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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련 해체 후 독립한 러시아는 구소련의 대외적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경제⋅군사원조를 

받았던 국가들은 현재도 막대한 규모의 대소련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국이 승계한 구소련의 대외채권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구소련 시기 형성된 채무국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점을 지렛대 삼아 구소련의 대외적 영향력을 복원하거나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냉전기 소련이 집행한 차관 및 해외 군사원조의 

반대급부로 생성된 대외채권을 러시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처리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권 처리양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밝히며, 그 패턴 

가운데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군이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특징을 인지한다.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대외경제활동의 외관을 띄고 있는 국가활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숨겨진 메카니즘을 전제하게 되었고, 그 동학을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구소련 권역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대외전략의 핵심적 일면을 

인식하고 증명한다. 

 각 채무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채권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대소와 채무 재조정의 

적극성간 상관 관계가 존재했다. 러시아는 경제적 객체인 

대외채권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있어서 

대외채권은 채무국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 및 

종속성을 통제하여 구소련의 영향권역에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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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는 매채체로 기능하였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권역에 투사되었던 구소련의 영향력을 

러시아가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구소련 권역의 

재통합에 전제되는 필요조건들과 중첩되어 경향성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러시아는 왜 채무국별로 다른 채무 

재조정 전략을 선택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였으며, 

"러시아는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낮을 수록 채무 

재조정에 적극적이며, 경제 의존도가 높을 수록 채무 재조정에 

소극적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수립하여 러시아가 자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또는 구소련 권역의 정치 경제적 연계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구소련 채무국과 채무 재조정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집권3기 푸틴정부는 러시아의 태평양 국가화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그 물적 토대가 바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이다. 천연자원의 공급을 목적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남한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세계 각지의 채무국을 상대로 지난 20년간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적 계층구조가 이제 한반도 

내에서 구축되고 있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미래와 러시아의 

영향력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어: 러시아, 대외채권, 채무재조정, 채무국, 재통합, 종속성 

학번: 201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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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냉전기 국제정치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합한 소련은 

국제사회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방국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경제지원사업 1을 적극 추진하였다. 소련 루블화 2 로 

지급된  차관 형태의 현금지원, 군사원조와 원자재 제공을 통한 

현물지원이 그것인데, 코메콘(COMECON)과 같은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국가간 상호경제원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련과 대상국가간 양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및 경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지원정책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투자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군사기술 지원이 그 핵심을 이룬다.  

 1991 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연방은 소련의 채권 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 경제개혁과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의 대외채무에 대하여 지불유예(moratorium)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대외채권 즉, 세계 각국의 대소련 

채무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일관했다. 소련의 대외채권을 해외 

금융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자국의 외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1
 대외경제지원은 군사원조를 포함한다. 

2
 루블화는 소련이 발행한 루블화와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발행한 루블화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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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사회주의권 

국가, 소련의 경제지원을 받은 세계 각지의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올 명분을 확보한 러시아는 

채무협상과정에서 대상국가군 별로 차별화된 전술을 구사하며 

자국의 범지구적 지역외교 전략을 구체화한다.   

 대소련 채무국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소련의 경제지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채무국들이었다는 것이다. 화폐가치가 연일 평가절하 되고, 

산업기반은 전무한 신생독립국 또는 저개발국으로서 해외로부터의 

추가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국가가 주를 이루었다. 소련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군사기술을 지원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후 

국가운영 방향을 지도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고채무국들의 대소련 채무가 상호합의의 하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로 환가된 군사기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채무국이 보유한 금 은 화폐와 같은 동산, 해당 채무국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미개발 상태의 천연자원 및 토지 그 자체와 같은 

부동산이 채무 연체시 집행 될 대물변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3 

정확한 경제적 가치는 현재까지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1 марта 2007 г. N 169."О порядке проведения 

конверсионных oпераций "долг в обмен на товары и (или) услуги", связанных с 

погашением и обслужив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нешнего долг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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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보유한 대외채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대외채권이 소련 루블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이 소련 

루블화의 환율은 외환시장이 아닌 국영은행 VNESHECONOM 과 

VNESHTORG 을 통해서만 통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련 최고소비에트(Supreme Soviet) 위원들의 요청으로 1990 년 처음 

공개되었다. 당시 공개된 1989 년 11 월 1 일자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지의 대소련  채무국은  무려 49 개국에 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대소련 채무국들간의 협상 방법, 

협상 내용, 협상 결과의 진행추이를 비교분석하여 러시아의 

대외지역전략이 구체적 지역 국가군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에 

투영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왜 채무국별로 

다른 채무조정전략을 선택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국가의 대외채무와 국제정치가 갖는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방선진국과 제 3 세계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 채무국의 지역적 범주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제 3 세계 4 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한다.  

                                                           
4

 제 3 세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리적 기준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말하며, 경제적 기준에 따르면 빈곤국 일반을 의미하거나 

제 1 세계인 서구 자본주의국가와 제 2 세계인 소련 등 국가사회주의 국가 모델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회경제적 발전양식을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 제도적 

기준에 따르면 반둥회의로부터 기원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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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제 3 세계의 외채문제와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는 왜 

아프리카 지역의 대외채무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며,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채권국인 서방선진국들은 

경제개혁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제 3 세계로 하여금 

정치적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 긴밀히 

관여하게 된다. 통치구조, 정치체제, 선거제도의 수립부터 정부의 

예산안편성 원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국가의 

자발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취지였다.5 그러나 정부의 부패와 불투명한 예산처리 관행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하지 못하며, 유권자와 정책결정권자간 

대립이 반복된다.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부 부패가 아프리카 

제 3 채무국이 겪는 경제적 악순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치체제적 실험을 통해 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치인 모집단의 범주 안에서만 집권세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각의 부패가 문제되었으며, 공공부채 또한 

급속히 팽창하는 경향을 보였다.6 반면 복수 정당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 선택된 단일 정당이 구성한 정부는 안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정을 하였고, 공공 재정 또한 건전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단일정당이 정부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폭넓은 

고려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안이 편성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복수정당이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연립정부를 

                                                           
5
 Alesina and Perroti, 1999 

6
 Halleberg and Von Hag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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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경우, 각 정파는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제약되었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파행이 거듭되어 정치적 개혁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본 선행연구는 채권국으로서의 서방선진국이 제 3 세계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이 상호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대외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데 

요구되는 선별적 소극적 요소만을 다루고 있어서, 채권국이 

경제관계를 매개로 자국의 대외전략 전반을 포괄적으로 투영해 

나가는 현대국제정치의 동학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남미의 외채문제와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는 남미에 속한 

고채무빈곤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외채무의 존재로 인해 해외세력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를 

옹호하고 확장하는 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는 그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국제경제체제 하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남미의 

외채문제에 있어서는 IMF 와 같은 국제기구가 채무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한 사례를 선별하여 채무국 국가제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7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선행연구는 IMF 가 채무국 경제를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 독재정부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였음을 

밝힌다. IMF 는 1980 년대 브라질, 멕시코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7
 Wolfenson ,Gustavo Ferrari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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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순응적이고 국가주도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국민적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 깊게 개입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본질적으로 중립적 조직은 아님을 전제로, 사례에서 밝혔듯 

정부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시장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독재체제를 옹립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제하는 세력의 주관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대상국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시기별로 상호모순된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대외채무와 국제정치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손탁 8 (Sontag)은 1917 년 

제정러시아의 차르(Tsar)가 자국의 대외채무에 기반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간 관계를 통제했다고 주장한다. 1905 년의  러시아는 

러시아혁명과 러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중 어느 나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채권국이 얻게될 막대한 이자수익의 향배가 

결정되는 점에 주목하여 삼국간 경쟁을 유도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외교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1906 년 독일이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외무장관 위테(Witte)는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독일의 적인 영국 및 프랑스와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손탁은 

러시아가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외교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8
 Sontag, John P.,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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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관 도입을 결정하였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대내외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 강대국과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었고, 러일전쟁에 패한 후에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손탁은 대외채무의 존재 

자체가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대외채무의 원인과 해결책을 채무국 내부에서 찾는 

견해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전자 9 는 

국가대외부채의 원인이 시장친화적이지 않으며 폐쇄적인 채무국의 

국내경제환경에 내재해 있다고 가정하고 개혁정책을 통해 

국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 주도적 

경제모델을 폐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 자본시장을  대외개방하여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 후  대외부채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의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어 국내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대외부채 변제능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1980 년대 초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시장개혁과 자본시장개방 요구를 수용하여 

일련의 개혁성과를 달성했던 중남미 개발도상국들이 1990 년대 재차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본 견해의 실효성과 경제개혁의 

양면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9
 Oliver E. 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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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이와 반대로 국가대외채무의 원인을 국제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10 

시장친화적 개혁과 경제개방은 채무국의 대외부채문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구조화할 뿐이며, 장기적으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채권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개방이 단기적으로 외화표시 대외채무의 변제와 

국내경기부양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이는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며,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이 통제되지 못하면 

경제주권이 침식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한편, 다수의 채무국들이 조합을 이루어 소수의 

서방선진국으로 구성된 채권국에 집단대응하며 채무면제와 추가적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1980 년대 말 이후에는 

국가대외채무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지양하고 채권국 

채무국간 협상구조에 관심을 갖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가대외채무의 발생원인과 경과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된 대외채무 그 자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의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1   채무국은 국가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채권국의 협조와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고, 국가운용에 요구되는 단기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적 경제지원을 구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채권국은 채무국이 채무변제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미변제 

상태로 남는 상황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국과 

                                                           
10

 Michel Chossudovsky 

11
 Vinod K. Aggar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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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국간 채무재조정 협상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제한 후, 

협상결과를 결정짓게 될 협상 구조에 관해 분석한다. 

채무재조정협상에서 채권자는 민간은행 또는 국가이지만, 

민간은행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후견적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수반되는 특징에 주목한다.   

국가의 대외채무 문제를 정치경제적 의도가 내재된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경기순환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19 세기 이후 발생한 국가간 대외채무 문제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경제주기를 따르는 순환적 양상이 

포착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세계경제의 호황기에 선진자본국이 

축적한 잉여자본은 후진국의 산업화에 투자되지만,  불황국면에 

이르면 후진국은 부채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의 

대외채무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을 금융시장의 과열에서 

찾는 견해도 경기순환론에 기초한다. 저개발국가에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단기적으로 자산가치가 오르며 투기과열 양상을 띄게 

되는데, 실물시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붕괴하게 되며 이것이 실물경제를 침체로 빠뜨려 채무국을 

부도위기로 몰고간다는 설명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대외채무문제를 

경제문제로만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흥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가 선진자본국가에 종속되거나 황폐화되는 문제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며,  적극적 개혁정책을 통해 채무국 스스로 

선진자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을 

주장하거나, 결정론적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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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의 성립과 변제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류의 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외교적 속성을 

가지므로 채권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따른 경제외적 변수가 

투영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국가간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동학을 외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채권국의 지전략적 

이해관계가 경제관계를 매개로 투영되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둘째, 국가간 채권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국가간 의존성 또는 

종속성을 통제하게 됨을 논증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외채권의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채권국간 공조체제를 

분석하여 경제변수를 매개로 강대국의 대외전략이 투사되는 현상이 

보편적이고 전략적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승계한 소련 대외채권의 처리동향을 살펴 주요 

채무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대외채권 처리과정을 통해 

투영되어 가는 과정과 동학을 살필 것이다. 

 

3. 논점과 연구방법 

1)  분석틀 및 핵심 주장 

 본 논문은 대소련 채무의 처리방식 및 처리경과에 따라 

채무국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I 은 채권국으로 이루어진 

파리클럽과 채권은행으로 이루어진 런던클럽을 통해 대소련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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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 개발도상국과 고채무빈곤국이다. 그룹 II 는 구소련 

대외채권 승계국으로서의 러시아가 대소련 채무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한 국가군이다.  그룹 II 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그룹은 소련과 밀접한 경제 외교적 

관계를 지녀온 비소련권 국가군이다. 두번째 그룹은 1991 년 소련 

해제 전까지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였던 구소련권 국가군이다. 

그룹 III 은 대소련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군이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의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국들의 대소련 

채무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 

II 에 해당되는 채무국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I-1> 대소련채무국의 분류12 

GROUP I 

파리클럽 

대상국가 

파리클럽을 통하여  

대소련채무가 해결된 국가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13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나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14
 

                                                           
12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1991 년 독립 후 대소련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본 분류에서 제외함.    

