥에 있어서 스탈린 사후의 소련·동구관계와 질적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후숨하 
는 바와같이， 소련과 동구 제국의 경제관계는 소련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았으며， 
각국 정권의 내부조건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절박성을 띠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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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비중 
(수출 · 입 평 균/GNP) , 1978년 (%) 

187 

자료: CIA, Handbook of Economic S따tistics， 1979: A Rξference Aid, pp. 11, 
22, 106-107. 

<표 5> 소련의 전체 무역에서 
동구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60 ’70 ’75 

불가리아 5.6 8.2 7.9 

체코 11.5 10.0 7.7 

동독 17.7 14.9 11.1 

헝가리 5.0 6.7 6.5 

폴란드 7.9 10.6 9.6 

루마니아 4.8 4.2 3.0 

’80 

7.5 

7.6 

9.8 

6.1 

8.5 

3.0 

〈표 6> 동구 국가들의 전체 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입 평 균)(%) 

연도 ’60 ’70 ’75 ’80 

불가리아 53.2 53.0 52.7 53.6 

체코 34.4 32.5 32.6 35.8 

통독 42.8 39.1 35.7 35.5 I 

헝가리 29.5 33.7 36.9 28.5 

폴란드 30.3 36.5 28.4 32.2 

루마니아 40.1 27.1 18.6 17.6 

자료: BHeWHRR TOprOBnR CCC~， 퍼찍j앨l 자료: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1982), c.lO-27 Economic Studies, COMECON 

Foreign T，띠de Data 1986 (988), 
pρ. 44, 65, 86, 105, 137, 172 

그러나 소련에 대한 동구 제국의 이같은 높은 구조적 의존과 취약성에도 불구 

하고， 그들의 경제적 상호관계는 어느 측면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전개되 

었다. 체제운영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무능력， 그리고 불리한 대내외 여건 둥에 의 

해 경제상황이 특히 70년대 후반 계속 악화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이해는 날 

카롭게 상충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합리적 거래방식과 다 

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며 이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흐루시효프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유가(油價)의 가격결정 

체계의 수립(1958년의 이른바 “부하레스트 공식")， 상호경제원조회의(CME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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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국제사회주의 분엽의 기본원칙 J(962) ， 국제경제협력은행의 창설(963) 

둥이 그 예이다.70년대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CMEA의 기구확 

장， 국제투자은행의 설립(970) ， 그리고 1971년의 rCMEA 회원국간 협력의 가일 

층의 심화와 완성 및 사회주의적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둥 다 

양한 방식을 통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60년대의 국제적 분업과 생산의 전문 

화， 통합적 경제협력망의 구축이 재(再)시도되었다. 소련·동구 경제거래의 주요 

측면 중의 하나인 유가의 산정방식도， 직전 5년간의 세계유가의 평균가격을 기준 

으로 매년마다 조정(“moving target")하는 방식0975년의 이른바 “모스크바 공 

식")으로 다소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대체로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고， 이는 

계획경제 메카니즘과 국제통화·금융체계 둥 체제 자체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19) 타협이 쉽지 않은 각국의 특수한 경제적 필요， 경제거래 

상의 상호불신， 선발 개혁국과 후발 개혁국의 개혁 정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이해 

관계의 대립， 그리고 여기에 결부된 민족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심찌 동은 다자간 

분업화와 통합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경제협력의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예컨 

대 경제구조의 부분적 재조정)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기 보다는 대중불만의 일 

시적 무마를 위한 단기처방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60년대 말부터 국제 데탕트의 

기류를 타고 추진된 대서방 경제접촉의 중대는， 7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국내경 

제의 취약 및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무역조건의 악화와 외채의 누중 둥에 의 

해 서방세계에 대한 동구국가들의 경제의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은 소련과 동구 각국 간의 상충적 경제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데 결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맥락을 달리하지만， 마레스(M. Marresse)와 바누스(]. Vanous)에 의한 

소련의 대통구 “보조금” 연구도，2ll 1970년대 소련·통구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이해 

19) Imre Vincze, The International Payments and Monetary System in the 
Integration 01 the Socialist Countries (Budapest: Akademiai Kindo, 1984)는 주로 
1971년의 r ••• 종합 프로그랭」의 금융，통화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20) Yuri Shiryaev, “ New Strategy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CMEA 
Countries," Social Sciences, No. 3, 1988, p. 13. CMEA의 정 책결정 방식은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전원합의제였다. 