13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ProgressReports/20253173/StatUpdate 

March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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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I 

 

 

 

 

 

러시아와 양자협상을 한 채무국 

비소련권 구소련권 

인도, 북한, 쿠바, 몽골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러시아는 대소련 채무국의 채무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채무국 

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권 

처리내용에 기초하면 비소련권 국가군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소련채무의 90%를 면제하고 잔존채무는 러시아의 

채무국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 국가군이며, 다른 하나는 

대소련채무의 45%만 면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장기채무로 

만기연장한 국가군이다.  

구소련권 국가군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대외채권 처리양태는 

다른 군 보다 다양하다. 카자흐스탄은 대소련채무 전액을 면제받은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1991 년 소련 해체 직후 카자흐스탄은 

가장 먼저 러시아를 소련 대외채권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승계국으로 인정하였으며, 1994 년 러시아와의 대소련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해 채무전액면제라는 시혜적 조치를 받았다. 러시아는 

자국을 구소련 대외채권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14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 

MD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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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구소련권 국가들에게 모종의 메세지를 보내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만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대소련채무의 15-35% 를 면제받고 나머지 채무는 만기연장을 통해 

장기채무로 전환받은 국가군이 있다.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가 이에 속하며, 본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소련채무를 대폭 완화시켜 해당 채무국의 

국가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은 그룹 II 이다. 그룹 II 는 그룹 I 과 

달리 대소련 채무문제를 러시아와 해당 채무국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처리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외전략 및 경제외적 동기가 

경제관계를 매개로 직접 투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룹 II 에 

해당되는 각 채무국의 대소련채무를 처리함에 있어 채권국 

러시아의 태도가 국가별 편차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구체적 지역 또는 국가별로 상이함을 의미한다고 가정했다. 

본 논문은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에 따라 

대소련채무를 처리해나가는 러시아의 전략이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승계한 구소련 

대외채권의 채무국 가운데 그룹 II 에 해당되는 구소련권 국가군과 

비소련권 국가군을 대상으로 대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는 

대소련채무재조정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로 대러시아 경제의존도는 

낮지만 러시아의 대외전략상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의 

경우 러시아는 대소련 채무재조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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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와 더불어 해당 

채무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신범식 15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중앙아시아 공간의 대러 편승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하여 편승정책을 취할 것이냐 또는 

균형정책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채무국별 대러시아 편승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편승도가 낮은 채무국과는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하에 대소련채무의 90%이상을 면제해 준 반면, 

편승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채무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였다. 

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하게 된 구소련 소속 국가군고 다른 

하나는 구소련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소련과 경제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국가군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두 

그룹에서 공통 분모를 추출하여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며 

최대유사체계를 활용한다. 소련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련과 

                                                           
15

 신범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 25 권 4 호, 

2010.12, 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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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대소련채무 처리현황과 정치경제적 의존도의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16)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과정에서 노출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의 주제에 관한 정보나 통계자료는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국가기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련시기 대외금융과 

무역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소련은 기밀자료로 분류하였는데  

러시아는 이 자료들의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고 여전히 비밀문서로 

남겨두고 있다. 러시아가 IMF 와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조건으로 공개된 금융문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검증가능한 

수준의 통계정보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련의 채권에 대한 

논증적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1997 년 파리클럽에 가입한 

러시아는 중채무국과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면서 몇몇 

대외금융정보를 노출하였고, IMF, 세계은행, 파리클럽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러시아측 국가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러시아가 승계한 

구소련의 대외채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소련채무에 

대한 정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었다.  

 개별 채무국의 구소련 차관에 관련된 자료는 채권자인 

러시아의  재무부, 중앙은행 , 대외경제은행, 경제개발부, 수출입은행,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이를 각 채무국의 재무부, 중앙은행 

및 관련기관의 자료와 비교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소련이 경제피원조국과 맺은 구체적 계약내용은 러시아 

                                                           
16

 내용분석과 관련해 다음을 참조. Alexander L.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irdge.Mass: MIT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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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연구소의 기록물을 활용하였다. 해외기관이 작성한 통계 

및 평가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간행물 및 보고서, 세계은행(World Bank)의 Global Development 

Finance,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간통계 자료,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연간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및 

구소련의 채권 채무의 변동상황을 평가하였다. 다수의 채권국이 

조합을 이루어 채무협상에 나선 사례는 파리클럽의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분석하였다. 북한경제 데이터는 

조선중앙년감 및 세종연구소 북한연구 자료집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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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시아의 대외채권현황   

1. 개황  

소련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이념의 종주국으로서 자국의 

체제를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적극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권 하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도∙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본 지원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중 군사∙기술적 

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17.  

대소련 채무국의 공통적인 문제는 변제기가 돌아와도 소련의 

경제적 지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저개발 빈곤국이었다는 점에 

있다. 소련의 군사기술은 특히 고가에 거래되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국가경제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지속적으로 군사기술을 지원하였고, 

채무국들의 대소련 채무비중은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대외채무국과 채무액에 관한 정보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1990 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개되었다. 1989 년 11 월 1 일자 자료에 따르면 대소련 채무국은 

무려 49개국에 달하고 있다.  

 

                                                           
1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августа 2004 г. N 435."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выверки и принятия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требований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кредиторов по задолженности бывшего СССР по компенсационно-фахтовым операциям". 

(대소련 채무재조정에 관련하여) 



- 18 - 
 
 
 

<표 II-1> 소련이 보유한 대외채권의 구조 1989-1991 년 

국가 1989년 

단위: 10억 

양도성루블 

1990년 

단위:10억 

양도성루블 

1991년 

단위: 10억달러 

쿠바 15,5 16,7 27,9 

몽골 9,5 10,5 17,5 

베트남 9,1 9,9 16,5 

인도 8,9 9,6 16,0 

시리아 6,7 6,7 11,5 

아프가니스탄 3,0 4,7 7,8 

이라크 3,8 3,1 5,2 

예멘
18
 2,8 3,4 5,6 

북한 2,2 2,7 4,5 

에티오피아 2,9 3,1 5,2 

앙골라 2,0 2,2 3,6 

알지리아 2,5 2,6 4,3 

리비아 1,7 No data No data 

기타 15,2 10,3 17,0 

총 채권액 85,8 85,7 142,6 

출처: 국별 모라토라엄 배경과 채무재조정,1992. 한국수출입은행.  

 

 1989-1990 년까지도 국외용 양도성 루블화가 원활히 

사용되고 있었지만, 1991 년 소련 붕괴 후, 그 화폐는 더이상 

유통될 수 없었다19. 따라서 대소련 채무액은 러시아의 국내용 루블 

또는 달러로 재환산되어야 했다. 표에 적시된 처음 다섯개 국가를 

살펴보면 1990 년대 대소련채무액은 1991 년  두배 가까이 

                                                           
18
 예멘은 예멘아랍공화국과  예멘사회주의민주주의공화국의 부채의 합계임. 

19
 Внешэкономбанк.Депозитарий.Москв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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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되었다20. 아프가니스탄 이하 나머지 채무국의 대소련 채무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 대소련 채무액이 짧은 기간 크게 

증가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소련붕괴와 연이어 

발생한 신생 러시아의 경제위기 및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폭락을 

지적할 수 있고, 부수적 요인으로는 루블화 가치폭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급증하게 된 채무총액에 대하여 소련과 채무국간 

소련붕괴 전 사전합의했던 연이자율인 LIBOR +5%에서 LIBOR +9% 

범위의 이자가 중단없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재조정의 관건은 러시아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감안해 

변제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액을 어떻게 재산정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1991 년 11 월 1 일자 대소련 채무국 자료에서 채무액이 큰 

순서대로 채무국국을 열거하면 쿠바, 몽골, 베트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순이다. 1991 년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저개발빈곤국들이 대소련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13 채무국중 10 개국이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티오피아, 앙골라는 내전을 겪고 있었다. 반면 인도는 

경제적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었고, 리비아와 이라크는 

석유수출을 통해 채무를 자력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21 . 

그러나 국제사회는 리비아와 이라크를 고립시켜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였다. 이들 국가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것보다, 자립이 

                                                           
20

 1990년 소련의 양도성루블과 달러간 교환비율은 1대 1 고정환율이었다. 

21
 IMF,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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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국제사회 또는 러시아와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대규모 군사원조와 경제지원 과정에서 누적되어 

왔으며, 채무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고평가된 대소련채무는 

고질적인 악성 채무가 되었다.  

 1992 년부터 러시아는 구소련 대외채권의 소유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2 년 3 월 러시아는 대소련채무를 

직접 상환하여주는 조건으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련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Zero-Zero Option 협약 22을 체결할 것을 구소련권 

국가군 전체에 제안하였다. 1992 년 여름 벨로루시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협약을 맺었고, 1994 년말에 나머지 9 개국과도 

협약을 맺는데 성공하였으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러시아는 1993 년 조지아와도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으나, 2001 년 조지아 측으로부터 일방적 

협약파기 통지를 받게 된다23. 우크라이나는  1994 년 말 러시아와 

유효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을 거부24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다음 과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련의 채무국으로 하여금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유일한 국가이며, 대소련채무 문제는 

                                                           
22

 Zero-Zero Option Agreement 

23
  조지아는 러시아가 소련의 채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 

조지아의 대소련 채무문제는 비해결 상태임.  

24
 가스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관계가 악화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소련의 채권을 상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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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만 협의할 수 있고,  러시아에게만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공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련붕괴 후 대소련 채무국들은 

채권국이 소멸한 이상 채무도 자연히 소멸하였다는 입장 25 을 

취하였다. 따라서 그 국가들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하였다는 러시아측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대외채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된 채무가 아니라 소련이 선전하는 공산주의의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된 강제적 채무였으며, 이미 

공산주의 레짐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붕괴한 소련의 승계국을 

자처하는 러시아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소련 채무의 변제를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채무국들이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공산주의 실험은 

대외적으로 실패하였고 당시 소련과 경제협약을 맺었던 채무국의 

국가지도세력 또한 이미 교체되었거나 새로운 국가형성에 나서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전정부관료들의 실패한 정치적 선택에 대하여 

현 국가지도세력이 연속성있는 정책집행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990 년대의 러시아는 거의 

모든 구소련 대외채무국들을 상대로 자국이 구소련 대외채권 

승계하였음을 비준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채무국의 

대부분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빈곤국이거나 신생독립국이었다는 

사실이었다.  

                                                           
25  Круглов В.В. 2003.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алютно-кредит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45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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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련 대외채권의 주요문제는 환율에 있었다. 군사원조 및 

경제지원으로 대외채무관계가 형성될 당시의 구소련 루블화 환율과, 

현재 통용되는 러시아 루블화 환율간 교환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초점이었다. 다수의 채무국들은 소련 루블화와 

러시아 루블화를 1 대 1 의 비율로 환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소련은행(GOSBANK)은  0.6 루블을 1 달러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0.62 루블을 1 달러로 환산하였다. 채무국들은 러시아측의 

교환비율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와 

비유럽국가의 대소련 채무변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반면, 

유럽국가들의 대소련 채무는 빠른 속도로 변제되어 갔다. 러시아가 

유럽 채무국에게는 각 국가마다 적절한 비율의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헝가리의 경우 0.92 루블을 1 

달러로 보았고, 체코, 베트남, 쿠바, 몽골의 경우 1 루블을 

1 달러로26 보았다. 가장 시혜적인 사례는 영미권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던 인도의 사례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루블화와 자국 

루블화간 환율설정 자체을 지양하고 그대신 인도의 루피화로 직접 

변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소련의 대외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채무국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기 전에 먼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국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어느 

채권국에게 먼저 변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채무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러시아는 소련의 대외채권을 

                                                           
26

 Шмырева А.И., Колесников В.И., Климов А.Ю. 2002.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алютно-

крелит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Пб.: Питер. 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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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채권국간 

사전조율 및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7 년 러시아는 

파리클럽27에 가입하게 된다. 채권국들의 비공식적 회합에 가입하게 

되면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추가적 제약과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빈곤국의 대외채무를 다룸에 있어 여타 

선진국 및 금융국제기구와 보조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1996 년 러이언스와 1997 년 덴버에서 개최된 G7 회담에서 

러시아의 파리클럽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7 년 9 월 17 일 러시아는 파리클럽의 채권국 상임회원국 자격을 

획득한다. 러시아가 파리클럽과 합의한 주요한 원칙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27
 파리클럽은 19개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s)과 13개 준회원국(Associated 

members), 9 개 참관국(Observ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회원국만 파리클럽의 

주체이며, 준회원국에 소속된 채권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안별 협상회담 

참석이 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와 기타국가는 파리클럽의 초대를 받을 경우 

참관국(Observers) 자격을 부여받는다. 준회원국은 상임회원국과 채무국의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상임회원국과 채무국이 합의한 내용에 종속된다. 

참관기구는 협상에 참석하지만 참여하지는 않으며, 합의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참관기구는 세 부류로 나뉘다. IMF, World Bank 와 같은 국제기구, 파리클럽 

상임회원국 소속이나 해당 채무국에 대하여 파리클럽의 최소채권액조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액채권국으로서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국가, 파리클럽 비회원국이지만 채권국으로서 상임회원국과 채무국이 참석에 

동의한 국가인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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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처리할 때 파리클럽에 가입된 다른 채권국들도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러시아는 대소련채무 재조정문제를 처리할 때 

소련국영은행(Gosbank)이 정한 환율 (RUB 0.6 = $1)을 

수용하며, 추후 동일환율로만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러시아는 대소련/대러시아 채무를 보유한 채무국들에게 채무 

감면/만기연장을 한다. 

마지막 원칙의 의미는 러시아가 자국의 채무국들에게 

채무감면 또는 만기연장을 하는 것이 명백함을 전제로 채무국은 

소련국영은행이 정한 루블화 환율을 인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소련/대러시아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는 대소련 채무재조정 협약을 통해 기존채무의 

90%를 면제받고 나머지 10%의 채무만 달러당 0.6 루블의 비율로로 

상환한다라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일면 불리하게 보이는 이러한 

채무상환 조건에 만족하고 있었다. 니카라과의 대외채무가 

과도했고 내전의 영향으로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채무국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러시아의 파리클럽 가입이 계기가 되어 채무국들과의 협상이 

연이어 개시되었으며, 대소련 채무국 25 개 국 가운데 10 개 

채무국들이 채무재조정 협의를 순조로이 마치고 대러시아 

채무상환을 본격 개시하였다. 한편, 파리클럽은 파리클럽의 

대상채무국이 아니더라도 고채무 빈곤국(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이라면 대소련채무를 일괄 면제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파리클럽은 군사기술과 관련된 채무는 전혀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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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액면제를 요구하였다. 구소련 

대외채권의 상당부분이 군사채무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부의사를 

표하였으나 파리클럽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결국 위 두 

가지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였다. 1991 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소련 채무는 대부분 군사기술 채무였다. 앙골라와 

리비아의 대소련 채무 전액이 군사기술 채무였으며, 이집트와 

잠비아는 99%, 알제리는 91.5%였고, 군사기술채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티오피아가 85%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러시아 

의회에 따르면, 1996 년 1 월 1 일 소련의 대외채권 중 군사관련 

채권은 39%를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이 소련에 진 

과도한 군사채무를 면제하지 않을 경우 비군사적 채무도 원활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대소련채무국들은 채무만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  실상환비율은 아래의 표 처럼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채무총액 대비 평균실상환비율은 14.4%에 불과했다. 

 

<표 II-2> 부채 상환의 현황 1992-2000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만기도래 

부채 규모 

14.2 13.0 14.1 13.4 13.4 14.0 8.4 6.5 6.1 

실상환액 2.1 1.5 1.3 1.6 2.9 3.4 0.9 0.65 0.83 

실상환비율 14.8 11.5 9.2 11.9 23.4 24.2 10.7 10.0 13.5 

출처: Карелин О.В. 2003. Регулиров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редит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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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환비율을 통해 채무상환추이를 살펴보면 1996-1997 년 

사이  큰 기복이 있다. 이 기간이 바로 러시아가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국과 협약을 맺으며 채무재조정을 처리한 시기이다. 하지만, 

부채상환 현황이 집계된 1992 년에서 2000 년 사이 대러시아 

채무국들은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설정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채무를  제품수출 형태로 대물변제하고 있었다.  

 이제 국가간 대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간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유형화된다. 

(1) 만기를 장기로 설정하고 채무를 교환가능 통화로 

상환하는 것28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1990 년대의 채무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국가는 드물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1994 년-1995 년 사이 현금채무상환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성사되어 상황이 

나아진 채무국들은 장기의 변제기를 허락받은 대가로 매년 소액의 

채무를 현금으로 충실히 상환해야만 한다.  

 러시아는 2001 년 8 월 23 일 잠비아와 맺은 협약에서 

채무만기를 2033 년까지 연장해 주었음에도, 2005 년  채무의 90%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1999 년 12 월 24 일 예멘과 협약을 맺어 

2022 년까지 채무만기를 연장해 주었는데, 2012 년 해당 채무의 90% 

면제해 주기록 하였다. 경제적 시각에서 판단할 때, 장기 채무로 

                                                           
28   Круглов В.В. 2008. Корпоротивная интегра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а для поств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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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잔존채무 10%는 사실상 면제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10%선의 장기채무를 언제나 남겨두고 관리하는 러시아의 

행태는 대외채무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구축되는 정치경제적 

연계를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2) 제품수출을 통한 채무상환29 (대물변제) 

 1990 년대의 지배적 채무상환 방법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제품수출비율은 1992 년 20%에서 1995 년 

90%로 상승되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채무상환방법은 

효과적이다. 차, 커피, 과일, 목재와 같은 상품은 소련 시기부터  

수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었다. 

(3) 채권양도30 

 1992 년-2001 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 방법이며 두번째로 

많이 활용된 상환방법이다. 1978 년 소련은 슬로바키아에 변제할 

채무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소련의 채무국인 베트남에서 

대물변제로 받을 제품을 베트남으로 하여금 슬로바키아에 직접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4) 채무액의 투자전환31 

                                                           
29 Шмырева А.И. 2002.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алютно-кредит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34-36 

30 http://www.Clubdeparis.org/ (검색일: 2013 년 11월 17일) 

31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ьетнам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задолженност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ьетнам пере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по ран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кредита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3 января 2008 года.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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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비효율적 방법으로 평가되어 

1990 년대까지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채무의 45%를 

면제받는 반대급부로 자국경제를 러시아에 개방하였다. 양국이 

공동투자한 석유회사인 VIETSOVPETRO 는 베트남 내에서 석유와 

가스개발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러시아는 베트남 내 1000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25년간 무상임차하였다.  

(5) 대외채권매각32 

 이 방법은 러시아가 1990 년대 많이 활용하던 방법이었지만, 

파리클럽의 규약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되었다. 1993 년 Lazar Brothers & K, Ltd 는 러시아가 승계한 

가나의 대소련채무 13 억 5 천달러를 3 억 9 천달러에 구입하였다. 

부채액의 28.9%에 달한다. Lazar Brothers & K, Ltd 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하에 채권자인 러시아계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었다. 1990 년대에 생긴  National Reserve Bank, National Credit, 

ONEKSIM, MENATEP, Stolichniy Bank Sberejeniy, Alfabank 로 이루어진 

모스크바 채권클럽33이 중개를 맡았다.   

                                                           
32

 Круглов В.В. Решение долговых проблем: Мировой опыт и ро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 

67-69 

33
 모스크바 채권클럽은 러시아가 보유한 소련의 채권을 운영하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금융기관의 모임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6 년 파리클럽 가입준비를 

하며, 모스크바 채권클럽의 활동을 중단시켰고, 1998 년 클럽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은행은 파산하기도 하여 클럽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현재는 국가가 아닌 

상업적 영리적 기구가 대외채권을 소유하여 채무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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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대외채권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다른 채무국들에 

대하여 경제논리에 따라 단순히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채무상환협상 및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해당 

채무국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소련의 양도성 루블화와 환율 문제 

     소련은 루블화를 국내용 통화와 국외용 통화로 구분해 

별도 운용하였다. 국내용 통화의 공식명칭은 ‘루블’(Rouble)이며, 

국외용 루블과 구분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급여용 루블’(Salary 

Rouble
34 )이라  칭하였다. 국가간 무역이나 국가간 신용과 같은 

국가간 대외거래에 활용되는 소련 공식 통화는 급여용 루블과 

구분되는 별도의 화폐로 존재하였으며, 공식명칭은 ‘양도성 

루블’(Transferable Rouble
35 )이다. 양도성 루블은 공산권 국가의 

공식 기축통화로서 공산국가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소련이 주도한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의 공식 결제수단으로  통용되었으며, 

미국 달러화 및 영국 파운드화와 함꼐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 

                                                           
34 Vnesheconombank 2011 보고서 .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рынка облигаций внутренн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алютного займа.  

35 Указ от 07.12.1992 № 1565 « О мерах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внутреннего валютного 

долга бывшего Союза ССР». 



- 30 -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삼자경쟁을 벌인 바 있다. 36 양도성 

루블은 금본위제에 따라 통화가치를 유지하며, 루블당 금함유량은 

0.98741g 이다. 본 화폐는 경제상호원조회의 구성국간 결제체제 

도입시기인 1964 년 1 월 1 일부터 통용되기 시작하여, 

경제상호원조회의 구성국들과 관계된 무역 및 신용, 

결제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주의국가가 

국내통화로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어음이나 

현금으로도 유통되지 않았다. 금본위제에 따른 화폐는 가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금 거래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화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소련의 양도성 

루블은 시장경제에 기반하지 않았고, 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 

간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수요조사에 기반한 계획경제체제에 

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본위제에 내재된 가치변동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으며, 공산권역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양도성 루블은 공산권 경제부흥을 위해 

설립된 공산권 국제기구인 국제경제협력은행(IBEC;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과 국제투자은행(IIB;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에 의해 신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신용에 기반하여 

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간 상품과 용역의 수출입시 통화영수증을 

발행하여 무역거래의 증빙으로 삼았는데, 이를 통해 국가간 거래 

                                                           
36
 국제기축통화의 위상을 두고 벌어진 이 경쟁은 당시 세계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달러화만을 석유대금결제 수단으로 삼겠음을 공언하며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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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변제결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계획경제의 

예측가능성, 금본위제에 따른 통화가치 신뢰성, 고정환율제의 

안정성이 융화되어 있는 양도성 루블은 사회주의권 경제통합의 

토대가 되었다. 

고정환율제로 운영된 양도성 루블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상호경제원조회의(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의해 소련구성국 및 CMEA 에 가입한 사회주의국가간 청산수단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상호경제원조회의 회원국은 소련 중앙은행에 

자국 중앙은행의 특별 계정을 개설하고 모든 국가간 수출입 및 

국제신용에 따른 국제수지를 이 계정을 통해서만 청산한다. 주목할 

점은 양도성 루블이 국가간 공식 결제수단이기는 하나 실물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화폐로 발행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간 무역 및 신용계정의 청산과정에서 극단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이후 양도성 루블은 COMECON 의 승인을 통해 

1963 년 10 월 22 일 모든 COMECON 구성국들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공식통화로 지정되었고, 1964 년 COMECON 중앙은행을 

통하여 국가간 송금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양도성 루블의 가치는 

소비에트 루블의 가치와 다르다. 금본위제에 기초해 가치를 

산정하지만 금으로의 환전은 허용되지 않고, 자본주의권에서 

사용되는 통화로의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한하여 소련중앙은행 

(Vneshtorgbank)이 정하는 환율로 송금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소련중앙은행으로부터 해당국가에 유동성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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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내의 일반국민통화를 팽창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37 . 결국 

소련 중앙은행은 COMECON 구성국가가 COMECON 내부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기초해 양도성 루블과 해당국가의 국내통화간 

환율계수(Exchange Rate Coefficient)를 통제함으로써 유동성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경제통제는 공산권 

경제의 안정화 및 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1991 년 소련붕괴 후 

양도성 루블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소련붕괴 직후 짧은 기간 동안 15 개의 신생독립국들은 소련 

루블화를 자국화폐로 사용하였다. 소련 루블화를 폐제한 이후 

신생독립국의 화폐정책은 혼란을 거듭했다. 타지키스탄은 일시 

러시아 루블화를 채택했으나 곧 자국통화를 만들었으나 

외환시장에서 화폐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벨로루시는 

독립과 동시에 자국통화를 유통시켰으나 곧 이를 폐제하고 러시아 

루블화로 대체하였다. 근래 다시 자국통화를 새롭게 만들어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양도성 소련 루블화의 달러화간 시기별 

교환비율을 비교할 수 있다. 1987 년부터 소련 해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37
 Vneshtorgbank 와 Vnesheconombank 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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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소련 양도성 루블의 환율 

출처:러시아 Vneshtorgbank 보고서, 2004 

 

러시아는 소련의 대외채권을 처리함에 있어, 국제공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국들과는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양자협상의 

특성상 소련 양도성 루블화의 환율을 채무국별로 상이하게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표 II-4> 채무국별 루블화 대 달러화의 교환비율 

채무국
38
 교환비율 

인도 0.62
39
 Rb = $ 1 

                                                           
38
러시아는 소련 양도성 루블화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제기구의 

자료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한 후 남은 신빙성 있는 자료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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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0.6
40

Rb = $ 1 

체코, 헝가리
41
 0.92Rb = $ 1 

 표에는 인도, 개발도상국, 체코 및 헝가리의 교환비율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채무국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하에 러시아가 지정한 환율에 

따라 자국통화인 루피화로 대소련 채무를 변제하였다. 