21) Michael Marresse and Jan Vanous, Soviet Subsidization 01 Trade with Eastern 
Europe.' A Soviet Perspective (Berkeley: UC, Institute of Intemational Studies, 
1983); “The Content and Controversy of Soviet Trade Relations with Eastem 
Europe, 1970-84," in Josef C. Brada, E. A. Hewett, and Thomas A. Wolf (e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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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연구는 소련이 차별적 무역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동구 제국올 착취해왔다는 기존의 지배적 이론을 반박하고， 소련은 

오히려 동구국가들이 서방시장에서 얻올 수 없는 특혜적 무역조건을 제공했으며 

그 뱃가로 이른바 무역의 “비인습적 이익" 즉 군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익 

을 얻어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계산방식에 있어서 상향적으로 과 

대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21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통구에 대한 소련의 기회비용 형태의 “암묵적 무역보조금" (implicit trade 

subsidies) - 1960-80년 기간동안 총 870억불 중 1971-80년 기간동안 “지불된” 

액수는 755억불에 달한다고 함 - 은 소련이 볼 때 동구 각국이 차지하는 정치· 

군사적 중요성과 비 례해서 (동독-체코-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순으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었다고 한다. 

소련과 동구의 경제관계를 이렇게 “정치 우선성”의 가정에 입각해， 경제적 보 

조금 지급과 지정학적 혜태의 수혜 간의 교환으로 파악하는 데는 물론 이론의 여 

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브라다Oosef C. Brada)는 그 가정올 비판하고， 올슨 

(M. Olson)과 코헨(Robert O. Ke야lane)류의 이론에 입각해 소련·동구 경제관계 

를 무역증진 둥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레짐(intemational regime)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zn 그러나 이 젤명은 경제관계가 위치하는 복합적 조건 또는 맥락에 

대한 단편적 관찰에 치우쳤다는 비판올 면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스탈린 사후 소 

련과 동구가 상호관계의 제반 절차와 과정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올 기 

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불신과 갈둥의 폭은 오히려 더욱 커져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말하자면， 그들 관계의 역동적 맥 

락은 국제레짐의 수럽올 필요케 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 

은 장애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Econαnic Aψustment and Rξform in Eastem Europe and the Soviet Un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pp. 185-220. 

22) Paul Marer, “The Politica1 Economy of Soviet Relations with Eastem Europe," 
in Sarah M. Teπy (ed'), Soviet Policy in Eastem Europe (New Haven: Ya1e 
University Press, 1984), pp. 174-185; Kazimierz Z. Poznanski, “Opportunity Cost 
in Soviet Trade with Eastem Europe: Discussion of Methodology and New 
Evidence," Soviet Studies, Vol. 60, No. 2 (April 1988), pp. 315-332. 

23) Josef C. Brada, “Soviet Subsidization of Eastem Europe: The Primacy of 
Economics over Politics," ]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9 (March 
1985), pp. 80-92; “The Politica1 Economy of Communist Foreign Trade 
Institutions and Policies," Ibid, Vol. 15, No. 2 (June 1991), pp. 211-238. 국제 레 짐 
적 측면은 CMEA의 공식문건들을 내용분석한 한 연구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William M. Reisinger, “ The Intemationa1 Regime of Soviet-East European 
Economic Relations," Slavic Review, Vol. 49, No. 4 (Winter 199이， pp. 또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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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동성의 맥락 

1. 이데올로기의 쇠락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 소련·동구관계의 제반 측면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역통적 성격을，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들 국가내부 및 상호관계 양수준 

모두에 있어서 공식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황폐화한 현 

상과 관련해 이해하고자 한다. 