개발도상국은 파리클럽과 같은 국제공조기구와 기타 채권국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았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는 

러시아가 정한 달러당 0.92 루블의 환율을 적용받았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채무국별로 서로 다른 채무재조정 

전략을 택한 것인지 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와 러시아에 관한 지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에 따라 채무국에 관한 

러시아의 전략도 다르게 수립되어 있으며, 전략의 상이는 

채무재조정 양태에 직접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9

  India’s External Debt. A status report. 2010.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xternal Debt Management Unit. August 2010; Rupee- 

Rouble Agreement: Was it Sell ou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28, No.11 

(Mar.13,1993), pp. 431-432.  

40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기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2005.대외경제정책연구원. 

41  Карелин О.В. 2003. Регулиров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редит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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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채무국 가운데 그룹 II 에 해당되는 구소련권 국가군과 

비소련권 국가군의 각 국가별로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채무국의 러시아에 관한 지향성을 살피기 위하여 

채무국과 러시아간 무역, 러시아의 채무국에 관한 외교적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채무국이 러시아에 편승하느냐 균형을 이루려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러시아의 대소련 채무재조정 전략도 

변화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3. 대소련 채무국 유형  

대소련 채무상환문제를 살펴보면 상기 언급된 것처럼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문제가 해결된 일부 국가군이 있지만, 

파리클럽의 대상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국도 있다. 따라서 

파리클럽의 대상이 된 채무국과 그렇지 않은 채무국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표 II–5> 대소련 채무국 유형 

G

R

O

U

개발도상 

국가군 

채무감면과 채무상환연기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 베트남, 

라오스
43
   

확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쾰른 조건, 확대 토론토 

                                                           
43
 1999.2.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모라토리엄 배경과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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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42
 

 

고채무 

빈곤 

국가군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44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쾰른 

조건 (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면제) 

조건, 나폴리 조건
45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나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폐
46
 

 

 

G

R

O

비소련권 

국가군 

파리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루블화 표시 대소련 

채무국인 비소련권국가 

대소련채무의 

45% 면제 

대소련 

채무의 

90% 면제 

 

                                                           
42
 채무국별 채무재조정 부록 1 

44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ProgressReports/20253173/StatUpdateM

arch2004.pdf   

45
파리클럽은 5 대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채무국별 심의원칙(case by case)에 

따라 파리클럽의 각 심의와 의사결정은 개별채무국 단위로 행해진다. 채무국마다 

다른 경제현황 고려해야하며, 채무국별 맞춤형 심의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원합의원칙(consensus)에 따라 파리클럽의 의결은 참가채권국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이루어진다. 파리클럽이 국제기구에 의해 공인된 

공식적 기구가 아닌 고액채권국들의 비공식 회합의 형태이으므로, 채권액의 

상대적 규모나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소수국가의 이익에 치우친 의결을 

사전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조건의 원칙(conditionality)에 따라 파리클럽은 다음 

세가지 조건을 준수하는 채무국만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협상에 착수한다.  

46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

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ProgressReports/20253173/StatUpdateMarch2004.pdf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ProgressReports/20253173/StatUpdateMarch2004.pdf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ntMDK:20236241~menuPK:488504~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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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2

47
 

 

 

 

 

 

인도 

 

몽골, 

북한, 

쿠바 

구소련권 

국가군 

러시아와 대소련 

채무국간양자협상 

대소련채무의 

15-35%면제 

대소련 

채무 

100%면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

탄 

G

R

O

U

P 

3 

미해결 

국가군 

러시아를 구소련의 채권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1991 년 독립한 후 

대소련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본 표에 포함되지 않음. 

러시아와 대소련 채무국간 채무재조정 협상의 결과는 다음 여섯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1)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소련 

채무문제 해결(그룹 I에 해당) 

(2) 대소련채무의 45% 면제 (그룹 II 의 비소련권 국가군의 1 에 

해당) 

(3) 대소련채무의 90% 면제 (그룹 II 의 비소련권 국가군의 2 에 

해당) 

                                                           
47
 채무국별 채무재조정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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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소련채무의 15-35% 면제 (그룹 II 의 구소련권 국가군의 

1 에 해당) 

(5) 대소련채무의 100% 면제 (그룹 II 의 구소련권 국가군의 2 에 

해당) 

(6) 미해결 채무국 (그룹 III 에 해당) 

표에 따르면 그룹 I 은 파리클럽을 통하여 대소련채무를 

해결한 국가군이다.  고채무빈곤국(HIPC)으로 분류된 채무국은 

파리클럽의 쾰른조건 48 으로 90%를 면제받았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파리클럽의 나폴리조건과 확대 토론토 조건에 의해 65%에서 80%를 

면제받았다. 그룹 II 는 파리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이다. 

여기서 대소련 채무국을 소련권 국가와 비소련권 국가로 

구분하였다. 비소련권 국가의 경우, 두 가지 대외채무상환 방식이 

채택되었다. 첫째는 인도와 같이 채무국 화폐로 현금상환하는 

방식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두번쨰는 구소련권 국가 및 

쿠바, 북한, 몽골에 적용된 방식으로서 중장기적 국가간 협력을 

전제로 채무감면이 행해지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구소련권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와 타지키스탄 49 이다. 발트 

국가의 경우 1989 년 8 월 23 일 소련에서 독립된 후 파리클럽을 

통해 대소련 채무를 상환하였다.  1991 년 러시아는 러시아가 소련 

                                                           
48

 그룹 I의 부록 참조. 
49

 Бризицкая А.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алютно-кредитные отношения. ( Владивосток.:    

ДВГУ.2000) с.25. (국제금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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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권의 공식 승계국임을 공인하는 국가에 한해 대외경제지원에 

착수할 수 있음을 구소련권 국가에 공표하였다. 독립 직후 찾아온 

심각한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었던 구소련권 국가들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97 년 러시아는 파리클럽에 

가입하여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대소련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2004 년에는 고채무 빈곤국을 

상대로 대소련 채무문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파리클럽 가입 

이후 러시아는 파리클럽이 다루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구소련 

대외채권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50를 보였다.  

그룹 II 의 대소련채무국 중 비소련권 국가는 인도, 쿠바, 

몽골, 북한이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은 적극적인 무역거래와 

신용거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인도는 비록 

사회주의국가군에 속하지 않지만, 인도의 해외 군수물자 조달국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급처는 바로 소련이었다. 인도는 러시아와 

1991 년 상호우호조약을 맺었으며 대소련채무의 45%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장기채무로 전환받았다. 2000 년대 푸틴집권 이후 

다시 25% 면제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채무는 양국간의 공동투자 

사업 및 상품수입 대금으로 전환해 변제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북한, 쿠바 그리고 몽골의 경우는 처리경과가 색다르다. 

1991 년부터 2011 년까지 러시아와 상기 세 국가간 관계는 경색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서방세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으며,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북한, 쿠바, 몽골에는 

                                                           
50

 A.Б.Хейфец, Корпоративная интеграция: Альтернатива дл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ЛКИ.2008) c.45. (Integration with Former Soviet Union States) 



- 40 - 
 
 
 

소련시기 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 그리고 태평양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2010 년에 들어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2010 년에 12 월 14 일 몽골과 

가장 먼저 대소련 채무의 97,8% 를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강화하였고, 2012 년 9 월 18 일 북한의 대소련채무의 90%를 

면제하고 남은 10%는 북한경제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처리하였으며, 2013 년 12 월 11 일 쿠바 대소련채무의 90%를 

면제하였다. 

그룹 III 에 해당되는 채무국들은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이다. 해당 국가들은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권 승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채권승계는 인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상환할 의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다.51  

이와 같이 그룹 I 은 대소련 채무를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그룹 II 에 해당되는 채무국은 대소련 채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제공조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직접 해결하고 있다. 그룹 II 는 비소련권 국가군과 

구소련 국가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대소련 채무재조정에 있어 

채무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러시아의 차별적 처우가 부각되는 

집단이다. 비소련권 국가군의 쿠바, 몽골, 북한 그리고 구소련권 

국가군의 카자흐스탄은 대소련 채무의 90%를 면제 받은 반면 기타 

채무국들은 15-45%만을 면제받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대소련 채무국들간의 협상 방법, 협상 내용, 협상 결과의 

                                                           
51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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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추이를 비교분석하여 러시아의 대외지역전략이 구체적 지역 

국가군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에 투영되는 양상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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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양자 협상을 통한 채권 처리과정  

1. 대소련 채무국의 분류 

 대소련채무상환 문제를 살펴보면 I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리 클럽을 통하여 채무문제가 해결된 국가군이 있지만, 

파리클럽에서 다루지 않아 러시아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채무재조정에 나선 채무국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리클럽의 

대상이 된 채무국과 그렇지 않은 채무국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다. 

 그룹 I 은 파리클럽을 통하여 대소련채무를 해결한 

국가군이다. 채무국 다수가 고채무빈곤국 (HIPC)이었으며 

파리클럽의 쾰른조건으로 채무의 90%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국가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국가들이었으며, 파리클럽의 

나폴리조건으로 65%에서 80%를 면제받았다. 그룹 II 는 파리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군으로서 소련권 국가군과 비소련권 국가군으로 

구분하였다. 러시아는 그룹 II 에 해당되는 채무국과 양자협상으로 

채무상환문제를 해결하여 자국의 대외정책과 그 의도를 노출한 바 

있다. 그룹 III 은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의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군이다.  

 그룹 II 에 속한 채무국의 경우 러시아의 채무처리 양태에 

두가지 패턴이 나타났다. 하나는 대소련 채무의 극히 일부분을 

형식적으로 면제하고 대부분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장기채무로 

만기연장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소련 채무의 90%를 면제 

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러시아가 그 채무국에 투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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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채무문제를 사실상 종결짓는 것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가 해당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룹 II 에 해당되는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의존도를 살펴보며 그 결과에 따라 채무국별 대러 지향성을 

분석하였다.  

 

2. 대소련 채무국의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 

및 성향분석 

1) 비소련권 국가군 

 대소련 채무국 중 비소련권 국가군은 인도, 북한, 몽골, 

쿠바이다. 52  비소련권 국가군의 대소련 채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은 두가지였다. 

 

 

 

 

 

 

 

 

                                                           
52
 폴란드의 경우 파리클럽을 통해 대소련 채무를 이미 해결한 상태이다. 1997 년 

러시아의 파리클럽 가입 직전까지 매년 대소련 채무를 15%씩 상환했고, 1997 년 

이후 잔여분 45%를 면제 받아 대소련채무를 전액상환하였다.   

비소련권군  

대소련 채무국 

대소련 채무의 45% 면제  

나머지 일부를 장기채무로  

만기연장 (인도) 

대소련 채무의 90% 면제 

잔여 10%는 해당 채무국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 

(쿠바, 몽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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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대소련 채무의 45% 를 면제받았는데, 소련해체 전 

친소 성향을 보여 왔으며 소련과 적극적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1991 년 소련 해체 이후 관계가 중단되었다. 푸틴 집권 1 기까지 

러시아와 인도간 무역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푸틴 

집권 2 기 이후의 러시아는 실용주의적 전방위 (multi vector)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대외 영향력을 회복해 가는 단계 53까지 이르렀다. 

특히 구소련의 대외적 영향력을 재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소련 

채무문제를 적극 활용하였고,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대소련 

채무국들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관점에서 

인도의 사례를 살펴본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인 1991 년 인도와 우호조약을 맺으며 

대소련채무의 45%를 면제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장기채무로 

전환하였다. 푸틴 집권시기의 러시아는 인도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다시 25%를 면제한 후 나머지는 양국간의 공동투자 사업 및 

상품수입 대금으로 상환처리하였다.  

반면 북한, 쿠바, 몽골과 러시아간 관계는 1991 년부터 

2011 년까지 냉각되어 있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서방세계와의 관계구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북한, 쿠바 그리고 몽골에는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러시아는 2010 년에 12 월 14 일 몽골의 대소련 채무 중 

97.8%를 면제하였다. 연이어 2013 년 12 월 11 일과 2012 년 9 월 

18 일 쿠바 및 북한의 대소련채무도 90% 면제하였다.  

                                                           
53

 신범식. 21 세기 러시아의 동맹 - 우방 정책의 변회의 전망. 21 세기 

세계동맹질서의 변환. EAI NSP Report 4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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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소련채무의 45%를 면제받은 국가군 

 

가.  지하자원 

 인도는 소련의 전통적 우방국이었으나, 소련 해체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간 관계는 1990 년대 말까지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자연히 경제관계 또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2000 년 양국은 

전략동맹협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양국이 상호협력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러시아와 인도간의 주요한 경제적 연대는 천연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인도의 지하자원은 석탄이 풍부한 

반면 석유가 부족하여 석유 소비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54 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조약 체결 이후의 인도는 2025 년 러시아의 

세번째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55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인도는 석유의 공급을 중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2001년 러시아와의 공동투자법인인 ONGC-Videsh 유한회사(ONGC – 

Videsh Limited)를 설립하여 러시아내 천연가스 및 유전개발 사업인 

Sakhalin I Project
56에 17 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5 천만톤 규모의 석유를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러시아내의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외국이 직접 

투자하고 생산물을 분배받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54 Oil Market Report, 2011. (http://omrpublic.iea.org/) 

55 http://www.iea.org/countries/non-membercountries/india/ 

56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keyword/sakhalin/featured/4 

(검색일:2014 년 1 월 15 일) 

http://omrpublic.iea.org/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keyword/sakhalin/featur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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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서, 인도와의 관계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나. 무역 

 소련은 인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가 제시하는 

조건과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였다. 그래서 무기공급의 

반대급부는 인도에 유리한 낮은 금리의 장기채무 형태를 띄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인도의 대표적 무역 

파트너였으나 1980 년대 이후 소련과 인도간 관계는 냉전의 종식와 

더불어 냉각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인도는 군사무역은 

물론 통상적 상거래 무역마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옐친은 1993 년 

인도를 방문하여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인도의 대소련 

채무를 전향적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조치의 하나는 7 억 5 천 달러의 채무를 12 년 만기로 설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40 억 5 천 달러의 채무를 45 년 만기로 설정한 

것이었다. 57  하지만 인도 내부에서는 대소련 채무청산과 관련하여 

좀더 세부적인 논쟁이 있었다. 인도의 대소련 채무는 소련이 

발행한 루블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러시아는 인도의 대소련 채무를 

러시아가 발행한 루블화로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경우 

소련 루블화와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채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환산할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협상 끝에 양국은 인도 화폐인 루피화로 

                                                           
57   http://www.mid.ru/bdomp/ns-rasia.nsf/1083b7937ae580ae432569e7004199c2/628635e3 

161b6b 6 c4425795700339704! (러시아와인도관계에 대한 러시아 외교통상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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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는 것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소련 루블과 루피간 

환율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협상에 

따르면 1990 년 1 월 1 일 인도는 1 소련루블당 19.9169 루피의 환율을 

제안한 반면, 러시아는 1 소련루블당 31.7514 루피를 주장하였으며, 

만기 이후의 이자로 연리 2.5~2.6%를 요구하였다.58 인도는 대소련 

군사무역 채무 이외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채무가 있었다.  

1) 정부간 대출에 의한 루블화 채무(루블당 10 루피의 고정환율 

채택) 

2)  금본위제의 금함유량 평가에 기초해 행해지는 루피화와 

루블화간 환율 조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상업채무  

3) 금본위제의 금함유량 평가에 따른 루피화와 루블화간 환율에 

기초해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채무에 대한 지체보상금 채무 

4) 금본위제의 금함유량 평가에 따른 루피화와 루블화간 환율에 

기초해 지불되어야 할 용역에 대한 보상채무59.  

 이것은 1978 년 소련과 인도 간 이루어진 협약의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상기 언급한 루피화와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은 장래의 

경제변동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비율로 고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는 새로운 

                                                           
58

 India’s External Debt. A Status Report. 2010-2011.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xternal Debt Management Unit. August 2011. 

URL:  http://finmin.nic.in/the_ministry/dept_eco_affairs/economic_div/Indian%20 

External%20Debt201011E.pdf  

59  Rupee-Ruble Agreement: Was it a Sell – Out?.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28, 

No.11 (Mar.13,1993), pp. 431-432  

http://finmin.nic.in/the_ministry/dept_eco_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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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을 제시하였던 것이었으며, 결국 러시아는 인도가 부담해야 

할 대소련 채무의 45%를 면제한 후 나머지 55% 채무는 2022 년까지 

만기연장하고 협상을 종결지었다.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국제 석유가격의 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신생독립국 러시아는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단기에 호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국가간 거래 즉 무기수출이나 원자로 설비수출 프로젝트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무기를 

현금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지닌 국가는 일본, 대만, 중국, 

인도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외관계 및 대외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식 무기체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국가는 인도뿐이였다. 

러시아의 대외전략적 측면에서나 현실적 가능성 측면에서나 

러시아는 인도의 군사설비 구축사업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은 군사기술협정을 체결하여 약 150 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산 무기체계 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60    

 이와 같이 인도와 러시아간 관계를 이어주는 주요 이슈는 

인도의 대소련채무와 러시아가 제공한 무기체계 및 과학기술 

기반시설이다. 인도는 대소련채무를 2022 년까지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러시아는 인도와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가 러시아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이 

구축한 무기체계와 과학기술 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60

 http://www.mid.ru/ns-psmak.nsf/processQueryBl?OpenAgent 2010 년 러시아 외교통상부 

보고서  

http://www.mid.ru/ns-psmak.nsf/processQueryBl?Open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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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기술과 금융을 제공하여야 하며, 반대급부로 인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를 장기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다. 

(2)  대소련채무의 90% 면제 받은 국가군 

 

가. 지하지원 

 몽골, 쿠바, 북한은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소련 

해체 후 신생독립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냉각일로에 있었다.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대소련 채무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혜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몽골은 여타 대소련 채무국과는 달리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그러나 자체 정유설비가 없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61  석유는 주로 교통과 전기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교통에너지 수요가 연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은행은 

몽골정부가 2008-2015 년 29 억 달러를 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석유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62 

몽골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수요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간 

무역 경유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트럭과 버스 등에 사용되는 디젤 수요는 연 5.3% 비율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간 육상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몽골 횡단 

                                                           
61 Nearly all the crude oil is export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62 World Bank. 2007b.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thinking the Delivery of 

Infrastructure Services in Mongolia. Available: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 

en/2007/06/8842813/mongolia-foundation-sustainable -development-rethinking-delivery-

infrastructure-services-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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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울란바타르에서 중국을 잇는 

고속도로,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동시에 건설 중에 있는 점도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한다. 

2001 년에서 2007 년사이 몽골의 승용차 시장이 연 14% 비율로 

성장함에 따라 차량용 가솔린의 수요는 최소 연 3.2% 비율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러시아와 

몽골간 경제관계 재건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쿠바 정부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자국산 천연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발전설비가 부족한 쿠바는 에너지 수급의 

대부분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주요 장애요소가 되곤 하였다. 

에너지 자립은 쿠바의 국가적 목표이며, 이를 통해 제조업, 교통,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쿠바는 보존자원을 

개발하여 석유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국가 기간설비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변국과의 

관계개선도 주요 선행과제이다. 쿠바경제는 석유의존도가 대단히 

높은데, 에너지 소비의 72%가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외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천연가스 3.6%, 석탄 0.1% 에 불과하다. 

소련 붕괴시 까지 소련이 유일한 에너지자원 공급국이었으며, 

소련제 석유는 쿠바의 설탕 및 담배와 물물교환을 통해 공급되었다. 

물물교환시 소련은 쿠바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탕의 가치를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63  1989년 공산권 블록이 해체되고 

                                                           
63 In 1988, the price of Cuban sugar was for times the world price. For more information see 

Perez-Lopez (1992) who cited data from Comite Estatl de Estadisticas, Anuario esitadistic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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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쿠바의 설탕은 즉시 저평가되었고, 

석유수입 비용은 폭등하였다. 1990년 소련과 쿠바는 향후 화폐로 

매개되지 않는 물물직접거래 비중을 줄이고 석유 및 설탕가격을 

국제시장가격에 동조키로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소련 붕괴 전 쿠바의 대외무역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2%나 되었으므로, 협약 체결 후의 

쿠바는 석유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 협약으로 

인해 쿠바 경제 특히 에너지 부문은 심한 타격을 받는다. 

소련으로부터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받은 원유를 제3국에 

재수출하여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던 관행도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64 

북한은 자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수요 및 공급현황에 관해 인용할 수 있는 

북한측 공식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북한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향후 에너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 예견되고 있이다. 2000 년 11 월 김정일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간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회담의 결과 양국은 무역을 

포함해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를 복원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Cuba. He also cited instances where Cuba bought sugar in the open market and resold to the 

Soviets and gained massive profits that help finance petroleum imports. 
64 http://www.eia.gov/countries/country-data.cfm?fips=CU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검색일: 2014년 1월 3일) 

http://www.eia.gov/countries/country-data.cfm?fips=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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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러시아 극동에 인접한 북한의 라진항을 장기임차하며 

유사시 상선의 이동경로를 따라 한반도를 해상포위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하였다.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가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아닌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나아가 한반도 내에서 인접 강대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했는데, 스탈린 이후 장기간 

냉각기를 걸어온 북러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제였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이  석유공급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로의 움직임을 시작한 

중국에 담지된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이 석유공급원의 

다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65하였다. 때마침 러시아 극동 

사할린 지역에서는 채산성 있는 형태의 천연가스전과 유전이 

발견되어 시추와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가스를 육로를 통해 한반도에  공급하면, 미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 패권구도 특히 남북러 삼국관계를 러시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고,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 또한 

자연스럽게 확대된다는 전략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배경을 

이룬다. 푸틴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연해주를 거쳐 북한 및 

남한으로 이어지는 육상가스관 운송 형태의 가스공급안을 

제안하였다. 원유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남북한으로 가스를 

이송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며,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출하기 위한 해상시추 및 해상 선박운송 

설비가 이미 건설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임에도 

                                                           
65
 북한의 대외채무 해결방안 모색, 북한조사연구』(1998),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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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푸틴은 한반도 가스공급 사업에서 해상 운송설비안을 

제외하였다. 남북러 삼개국이 동시 합의해야하고, 운용과정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육상가스관 사업을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극동지방 개발사업과 동북아 권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연계시키기 위함이며, 이는 러시아의 태평양 

국가화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남한은 해상운송 육상운송을 

불문하고 가스의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와 협조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나. 무역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온 러시아-몽골간 무역규모의 

축소세는 2000년대 들어서 완화되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몽골에서의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2006년 양국간 

무역액은 5억달러 규모로서 2000년보다 무려 75% 증가하였고, 

2008년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 무역이었다.  

이후 2010년까지 양국간 에너지 무역은 연 50% 비율로 

상승하였는데, 현재의 몽골은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평가될 만큼 종속되어 있다. 몽골 대외무역의 20%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향후에도 몽골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가장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 12월 푸틴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몽골의 대러시아 

부채 중 98%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양국관계가 더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였다. 2000년 푸틴이 몽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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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러시아가 몽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2010년 몽골과 러시아는 몽골의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에 

합의하였고, 연 2000톤의 우라늄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몽골은 약 62,000톤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몽골 

경제는 우라늄 무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몽골은 

우라늄이 활용되는 원자력 발전설비를 찾추지 못하고 있으며, 

도입계획도 없다. 생산된 우라늄 전량을 러시아에 수출할 뿐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권이 해체었을 때 쿠바 경제는 기능을 

멈추었다. 소련 시기 모스크바가 주도했던 COMECON의 

구성국으로 구성된 시장에서는 쿠바가 유일한 설탕 공급국으로 

기능하며 독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COMECON 구성국간 이루어져 왔던 독점적 상호의존적 

무역네트워크도 붕괴한 시점에서 쿠바 경제는 시장경제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크루드 오일 생산국이었던 소련은 1990년대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산을 단행했다. 일일 

석유생산량이 1989년 일일 1679톤  규모 에서 1990년 일일 1606톤 

규모로 축소되었다. 소련의 외화부족 문제와 석유수출 감소는 

자연히 대외차입을 증가시켰고, 이는 국가신용도를 하락시켰다. 