스탈린주의의 강권적 지배구조와 관행에 대한 내부비판은 스탈린 사후， 특히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적 “수정주의" (revisionism)의 형 

태로 대두되었다.찌 그러나 소련의 헝가리 침공은 이데올로기의 쇄신올 위한 이러 

한 내부의 자생적 노력을 좌절시켰으며， 체코 침공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그러 

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환상에 가까운 일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 결과 이 

데올로기는 잠재태(in potent.따)로서 필수적인 자기운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소련과 동구의 당·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한 비중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다한 
그러나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가 

매우 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것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생동 

감 있는 비전이나 동력원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한갖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에따라 그에 대한 언급은 다분히 정치적 의식(憐式)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향이 

농후했다. 예컨대， 

문영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가 승리한 국가에서 만큼 마르크스주 

의가 그렇게 완전히 쇠락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그렇게 불신임 받아 회화 
한 경우는 없올 것이다. 만약 소비에트 블록에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다 
면 마르크스주의는 지적 생활에서 가장 매력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2f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공식 이론 또는 이데올로기로서 프롤레타리 

24)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cussion (Vo l. 3. The Breakdow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6-474. 

25) 이 에 관한 논의 로는， Allen Lynch,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Ideology in 
Soviet Foreign Policy," The Haniman Institute Forum, Vol. 3, No. 7 (J비y 1990); 
]oseph Schull, “Self-Destruction of Soviet Ideology," Ibid, Vol. 4, No. 7 (July 
1991)를 볼 것. 

26) Kol따‘owski， 앞의 책， pp. 4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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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회주의적 국제주의Onternationalism)의 운명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주의자는 무조건 주저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소련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세계혁명운동의 기지이며， 소련을 방어하지 않고는 

그 혁명운동을 방어하거나 전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을 경시하거나 

소련에 대항하여 세계혁명운동을 방어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혁명을 방해하는 자 

이며， 반드시 반혁명 운동의 진영에 가담하는 자이다.π 

소련의 절대적 권위와 위치를 노골적으로 강변하는 이러한 스탈린 시대의 국제 

주의 규정은 이후 적어도 공식적 논의나 사전(事典) 상으로는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주의가 세계 노동계급의 상호협력과 연대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규정자나 미래 세계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지침으로 

기능했다는 현실적 증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론적” 논의들에서 소련과 소 

련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최소한 필수불가분의 “모범 "(CHJJa npHwepa)으로 강조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국제주의는 소련 주도의 국제체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허 

구화했다. 나아가 이 점은 1968년의 체코 침공을 계기로 명백하게 공식화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1981년 12월의 폴란드 계엄령에서 재차 확인되었다.갱)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형제적 상호원조와 연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 

제주의적 Onternationalist) 원칙에 “사회주의의 공동방어 의무，，291라는 새로운 원칙 

이 추가됨으로써 사실상 스탈린식 국제주의가 “공식” 부활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에 따라 국제주의의 유기적， 변중법적 통일과정의 대립물로 상정되었던 주권국가 

들의 일반 민주주의적 제원칙(주권의 존중， 평동，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호혜 둥) 

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었다:J)) 

'2:7) DoJIbmaJl COBeTCKaJl 3HUHKJIOnel1HJI. 18 (MocKBa: DoJIbllaJl COBeTCKaJI 3H뻐KJIOnel1뼈， 

1953), C. 300. 
28) 처음 공개된 소련공산당 정치국 회의록올 보면 소련이 노골적인 군사적， 정치적 위 

협으로 폴란드 지도자들에게 계염을 실시하도록 압력올 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계엄에 

필요한 세부계획도 이미 소련에 의해 작성된 상태였다. 쁘쁘단쁘， 1993. 1. 21, c. 5. 
29) 이에 관한 당시의 대표적인 언명으로는， s. 코발레프의 프라브다 사설과 L. 브레즈네 

프의 폴란드 통합노통자당(공산당) 5차 당대회 연셜문을 볼 것. Boris Meissner, 까Je 
Brezlmev Dα:trine， East Europe Monographs 2, Park College, 1970, pp. 50-59. 

30) 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관한 문헌은 매우 방대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출판된 문헌들에 대한 개괄적 해제로는 다음이 있다. J1. M. 뻐eepCOH ， “마lO6JIeMa 
npoJIeTapCKoro HHTep께aUHOHaJIH3Ma B COBeT-CKOß HCTopHorpa빼H 70-x r0110B," B 뻐Te 

p φpHKKe H J1.M.mHeepcoH, (p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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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내 국가들의 존재를 부득이하게 망각 
했다…이로 인해 타성적으로 상호의무와 권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나타 
났으며， 더 강한 나라가 럴 강한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3D 

아울러 제민족의 상호접근(c6J1H:I<eHHe)과 융합(CJlHJlHHe) 논리에 입각한 소련·동 

구 중심의 사회주의 공동체(Socialist Commonwealth) 개념 역시， 대둥한 조건 

하의 문화적 상호침투이기 보다는 소연방 구성의 형식논리를 확대적용하려는 특 

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포용력과 전성 

(malleability)을 상실한 가운데， 무력을 포함한 소련의 간섭올 미화하는 수사(修 

辦)로 변질 혹은 복원됨으로써， 동구국가들의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길”올 

차단하고 소련·동구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체제운영의 기본문제때 

과거 1970년대에， 소련·동구관계는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 노동계급의 혁명 

전통을 계숭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당·국가가 소련 일국의 국경을 넘어 이른바 

“세계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한 20세기 후반의 객관적 조건올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부여받았다. 요컨대， 그것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 

사와 연결되는 역사적 발전의 한 단계로서， 세계혁명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 

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조직화 전통올 계숭한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 국제관계 

nponeTapCKHR HHTePHaUHOHanH3W H ero npoTHB꺼HKH. C60PHHK CTaTeR (뻐HCK: H311. Bπ， 

1983), c. 5-33; ~。UHanHCTH~eCKHR HHTePHaUHOHaJ뻐3~1 - lIBH:I<eHHJI CHna pa3 BHTHJI COUHa 

lIHCTH~eCKor‘。 conov.<<eCTBa: P~epaTHB뻐R C60DHH~ (Mo-cKBa: 싸iCOH， 1983), c. 

100-140; 11. ~. llanHaHH, C. H. MoKmHH, 3. B. Ta-lIeBOCJlH, “o HeKOT빡iK Bonpocax HCTOp 

Horpa빼H nponeTapcKoro HHTepHaUHO-HanH3Wa," ~onpoclII HCTOPI깨 KfIC~， No. 1, 1987, c. 

69-77. 
31) A. BoraTlllpos, M. HOCOB, K. lùJemaKoB, “KTO OHH, Ha뻐 C얘3뻐쩌 ?" 쁘벤앤컨단， No. 1, 

1990, c.l06. 
32) 여기서는 서방국가플이 소련·통구관계에 미친 영향 또는 그것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 이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사실 대서방 접촉이 확대된 
70년대의 성격상 중요한 외부요인으로서 작용했다)， 소련·통구관계 내부에서 기인하 
는 역동성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세계체계론이나 종속이론적 시각에 
입각한 중심부-주변부 논의는， 비록 그 논의수준이 추상에 흐르고 상대적으로 내부 
요인올 경시하는 한계를 안고는 있지만， 소련·통구관계의 세계적 차원의 역통적 성격 
올 규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과 유고 둥 타 
(他)사회주의 국가나 타(他)공산당과의 관계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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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한 구조적 불평둥과 갈둥적 또는 착취적 성격올 타파한 질적으로 새로 

운 형태의 국제관계라고 설명되었다.정) 이것은 심지어 80년대 후반에서도 버젓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세계 사회주의 공동체 하에서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관 
계가 실현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고， 평둥하며 형제적인 관계이다 34’ 

그러나 “새로움올 반복해서 강조하는 자체가 가장 새로울 뿔"35’이라는 평가가 

그렇게 툴린 말로 들리지 않는 소련·동구 사회주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의 변 

중법적 생명력이 사상되고 황폐화한 결과， 사실상 조야한 권력관계를 기초로 하 

는 국가 내부의 제세력 간， 그리고 국가틀(즉， 공산당 정권들) 간의 이기주의적， 

갈둥적 경쟁관계로 특정지워졌다. 