소련이 처한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소련은 쿠바로 

수출되는 원유의 결제방법을 설탕과의 물물교환이 아닌 경화지급 

형태로 바꾸었다. 나아가 1991년 1월 1일부로 소련은 쿠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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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되는 석유에 대해 루블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 구소련권역에서 쿠바로의 석유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석유조달이 시급했던 쿠바는 역사상 처음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기업에 자국의 석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계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직접 쿠바의 석유산업에 투자하도록 

조치하였다. 해당 기업과 쿠바정부간 생산물 분배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 계약은 향후 쿠바정부가 맺는 생산물 공유계약의 

표준이 되었는데, 4년간의 탐사와 25년간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율은 30%이고 생산물 중의 쿠바 몫은 11%였다. 1999년 

5월 14일에 이르러 구소련 시기 COMECON 구성국 간의 무역구조 

하에서 행해졌던 석유와 설탕간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러시아와 쿠바 양국 재무관료에 의해 재개되어 

최종합의까지 이르렀다. 150만 톤의 크루드 오일과 80만톤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본 계약은 구소련 시기 

행해졌던 경제보조 성격의 무역이 부활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쿠바의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 간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것이며, 국제 시장가격에 따라 통상적 

형태의 무역 형태로 행해질 것이라고 양국 정상은 밝혔으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과거 시행했던 공산권 구성국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을 러시아가 재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 시기부터 러시아의 경제와 무역 파트너였다.양국

간 경제관계는 1949년 3월 17일 소련과 북한간 경제문화교류 

양자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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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체 이후 오랜기간 북러관계는 냉각기에 있었으나, 

푸틴집권 2기에 들어 비로소 양국간 투자활동과 무역이 재개되었다. 

북러간 무역 규모는 2011년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고, 러시아의 

수출량은 20.8% 증가하였다. 2011년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 

석유가 42.7%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철강∙기계∙자동차부품이 

22%증가하였으며, 기타 재화가 6.7% 증가하였다. 반면 북한의 

대러수출품은 석탄과 옷감이 주를 이루었는데 전년 대비 11.5% 

감소하였다.66 

<표 III-1> 대러시아 채무국의 대외활동 

채무국별 국제기구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기구 

몽골 UNDP, ADB, IMF, 

USAID, ASEAN, IREA, 

OSCE 

APEC, SCO (Observer), 

EEC
67

, CU
68

 

쿠바 ACP, ALBA, AOSIS, 

CELAC, FAO, G-77, 

IAEA, ICAO, Interpol, 

IOC, IOM (observer), IPU, 

ISO, ITSO, ITU, LAES, 

LAIA, NAM, OPANAL, 

OPCW, PCA, Petrocaribe, 

UN, UNCTAD, UNESCO, 

UNIDO, Union Latina, 

UNWTO, WTO 

 

북한 FAO, G-77, ICAO, ICRM, 

IFAD, IFRCS, IHO, IMO, 

IOC, IPU, ISO,ITSO, ITU, 

NAM, UN, WHO, WIPO 

ARF 

                                                           
66 http://www.rusembdprk.ru/rossiya_i_kndr/torgovoekonomicheskoe_sotrudnichestvo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내 러시아 대사관 보고서   

67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68 Customs Union  

http://www.rusembdprk.ru/rossiya_i_kndr/torgovoekonomicheskoe_sotrudnichest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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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르면 대소련 채무를 90% 이상 면제 받은 채무국은 

구소련 권역의 재건을 염두에 둔 러시아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 그 

지정학적 가치에 비해 러시아와의 대외적 연계가 강하지 않다. 

그러나 몽골은 소련의 구성국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여 

예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있다. 

몽골은 상하이 협력 기구(SCO)에 가입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하여 몽골과 중국 간 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몽골을 지원할 

경우 몽골의 전략적 선택지가 다양해져 러시아의 대외전략적 

동기가 관철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몽골과 

중국은 경제 특히 에너지자원 교류 측면에서 공동 투자사업에 

적극적인 반면 몽골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복원 속도가 

더디다. 이런 배경 하에서 러시아는 러-몽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대소련 채무감면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쿠바와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가 양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쿠바와 북한의 국가적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켜주는 것 만으로도 

원활한 관계복원이 이루어지고 또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국가인 쿠바는 남미권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일방적 수준의 경제지원을 행할 수 있는 남미 

국가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북한도 역시 대외적으로 폐쇄된 

국가이어서, 러시아 측에서도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소련은 

한 때 북한에 있어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했던 사회주의 동맹국이자 

경제적 후원국이었지만, 1980 년대 후반 이후 소련에 개혁과 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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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사회적 호응을 얻게 되면서 북한-소련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다. 1991 년 갑작스런 소련의 붕괴와 연이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혼란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단절시켰다. 경제위기에 처한 신생 러시아는 대북 

경제원조를 급속히 줄였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경화결제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해 동맹국 간의 신뢰와 유대보다는 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북한은 한 때 공산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 있는 러시아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급기야 1990 년 9 월에 이루어진 한-소 

수교장에서는 직접적인 분노를 표하기도 하였다.  1990 넌 11 월 

북한과 소련 사이 지속되어 왔던 바터 방식의 거래관행과 소련이 

북한에 제공해 왔던 에너지, 군사기술에 적용되었던 우호가격 

제도의 페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거래 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의 소련에 대한 불신은 표면화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는 독자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69  2010 년에 들어 경제지원과 

가스 및 석유 사업을 매개로 북러관계가 해빙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이미 

공고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른 시일 내 중국에 버금가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런 배경 하에 러시아는 

북한이 지고 있던 대소련 채무의 전액 면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양국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69 http://news.kremlin.ru/news/8233 (검색일: 2012 년 6 월 4 일) 

http://news.kremlin.ru/news/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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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소련권 국가군 

(1)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낮은 국가 (카자흐스탄)  

가. 지하자원  

 구소련권국가 중 카자흐스탄은 경제개방과 풍부한 

천연자원의 수혜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춘 국가로 평가된다.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대소련 채권의 공식적 승계국으로 가장 먼저 인정하고 

러시아로부터 대소련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소련 시기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연방구성국 중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국가였다. 소련 시기의 카자흐스탄의 

곡창지대는 구소련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곡물 공급처로 기능하여 

소련 농업의 중심지이자 경제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소련해체 이후에도 현재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권 국가에 

곡물을 공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2 년 10 월 22 일 러시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유라시아 각국과도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련은 연방 내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대부분을 러시아 

공화국 내의 서부 시베리아 유전에서 조달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원유 공급량 통제권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1998 년 8 월 

석유가격 폭락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공급에 

기반해 유지하던 구소련 권역에 대한 영향력을 일시 상실하였다. 

이 때 국제 석유기업들은 일제히 구소련권 국가에 석유개발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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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권의 각국은 이 제의에 응하였다. 그 가운데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브리티시 피트롤륨(British Petroleum)이 제안한 BTC 

(Baku-Tbilisi-Ceyhan) 가스관70 프로젝트71가 있다. (아래 표 참조.) 

<그림 III-1> Planned South Stream and Nabucco gas pipeline 

 

 
 

출처: Natural Gas Europe Journal (1 December, 2013). 

 

1998 년 10 월 29 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카자흐스탄 4 개국 

정상은 한자리에 모여 앙카라 선언(Ankara Declacation)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석유 운송회사인 트란스네프트(Transneft)도 같은 루트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사업72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개국 정상은 영국 주도의 BTC 가스관 

건설안에 서명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70

 Antonova, Maria.2009. “Rescuing Nabucco.” Moscow Times, March 18. (검색일: 2012년 

8월 34일). 

71
 IEA, The  Politics of Central Asian and Caspian Energy, 2010  

72
 Blagov, Sergei. 2009. “Turkmenistan:Ashgabat Wonders Whether Russia Still Has Deep 

Pockets.” Eurasianet. (Marc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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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공급을 통제하여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은 석유운송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 과정에서 그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또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놓고 미국⋅유럽연합 측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거대 석유자원 수요처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로 인해 석유와 가스의 수송로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러시아는 자국산 자원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의존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중국은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카자흐스탄과의 파이프라인 구축사업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0 년대 이후의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러시아는 자국에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국가로서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중국은 새롭게 부상한 강국이자 접경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위치와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관계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기능한다. 2000 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과 루크오일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사업인 탄화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73  그러나 러시아는 영미권과의 

                                                           
73 Edward Chlow & Leigh Hendrix,  Central Asia’s Pipelines: Field of Dreams and Realit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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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지원 및 연계망이 이미 구축된 카자흐스탄에서 

구소련시기에 견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교류가 깊지 

않았으며 낙후된 서쪽 지역의 접경국가 정도로 평가절하하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석유 

수요를 바탕으로 공고한 외교관계를 구축하였다. 

 

나. 무역 

  

<그림 III–2> Bilateral Trade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USD mln 

 

 
Dark Bar: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 Bright Bar: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수출액, Consecutive Curve: 양국의 공동 이익 추이.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센터 데이터. 

 

 2006년 현재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교역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무역액은 2000년 44억 4,700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중앙아시아 전체 무역액 중 76.5%인  128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무역수지는 2001년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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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51억 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무역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카자흐스탄이 

현재까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인데, 카자흐스탄 북부 국경선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점과 구소련시절 구축된 경제인프라 특히 원유수송망과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이 양국간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 채무국의 대외활동: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였다. 

1998 년 카자흐스탄의 주도하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entral Economic Community)를 

구성하였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은 2000 년 10 월 10 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를 구성하였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성국은 중앙아시아 경제공통체 구성국가에 

러시아를 추가하였을 뿐이었다. 2002 년 2 월 미국의 주도로 

국제범죄와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가 구성되었다. 구성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2002 년 6 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더불어 샹하이 

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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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모델 삼아 만들어 졌다.  

 

(2)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  지하자원 

 

<표 III-2> 구소련권국가군의 러시아산 지하자원의 비율 

 

국가별 러시아산 지하자원의 비율 (%) 총 (%) 

2009 2010 

아르메니아 59.02 48.19 51.10 

벨로루시 99.59 87.17 95.44 

키르기즈스탄 40.09 79.00 41.90 

타지키스탄 83.53 98.70 84.41 

우즈베키스탄 0.78 53.30 19.89 

몰도바 24.26 12.95 24.60 

조지아 11.08 6.70 8.80 

우크라이나 55.71 76.80 55.72 

출처: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하자원에 대한 의존률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있다. 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벨로루시 

95.44%, 타지키스탄 84.41%, 우크라이나 55.71%와 아르메니아 

51.10%, 키르기즈스탄 41.90% 순이다. 

벨로루시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도 구소련 시기와 같은 

긴밀한 의존관계를 러시아와 유지하려 하였으며, 이런 취지에서 

러시아의 루블화를 자국 통화로 선포하였다. 이 시기 러시아 석유 

회사인 Gazprom은 러시아 국내가격으로 가스를 장기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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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벨로루시는 2006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1000㎥당 46달러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7년부터 1㎥ 당 2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벨로루시는 러시아에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러시아와의 후견적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측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을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제3산유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공급받으려는 시도를 수차례 저지한 바 있다. 2002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공동투자사업을 통해 자국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NABUCCO
74프로젝트라 불리는 본 사업은 러시아의 절대적 반대에 

부딪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타지키스탄의 

러시아산 자원 구매 비중은 84.41%에 달한다.  벨로루시와 더불어 

타지키스탄은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과도한 국가로 분류된다.  

아르메니아의 전기공급은 전체 발전량의 70%를 소련이 

건설한 발전소에서 담당하는데 천연가스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아르메니아는 이 발전용 가스수요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Interenergo나 Gazprom과 같은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74 Antonova, Maria.2009. “Rescuing Nabucco.” Moscow Times, March 18. 