가. 당·국가 수준 

우선 국내적인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열의 (enthusiasm)가 사라진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새로운 사회의 발전동력이 되지 못하고， 기존체제의 유지， 국가의 물 

질적 근대화， 그리고 영토보전 둥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일(一) 수단으 

로 기능하였다. 이는 동구국가틀 전반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그 궤를 같이 했 

다:1;， 그런 가운데， 1950년대 이후 소련의 탈(脫)스탈린주의 정책에 따른 외부 압 

력요인의 완화를 계기로 하여， (각국마다 편차는 있지만) 동구국가들 각각에서 분 

배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정치가 부활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33) 소련·동구관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강조는， 그러나， 과거 코민테른과 외국 공산주 

의자들에 대한 소련， 특히 스탈린의 멸시적 태도를 상기해 본다면 억지에 가깝다고 

하겠다. E. H. C없T， πJe Twilight of Comintem, 1930-1935 (London: Macmillan, 
1982), pp. 403-때4를 볼 것. 종래의 소련의 사회주의 국제관계론은 80년대 말 페레 
스트로이카 후기에 국제문제에 대한 계급적 관점의 포기와 더불어 강력하게 비판되 
었다. 예컨대Georgi Shakhnazarov, “De-ideologisa디ion of Inter-State 
Relationships," Social Sciences, No. 1, 1990, pp. 38-55; A. 5oraTbl!>OB 등， 앞의 논문 
을볼 것. 

34) O. T. 5orOMOJJOB (OTBeT. pelI.), ç。UHaJJHCTHQeCKOe COlIPV*eCTBO H nPOðJJe뻐 OTHomeHH 
k BoCTOK-3analI B 8O-e rO lI1>1 (뼈CKBa: nOJJHTH31IaT, 1987), c. 10. 

35) Light, πle Souiet Theory of lntemational Relations, p. 204. 
36) 동구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둔화하기 시작하여 

1975-78년 기간동안에 사실상 중단되고 이후 정체와 불황을 연치 못했다. 이에 관해 
서 는， Eva Ehrlich, Economic GnαJJth in Eastem Central Europe A,fter World 
War II, Institute for World Econom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Working 
Pa야rs， No. 7 (June 199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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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결부돼 중폭됨으로써 기존의 일당 지배체제는 갈수록 상당한 도전에 처하 

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그러나 동구국가들의 일당체제는 정권 수립의 기원상， 체제의 성격상 대내외적 

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적 요구들올 만족스럽게 홉수하 

고 해결할만한 탄력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설령 체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헝가리의 나지나 체코의 두브체크 정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소련에 의해 저지되고 “정상화”되고 말았다. 결국， 각국별로 (특히 

민족주의적 통치방식이 강했던 루마니아의 경우) 차이가 있긴 했지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해， 권력 엘리트는 경제적 부의 중대， 대중소비 

부문의 확대， 소득분배의 평동화 노동규율의 완화 둥 단기적 처방으로 타협함으 

로써 인기 없는 체제의 정당성올 확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의 결 

과로서， 당에 의한 권력자원의 독점구조를 전제로 한 대중의 체제순웅과 물질적 

복지의 교환 (이른바 “political-economic tradeoff")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사회협 

약(social compact) 또는 사회적 타협이 소련과 동구 각국에서 대두되기에 이르 
렀다.잉) 

결국 체제에 대한 순웅의 근거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귀착된 이러한 상황 

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 권력의 정당성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일당지배체제를 더 

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즉， 한편 

으로는， 경제성장에 의한 잉여의 축적수준이 낮아지고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내 

부의 균열이 표면화하면서 당은 갈둥의 중심지이자 대상(target)이 될 수 밖에 없 

었다. 달리 표현하면， 체제순웅의 랫가로 지불할 경제적 혜택의 감소와 더불어 발 

생한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압력은 여과되지 않은 채 곧바로 정치화함으로써 당 

중심 체제 자체의 정당성 문제에 직결되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구 정권의 소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종속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련이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지역 수준 

국제주의 이데올로기의 황폐화와 더불어 소련·동구관계 또한 국가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당근과 채찍”이 적용되는 고래(古來)의 전통적 국제관계의 범위를 벗어 

나지 못했고， 나아가 독특한 또는 “왜곡된” 맥락에서 점점더 불화·갈둥하는 경향 

37) Stephen White, “ Economic Perforrnance and Communist Legitimacy," World 
Politics, Vol. XXXVIII, No. 3 (April 1986), pp. 462-482; Valerie Bunce, “The 
Empire Strikes Back: The Evolution of the Eastem Bloc from a Soviet Asset to 
a Soviet Li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1 (Winter 1985), 
pp.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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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나타냈다. 

사회주의가 일국의 국경을 넘어 확대되자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국제관 
계를 규율할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정 립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중략) 

[그러나] 불필요한 환상들이 존재했고 때때로 큰 오류틀이 저질러져 심 
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 
전 및 상호관계의 비모순적， 비갈둥적 성격에 대한 1950년대와 60년대의 
유치한 개념들은 커다란 해악올 초래했다. 그 “비갈둥” 이론은， 사회주의 
공동체 내의 제반 모순과 위기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적절한 탐색， 방지， 제거를 위한 메커니즘과 절차의 강구릎 불가능하게 만 
들었다. 그 결과 부정확한 결정들이 내려지기 일쑤였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왜곡되었다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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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부터 동구 각국의 다양성과 차별성올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과거 

스탈린주의의 “과영 왜독”을 제거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 경 

제적 관계를 다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제도화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지속적으 

로 행해졌다. 그리하여 70년대에 오면 “통합" (integration)이란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기술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광범하게 사용되기에 

이르기도 했다 391 그러나 제분야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그 합의의 폭이 어느정도 

확대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 

다 더 고수하고， 타국과 자국의 이익 간의 차이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련·동구관계의 제반 변화는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암묵적 사회협약이 이루어 

진 맥락과 유사한 또는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기본특성이 있 

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국 정권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고 소련의 정 

치·군사적， 물리적 지배구조를 전제로 한 상호간의 교환관계적 성격을 띠고 있었 

38) Charles Gati, The Bloc Tlut Failed: Soviet-East European Relations in 
Transition (Bl。이n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에 부록으로 수록된 

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World Socialist System의 논문， “The Place and 
Role of Eastem Europe in the Relaxtion of Tensions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July, 1988), p. 208. 

39) 그러나 이 통합 개념은，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서방의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정 
의되고 사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련측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은 소련의 
모텔에 유사한 공통의 경제모텔과 이에 상웅하는 정치적 구조의 채택， 더 많은 경제 
부문에 걸친 공동계획의 발전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따르면， 통합을 위한 
동구국가들의 경제 또는 일반적 정치·경제구조의 발전과 확대는 결국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의 심화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관해 서 는， P. Alampiev, O. Bogomolov, Y. Shiryaev, A New Approach to 
Economic Integration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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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앞에서도 본 것처럼 대체로 소련·동구관계는 정치·군사적 순웅과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성격올 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 국제협약 또는 국제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련과 동구국가들 모두 

에게 이익보다는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구 정권의 대내외적 

취약성은 극복되지 못했으며， 소련 역시， 동구의 권력자원에 대한 독점과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동구 각국의 내부적 요구와 불만들까지 책 

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는 기존 

경제체제의 구조에 기초한 동구 공산당 정권의 권력기반을 계속 잠식함으로써 정 

권의 취약성을 더 약화시켜 나갔다. 아울러 그것은 동구국가들의 내부안정과 자 

활력 (viability)을 도모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의 정치·군사적 순웅올 유도하려는 

소련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 대(對)동구 경제지원을 확대하 

게 만들었으며， 그에따라 소련에 대한 동구의 의존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같은 동구의 경제적 위기시 소련 

이 동구의 경제안정을 위한 일종의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한 데서 두드러졌다. 