(검색일:2012 년 8 월 3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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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인은 아르메니아 국내경제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독점적 

국영기업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러시아산 석유과 천연가스구매 비중은 

41.9%로서 높은 편이지만, 위에 언급한 여타 국가보다는 낮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서 공급되는 

석유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몰도바는 대러관계와 대서방관계의 양상에 

따라 천연자원 조달처를 수차례 교체한 바 있으며, 이런 이유로 

러시아산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기복을 보인다. 천연자원과 

관련한 대러시아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난 조지아는 

2008년 8월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었다.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 측면에서 러시아에 관한 의존도를 신속히 낮출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방대한 화석연료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기업인 

Uzbekneftegas사는 우즈베키스탄 전국토의 60%에  원유 및 천연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Gazprom은 

우즈베키스탄의 Uzbekneftegas와의 계약을 통해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를 구매하여 정제한 후 우즈베키스탄내에 

재 공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몰도바는 벨로루시와 달리 신생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몰도바가 가스공급선을 

다변화할 경우 가즈프롬은 몰도바에 공급하는 가스의 가격을 

올리겠다며 압박하였고, 몰도바측의 불응이 있자 가즈프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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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러나 양국간 

갈등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몰도바 국영가스기업인 Moldovagaz의 

주식 63.4%를 매입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나. 무역 

구소련 붕괴 후에도 루블화 권역의 회복을 추진했던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정책적으로 원조성 무역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계약의 체결여부와 계약상대국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 대러시아 경제관계를 희망했다. 이러한 CIS 국가들의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의지와 러시아가 아닌 유럽의 일원으로 

편입되고자 했던 점은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무역을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통상적 교역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은 2000년까지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구소련의 구성권역에 

속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기반이 러시아의 천연자원 및 

산업기반을 전제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무역수지 불균형의 근본적 요인은 구소련의 분업화된 산업정책과 

석유정제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중앙아시아 석유산업구조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I-3> 구소련권국국가별 러시아의 수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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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러시아의 수출비율 (%) 총 (%) 

2009 2010 2011  

아르메니아 24.8 21.9 21.5 22.73 

벨로루시 58.5 51.3 54.0 54.60 

우크라이나 29.1 36.5 35.3 33.63 

키르기즈스탄 36.6 33.6 33.6 34.60 

타지키스탄 22.3 23.6 20.6 22.17 

우즈베키스탄 21.0 25.5 23.6 23.37 

몰도바 11.4 15.2 15.9 14.17 

조지아 6.5 5.5 6.1 6.03 

출처: Trade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김영규, 엄구호, 

“CIS역질서 재편과 러시아”, [중소연구, 제 30권 제2호], pp.98-99; 

고재남, “러시아의 대 CIS 종책과 CIS통합운동”, 유세희편, 현대 

러시아 정치론, p.369 참조.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무역액은 2001년 258억 

1,9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연평균 25% 증가한 64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75. 대중앙아시아 무역액은 2005년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26억 90만달러, 2006년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67억 

4,69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중심국가로 지정된 바 있어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국내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대러무역량은 증가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던 카자흐스탄이 그 수혜국이 

                                                           
75
장병옥(2001),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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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러시아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역액은 2002년9억 3,700만 

달러에서 2006년 23억 7,5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앙아시아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 불과하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액은 급격한 

증대는 없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이 국가들에 

대하여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의 공조하에 행해지는 

다수의 국책건설사업 및 경기부양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의존도 또한 경제적 종속이 

거론될 만큼 심화되어 있다. 

 

다. 대외활동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은 

다자간안보기구의 수립을 기제로 촉진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가 ‘세력균형’을 위해 추진해온 미국과의 개별적 연대를 

지양하고, 다자간협력기구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연대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유엔, NATO,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GUAM을 포함해 안보 및 경제협력 목적의  다자적 

협력기구가 포함된다. 이는 러시아 주도의 지역 협력체에 대응한 

것으로서 CIS 내에서 대표적인 친서구성향의 협력체로 GUAM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1997년 10월에 탈러시아 의지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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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주축이 되어 

구성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1999년 

CIS에서 탈퇴한 우즈베키스탄이 GUAM에 가입함으로써 명칭이 

GUUAM으로 변경되었지만, 2005년 GUUAM 마저 탈퇴하여 명칭이 

GUAM복귀되는 등 중앙아시아를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간의 

팽팽한 긴장이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반영되어 있다.  

 러시아가 구소련권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다자안보협력기구로는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EurAsEC(유라시아경제협력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SCO(상하이협력기구: Sha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있다. EurAsEC 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자안보기구이며, SCO 를 제외하면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CIS 는 구소련 공간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CSTO 의 전신인 CST(Treaty on Collective 

Security)는 1992 년 3 월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이 참여해 

창설되었고, 창설 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벨로루시가 

참여했다. CST 는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러시아 중심의 군사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친서방 성향이 

강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반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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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가 심했다. 1994 년 4 월 조약이 연장되었음에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은 이내 탈퇴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계획은 군사적 연대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점차 

EurAsEC 와 같은 경제협력기구를 통한 경제적 연대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1999 년 2 월 러시아를 주축으로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관세동맹 및 공동 경제공간조약’(Customs Union 

and Common Economic Space)을 체결했다. 이것을 바탕하여 2000 년 

10 월 타지키스탄의 가입과 동시에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창설 

조약’(Treaty on Establishing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을 

체결하였으며, 5 개국은 공동관세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선언한다. 2001 년 5 월 EurAsEC 이 공식 출범했다. 2003 년 4 월 

정상회의에서 2006 년까지 단일관세구역 창설, WTO 가입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 및 수송동맹, 이민정책 공조를 통한 자유통행의 허용 등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법적 토대가 합의되었고, 경제통합을 

조속히 이행할 것임을 상호결의했다.29) 76  이 기구는 친러시아 

통합기구인 CACO(중앙아시아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epration 

Organization)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05 년 10 월 정상회의에서 

CACO 는 EurAsEC 과 통합되었고, 2006 년 1 월 우즈베키스탄을 

새로운 구성국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SCO 는 CIS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다자간협력기구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 

                                                           
76

 윤영미. 제 2 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외.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의 정책의 

성격과 전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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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확대 중에 있다. 중국이 참여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SCO 

역시 중국 및 구소련 공간에서 미국을 견제하여 다극체제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SCO 는 CSTO 와는 달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과 비교적 동등한 위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적 안보기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통합기구로의 

역할까지 논의되고 있다. 

 

3. 대러시아 지향성 

 본 연구는 대소련채무상환문제를 염두에 두고 

비소련권국가군과 구소련국가군에 있어 대외정책 지향성을 편승 

(band wagoning) 또는 균형화 (balancing)의 형태로 나타내어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를 파악하고, 각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대러러시아 편승도 편차의 원인을 분석한다. 각 채무국별 대러시아 

편승도를 살펴보기 위해 안보의존도와 경제의존도77를 살펴보았다. 

 먼저, 비소련권국가군의 안보 측면에서의 대러시아 편승도와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대러 편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영역을 살펴보았다. 첫째, 러시아와 해당 국가간에 이루어진 무역, 

특히 에너지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채무국의 전반적 

대외활동 성향을 감안하였다. 구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안보 

의존도와 더불어 당해 국가 영토 내에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주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77
 신범식,“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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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비소련권국가군의 대러 편승 지수78 (1998-2011) 

대러 의존도 인도 북한 쿠바 몽골 

안보 

의존요인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SCO 

(Observer 

State) 

 

ARF 

 

 

 

 

 

SCO 

(Observer 

State), 

EAEC, 

APEC, CU 

의존도 

지수 
◇ ◇ - ○ 

접경국가 CIS 

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 

러시아와 

접경 

 러시아와 

접경 

 

의존도 

지수 
◇ ○  ○ 

경제 

의존요인 

대러 무역 

의존도 
무기구매    

의존도 

지수 
○ - - -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가스, 

에너지 

공동 투자 

   

                                                           
78
신범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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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지수 
○ - - - 

균형화 

요인 

타국원조 

의존도 
중동산 

석유, 

가스 구매 

중국산 

가스, 

석탄 구매 

남미국가의 

원조 

중국산 

재화에 

의존 

의존도 

지수 
▣ ▣ ▣ ◇  

대소련 

채무 

상환능력 

▼ ▣ ▣ ▣ 

지수 총계 4.5 1 -0.1 2.2 

주) 의존도 지수 설정: ○ (1점), ◇ (0.5점),  △ (0.2점), ▣ ( -0,5점), ▼ (-1점) 

  

 표에 따르면 비소련권 채무국 중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이다.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해 

러시아는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단기에 호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거래 즉 무기수출이나 원자로 

설비 수출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무기를 현금으로 대량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국가는 일본, 대만, 중국, 인도였고 그 중에서 대외관계 및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제 무기체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인도였다. 

러-인도간 군사기술협력에 따라 약 150 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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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제공사업이 이루어졌다. 79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 남부의 정보기술 중심도시 하이데라 바드에 금속과 

신소재 연구를 위한 과학연구센터를 공동설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80 개 프로젝트와 2000 건의 교환방문을 성사시킨 이 장기 협력 

프로그램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체결한 양자협력 프로그램 중 

가장 이상적인 성과를 나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가운데는 군사항공 공동사업이 특기할 만하다. 

양국은 4 억 달러 공동 출자해 인도-러시아 항공사(Indo-Russian 

Aviation Pvt. Ltd.)’를 설립하여 제 3 세계에서 운용 중인 모든 

러시아제 전투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독점하도록 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 사업이 과거 러시아와 인도간 국방 관계의 

형태였던‘판매자-구매자’ 관계를 ‘참여와 상호작용’관계로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인도 다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높은 국가들은 

몽골과 북한이다. 푸틴 집권 1 기 러시아와 몽골, 북한간의 

경색되었던 관계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고 경제, 외교, 사회 

측면에서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 몽골 국내총생산의 

90%를 담당했던 했던 러시아는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1억 8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 가운데 58.3%는 

자원부문에 투입 80 되었다. 러시아 기업의 주요 진출분야는 철도 

                                                           
79
  http://www.mid.ru/ns-psmak.nsf/processQueryBl?OpenAgent  

2010년 러시아외교통상부 보고서  

80
 “몽골의 자원 및 인프라 개발 현황과 시사점 .납부지역 광산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07.05. 

http://www.mid.ru/ns-psmak.nsf/processQueryBl?Open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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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업과 구리, 볼리브덴, 형석 등의 광물 채굴업이었다. 

러시아-몽골 합작기업인 몽골국영철도 (MTZ), 구리-몰리브덴 생산 

기업인 아르데넷, 형석 채굴 기업인 몽골-로스츠베트메트의 상기 

세 개 기업 매출액은 몽골 GDP 의 25%를 점했다 81 . 몽골의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몽골과 러시아간 관계는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의 

경우 1995년 9월7일 러시아가 러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는 종결되었다. 동맹국 간의 교류가 아닌 통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격하된 것이다. 양국관계가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이탈했고, 상호 교류 또한 오랜 기간 

단절되었으나, 푸틴 정부의 남북러 가스관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북한은 극동지방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재부상하였다. 82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처음 왼화되는 조짐을 보인 것은 2000년에 

들어서였다. 양국 정상이 상호 공식방문을 통해 “북러 모스크바 

선언”, “9.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비공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안보, 군사 면에서 러시아는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는 

한편,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배경은 접경국인 

북한의 안보상황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며, 북한과의 관계악화는 곧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81
 Ibid. 

82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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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약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시기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재건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경제지원과 천연자원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간 관계가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 관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83 전망되며, 소련시기와 같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고립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변화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기조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러시아 편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쿠바이다. 

러시아와 쿠바간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는 소련 해체 이후 

냉각되었고 침체상태를 벗어날 적절한 기제 또한 없었다. 그러나 

쿠바와 러시아의 외교관계는 1990년대 말 재개되었고, 1999년 

이르러 러시아는 스페인, 캐나다, 중국,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의 

다섯번째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1998년도 대비 쿠바의 대러시아 

무역규모는 무려 12% 증대84되었다. 또한 쿠바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다극적 

                                                           
83
 북한 이해 2012. 통일부 통일교육권. 

84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내대기업 부문의 대응전략”,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2005년 3월;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 독자적 

통합주의 외교의 의미”, 『국제정치논총』 43(1), 2003년 5월;『신자유주의와 

멕시코 다국적기업』(오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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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비소련권 국가들 중 대러 편승도가 높은 국가들은 

소련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신속히 

재건하였지만, 대러 편승도가 낮은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 행해졌던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또는 중국과의 새로운 연대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5> 구소련권국가군의 대러 편승 지수85 

대러 의존도 카자흐

스탄 

아르메니

아 

벨로루

시 

키르기

즈스탄 

타지키스

탄 

몰도바 

안보 

의존

요인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CSTO, 

SCO, 

EurAsE

C 

CSTO, 

EurAsEC 

(Observer 

State) 

CSTO, 

SCO 

(Observer 

State), 

EurAsEC 

CSTO, 

SCO, 

EurAsE

C 

CSTO, 

SCO, 

EurAsEC 

EurAsEC 

(Observer 

State) 

지수 

 

○ ○ ○ ○ ○ △ 

러시아 

군사기지 

및 

군병력 

주둔
86
  

Sary 

Shagan 

Testing 

Grounds, 

Cosmo

Yerevan Volga 

Radar 

Station, 

Barano

vichi, 

Kant 

Air 

Base 

Dushanb

e, Ayni 

Air 

Base, 

Okno 

Transnis

tria  

                                                           
85
 신범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86 Lavrov Anton. “Post-war Deployment of Russian Forces in Abkhazia and South Ossetia”. 