예컨대 1980년을 전후한 폴란드의 경우， 소련의 차관과 원료·에너지 지원으로 폴 

란드의 경제적 위기는 일시적으로 진정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뱃가로 폴란 

드는 외채상환을 위해 무역방향올 소련에 더 집중해야만 했다. 또한 소련의 지원 

에 의한 원료·에너지 집약산업의 투자 증가로 말미암아 소련의 에너지 개발에 투 

자를 더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형태의 종속심화(“radical dependency")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찌) 동구국가뜰의 소련에 대한 이같은 가일층의 의존은， 소련으 

로서도 결코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즉， 생산조건의 열악화와 성장둔 

화와 같은 자국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동구정권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 

해 능력 이상의 “과잉개입 .. (over-commitment)을 하지 않올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에 처하게 됐다. 

나아가 여기에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이나 민족주의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의구심을 더 해가는 것 

처 럼 보이는 동구국가들의 신뢰성 (reliability) 문제가 밀접하게 결부됨으로써， 결 

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동구가 소련에 자산(assets)이 아니라 부담Oiability)이 되 

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1) 결국 불균형적， 독점적 국제구 

40) Jadwiga Staníszkis, “The Dynamícs of Dependency," Wílson Center East 
European Program, Ocassíonal Paper, No. 10, 1987, pp. 9-10, 18-19. 

41) 이용한 통계자료와 계산방식에 있어서 신빙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70년 
대의 점증하는 소련의 제국(帝國) 유지비용올 구체적으로 미국의 그것에 비교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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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리고 이 속에서 각국 정권의 권력 이기주의에 바탕올 두고 각박하게 전개 

된 소련과 동국국가들의 이러한 상호관계는 양자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결과를 가 

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소련·동구관계는 대내외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체제의 자구(自救)를 위한 “위로부터의” 활로개척이42) 더욱 어려워 

지는 가운데， 상호 합리적이고 이익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줄어들고 대신 상호 소 

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측면이 강해지는 독특한 형태의 갈둥적 경쟁관계로 발전해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맺음말 

밀란 문데라(Milan Kundera)는 유럽의 문화적 특성을 “최소의 공간， 최대의 

다양성”으로 집약하고， “유럽적 유럽의 소전형”이 되기를 갈망하는 중부 또는 동 

부 유럽이 20세기 후반에 처한 비극은 러시아에 의해 지배된 것， 즉 “최대의 공 

간， 최소의 다양성” 원칙에 기초한 “이질적 문명”에 의해 점령된 사실에 있으며， 

더욱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동경해마지 않는 서구 자체가 대중 소비문화에 함몰됨 

으로써 문화적 고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폐 

밀란 문데라가 염두에 두었던 유럽의 다문화성(多文化性)온 국제관계 또는 국 

가체계(state system)의 성격올 또한 좌우했다. 그리하여 근대 이래 유럽의 국가 

체계는 민족국가들의 수적팽창과 대내외 주권의 질적강화라는 장기적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특성을 나타내 왔다.μ’ 유럽 역사의 이 

면(훌面)에 위치지워졌던 까닭에 동구 제국은 서구의 대(大)민족국가들에 비해 국 

가적 전통이 취약하고 단속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최소한 유럽 

를 통완해 “계산”한 논문도 었다. Charles Wolf, Jr.,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Soviet Empire," Henry S. Rowen and Charles Wolf, Jr. (eds.) , The Future of 
the Soviet Empire (London: Macmil1an, 1988), pp. 121-140. 

42) 1앞ìO년대 말 이후에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권에 부분적인 편입올 
시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3) Milan Kundera, “The Tragedy of Central Europ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April 26, 1984, pp. 33-38. 

44) L. G. Sharpe, “Fragmentation and Territoriality in the European State Syste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 No. 3, 1989, pp. 껑3-영8. 국제 적 
경쟁체계의 역동성에 기인하는 팽창주의는 유럽국가틀 상호 간의 부단한 군사적 갈 

풍올 야기시키고 해외 식민지의 추구로 표출되기도 했다. Theda Scocpol, States & 
Soc띠1 Rev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Ghina (New 
York: Cambriclge University Press, 197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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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을 염원하고 자부하는 민족적 정체화Odentification)의 차원에서， 그러한 유럽 

국가체계의 특성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 염원이 현실화한 

1918-38년 양차대전 사이 기간의 창험은， 비록 전후 숭전국들에 의한 국제질서의 

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구국가들로서는 결코 반납하 

고 싶지 않은 역사의 한 성취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20세기 후반 

에 수립·전개되었던 소련·동구 사회주의 국제관계는， 그 전통을 대체할 생존력 

있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데 결국 실패하고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말았다. 유 

럽의 문화적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창발성올 “변증법적으로” 계발·통일할 수도 

있었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는 자기운동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변질되어 

그것의 질곡으로 작용했다. 또한 자본주의 국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代案) 

이라고 한 때 선전되고 믿어졌던 사회주의 국제체제는 회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배타적 실리주의로 특정지워지는 형해화(形械化)한 권력관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소련·동 

구관계의 역동성은 바로 그러한 맥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추동력이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상악화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상호공멸적인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밀란 문데라가 지적하고자 했던 중·동부 유럽의 “본질적 비극”은 소련이 아니 

라 유럽 자체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현시점에서 그의 말 

을 되새겨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부유럽은 폭압적인 거대한 이웃에 대항해 싸워야 할[했었을] 뿐만 아 

니라， 문화의 시대를 뒤로 하려는 이 시대의 미묘하고 잔인한 압력에도 대항해서 

싸워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유럽의 반란들에는 보수적이고 거의 시대착오 

적이라고 부를만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그 반란들은 과거， 즉 문화의 과거， 

근대(近代)시대의 과거를 회복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직 그 속에 

서， 문화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만이 중부유럽은 자신의 정체성 

을 수호하고 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부유럽의 진정한 비극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 시대는 변했고 유럽 자체 내에서 유럽은 더 이상 고상한 가치로서 

경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잉) 

45) Kundera, 앞의 글，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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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the Soviet-East European Relations 
in the 1970s 

Ik-Hee Kim 

1n spite of the highly asymmetric power structure favorable to the Soviet 
Union, the relations between her and the East-European “brother" states 
were unfolded very dynamical1y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p이itical， 

military, and economic conditions. However, the devastation of 
Marxism-Leninism as the official ideolog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stagnation derived from various systemic and unsystematic problems 

determined the general nature of the socialist states on the regional level as 

well as on the “party-state'’ level in the 1970s. As the “Soviet bloc" states 

tried to compromise the pressures “from below" by establishing a “social 

compact," i.e. by providing the mass with short-term economic benefits, the 

Soviet Union, in the intemational context of sharp competition among 

egocentric states, exhibited a strong tendency to buy the East European 

states ’ politico-military compliance with economic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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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however, was unsatisfactory. Under the circumstances of 
deteriorating economy, the legitimacy of the East-European one party 
systems was eroded and, in addition to it, the degree of their dependence 
upon the Soviet Union was still more increased. Also, the Soviet Union had 
to bear the burden in her own way. That is, due to her monopolistic and 
monopsonistic φsition in the region, the Soviet Union had to commit to fix 
up the adverse situation in the region by providing the unpopular regimes 
with greater p이itical and economic supports beyond her own actual 
capabilities. In the end, such management and the system itself of the 
Soviet-East European socialist intemational relations proved, for both of 
them, to be mutually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o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