Ruslan Pukhov. The Tanks of August. Centre for Analysis of Strategies and Technologies, 

(2009); Klein, Margarete. “Russia’s Military Capabilities”. Stiftung Wissenchaft und Politic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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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me Vileyka Space 

Facility 

지수 ○ ○ ○ ○ ○ ○ 

러시아의 

접경국가 

○ - - - - ○ 

경제 

의존

요인
87
 

대러시아 

무역 

의존도 

지수 

◇ △ ○ △ △ ○ 

대러 

에너지 

의존도 

지수 

△ △ △ -  △ 

균형

화 

요인 

타국원조 

의존도 

지수 

▣ △ ▣ ▣ ▣ △ 

미군기지 

및 미군 

주둔여부  

   Manas 

Air
88

 

Base 

 
 

지수     ▣  
 

대소련채

무상환 

능력 

▼ - - - - - 

총점수 3.2 2.6 2.7 1.2 1.7 3.6 

주) 지수 설정: ○ (1점), ◇ (0.5점),  △ (0.2점), ▣ ( -0,5점), ▼   (-1점) 

 

 표에 따르면 구소련권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대러 편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구소련권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편승도를 보이는 몰도바는 경제 및 정치 측면에서 러시아에 종속된 

                                                           
87
 II장의 대러 경제 의존도에 관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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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몰도바가 EU 국가와의 교역을 차츰 활성화 

함에 따라 2012 년 대 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 를 

차지 89 하였지만, 대러시아 수출은 여전히 총수출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57%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몰도바는 에너지 수급의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국제 원유가격 상승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2006 년도 에너지 

수입비용이 2005 년 보다 30% 이상 증가 90 한 바 있다. 2008 년 

몰도바를 방문한 러시아 메드베데브 대통령은 몰도바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가격을 재조정 91 할 것임을 밝혔다. 20 명의 

러시아인을 간첩혐의로 추방한 바 있는 몰도바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트란스드니에스트르 (Transdniestr)지역에 주둔하는 1500 

명 규모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러시아와 

몰도바 간에는 영토분쟁이 있으나 양국은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있다. 몰도바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에너지 

수급을 비롯한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해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대러시아 편승도가 두번째로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무려 6,846km 에 걸친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안보 취약성이 높은 국가 92이다. 

                                                           
89
 몰도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8. 

90 Ibid.  

91 http://www.newsmoldova.ru/mejd_novosti/20120506/191381531.html  

 (검색일: 2014 년 3월 2일) 

92
 신범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 

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http://www.newsmoldova.ru/mejd_novosti/20120506/191381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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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남부 국경지역 안보는 자국의 안보전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자국 영토에 러시아 공군 

레이더 기지 주둔을 허락하였으며, 카자흐스탄군과 러시아군은 

정기적으로 공동 군사훈련도 수행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도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의존도는 높다. 생필품 소비재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자본재 시장은 러시아가 

과점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 설치된 산업설비의 유지보수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방대한 외환 

보유고와 저가의 공산품,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소비량을 앞세운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2009 년 

중국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중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육상 

가스운송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93. 

아르메니아와 벨로루시의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는 중위권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아르메니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에 공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나토의 동진을 아르메니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1997년 나토의 

평화동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 94 하는 등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시일 내 아르메니아가 

                                                           
93

 Alexander Cooley, “Cooperation gets shanghaied: China, Russia and the SCO,” Foreign 

Affairs (2009). 

94 Emil danielyan, “Armenia’s Foreign Policy: Balancing between East and West”. Prism 

(Jamestown Faoundation), Vol.4,No.2 (January 2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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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부터 독자적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르메니아의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는 아직도 러시아군의 지원 하에 행해지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행해지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안보활동을 자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를 주변국인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균형자로 본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기 때문에 자국이 잠정적 

승리와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아르메니아군의 군사설비 및 군수품 공급은 

러시아의 독점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러시아-아제르바이잔, 러시아-

그루지아와의 관계와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더욱 뚜렷하다. 

1997년 8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우호협력조약”(Treaty of 

Friendship,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곳이 제3국가에 의한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나라도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간에도 이와 유사한 조약을 맺었으나 전시 자동개입 

조항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러시아-그루지아간 협력 조약은 

심지어 러시아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벨로루시는 아르메니아와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벨로루시로만을 염두에 둔 러시아의 육상 석유운송 

설비가 상징하는 양국의 밀접한 경제적 후원관계는 루카셴코의 

친러 정책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러시아와 벨로루시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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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통합의지는 러시아의 루카셴코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가져왔다. 만약 러시아가 벨로루시와의 통합의지가 없거나 

벨로루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낮다면 러시아가 벨로루시에 

부여하는 시혜적 원조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벨로루시가 

친러시아 성향을 띄는 것이 러시아의 안보에도 핵심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벨로루시로부터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을 

양도받지 않고 있고, 벨로루시 루블화를 러시아 루블화로 대체할 

것을 권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 벨로루시 관계가 최선의 

관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루카셴코 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왜 벨로루시와의 통합을 갈망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나토,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해 국가의 사이에 

위치한 벨로루시가 러시아의 안보 측면에서 완충지대 역할95을 하고 

있음을 파악해야만 한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다른 구소련권국가 보다 대러 

편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 구축되고 활용되어 온 에너지 

공급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간 

의존도를 논하는데 활용함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이상 의존성을 부정할 수 없다. 

                                                           
95 Hancock, Kathleen J.2005.”Surrendering Sovereignty: Four Factors That Pushed Belarus 

Into a Russian-Dominated Hierarch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i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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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보 관점에서 미군 공군기지가 건설된 키르기즈스탄은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005년 7월 개최된 SCO 

정상회의 직후인 2005년 10월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미국 정부에 

마나스 (Manas) 공군 기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이 2014년까지 보장되어 있던 관계로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타지키스탄의 대서방관계 및 여타 구소련국가와의 

관계는  키르기즈스탄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경제 측면에서 구소련권 국가군은 독립국가연합(CIS) 공간 

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소련권 

국가군 중 1992년 10월 9일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이 참여하여 

‘루블권 공동은행 창설’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각국의 국내적 경제 

침체과 경제 정책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경제가 안정된 이후 후 상기 8개국은 다시 모여 다음과 같은 

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첫째, ‘국가간 자유무역연합(Inter-State 

Free Trade Association)’의 창설, 둘째, ‘CIS내 교역에 대한 

관세인하 및 대외교역 공통관세율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동맹’의 창설,  셋째, 8개국 공통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나아가 단일통화권역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각 국가 상호간 

다자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불동맹(Payments Union)의 결성, 

넷째, 법률, 회계 등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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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구소련권국가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의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렸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접경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은 중국에 

대한 편승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상관관계 분석 

러시아의 대소련 채무국 처리양상을 살펴보면 채무국의 

대러시아 의존도와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소련 채무를 채무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재조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비소련권 국가군에 해당되는 쿠바, 북한, 몽골은 

대러시아 의존도가 낮으며, 이 세 국가는 대소련채무의 90~97.8%를 

면제받았다. 구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예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높은 편이며,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다른 

대소련채무국들과 달리 가장 먼저 대소련 채무를 전액면제 

받았는데,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신생독립국가의 

역할모델로 삼기 위해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의 유일한 합법적 

승계자로 인정한 카자흐스탄에게 시혜적이고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다른 구소련권 

국가와 달리 서구세계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와도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상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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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신속히 재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강화할 때 비로소 구소련 권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외교전략을 시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상기 네 

국가들은 독립 초기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아닌 타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치 경제 군사 기타 각 분야의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962 년 차관을 통한 군사장비 제공을 요청한 북한 대하여 

소련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신속히 줄여나갔다. 이런 이유로 

북러관계에서 남은 이슈는 오직 북한의 대소련채무 뿐이다. 

1979 년까지 북한은 대외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 

그러나 1980 년 국가부도 상황에 처했고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파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년 누적된 국가 대외채무의 

연체이자만 계산해 보아도 2000 년도 대러시아 연체이자만 110 억 

달러96에 육박했다. 하지만 아스믈로브 (Konstantin Asmolov)97는 이 

국가 부채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110 억 달러는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였다. 북한 채무는 50% 

정도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50%는 정치적인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데, 북한의 채무에 관한 논의는 언제나 미래 어느 

시점에 복원되어야 할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과 공조라는 주제와 

                                                           
96
 소련시기 환율인 1달러당 0.60루블로 산정 

97
 http://www.bbc.co.uk/russian/russia/2011/08/110824_medvedev_kim.shtml  

(검색일: 2012년 7월 13일) 

http://www.bbc.co.uk/russian/russia/2011/08/110824_medvedev_ki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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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정치경제적 연대를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만 북한의 대소련채무가 청산된 

이후에 관계복원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 한다. 

북한은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를 받아왔고, 러시아와의 

국교도 사실상 단절하였기 때문에 국가운영에 요구되는 필수자원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가스관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  몽골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러시아는 2010 년 12 월 몽골 대소련 채무의 97.8%를 

면제하였다. 양국은 대소련 채무감면 협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몽골간 경제적 외교적 교류강화에 관한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러시아는 몽골 내 철도사업과 유전발굴에 참여할 것이며, 

참여의 대가로 대소련 채무의  잔여분 2.2%를 면제할 예정에 있다.  

쿠바와 러시아가 소련 시기 구가해 온 국가간 우호관계는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붕괴하였다. 쿠바의 대소련 채무는 소련시기 

행해졌던 쿠바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러시아에서 공급한 에너지자원 

거래에서 발생하여 연체이자가 누적된 것이다. 1991 년 소련 해체 

이후 쿠바는 러시아를 소련 채권승계국으로 인정하였지만 자국의 

대소련 채무는 전면 부인했다. 1994 년 들어 쿠바는 대소련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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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인정하였으나 그 대가로 러시아에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소련의 붕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쿠바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이고 

나아가 타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된 것이므로 구소련의 

승계국인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더불어 소련과 추진했던 쿠바 경제개발 계획이 중단되어 쿠바측 

투자금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쿠바의 다소 일방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집권 1 기의 푸틴 정부는 쿠바의 지정학적 

가치를 감안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고 관계재건에 즉시 착수하였다. 

2010 년 러시아는 쿠바 대소련 채무의 90%를 면제하였으며 10%는 

양국간 무역 거래시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쿠바와의 관계가 소련시기 수준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2 년 러시아를 대소련 채권의 유일한 

합법적 승계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러시아로부터의 자주권 확보를 국가 과제로 삼은 조지아를 

비롯한 다른 구소련권 국가는 러시아를 소련의 대외채권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선례로 

삼기 위해 채무 전액면제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다. 

1991 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와 가장 먼저 우호협력조약을 맺은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식과는 달리 경제 및 정치 체제의 많은 

부분을 미국 및 영국을 선두로 한 서방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재건하여, 러시아의 과도한 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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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 관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채무국에는 소극적 

채무 재조정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소련 채무감면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로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대부분의 

잔존 채무는 장기채무로 전환하여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련과 인도의 군사무역 관계는 다른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하기 곤란할 만큼 적극적이었고 공고했다. 아시아로 

진출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소련의 대아시아 영향력 구축 

기반으로 평가된 인도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은 

인도가 제안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군사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가 현재 보유 운용 중인 군사장비 및 

과학기술 기반시설은 소련 및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것으로서, 유지 

운용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소련이나 러시아가 인도에 핵심기술 자체를 전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와 소련은 소련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간 

환율을 사전에 결정해 두었으나, 1991 년 소련 해체 후 

고르바쵸프의 표현대로 밀월관계가 종식되게 되었으며, 소련시기 

인도에 우호적으로 책정되었던 소련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간 

환율도 지연히 효력을 잃게 되었다. 경제위기에 빠져 있던 

러시아는 자국이 정한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새로운 환율로 

소련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인도에 불리하게 변경된 러시아 

루블화 환율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인도는 대소련 채무의 45% 를 

면제 받았으나, 나머지 채무는 2022 년까지 변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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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도 부과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면제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와 구소련간의 우호관계를 자국에 

대한 종속관계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비소련권 국가군과는 다르게 다루어졌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의 경우 대소련채무의 15-35%를 

면제받았다. 반면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대소련 채무를 전혀 

면제받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대소련 채무의 45%를 면제 

받았지만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의 승계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소련 채무 이자율를 다른 

국가보다 높게 (LIBOR+7) 책정하였고 가스비체불에 관한 이자율도 

대폭 높인 바 있다. 이런 배경하에 구소련권 국가들의 러시아에 

관한 성향을 분석하였다. 친러 성향과 반러 성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소련권 국가내 러시아어의 위상, 국민의 러시아로의 이주 

움직임, 해당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국적 및 영주권 부여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구소련권 국가들 중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국가에는 대소련채무의 35-45%를 면제해 

주었고 이자율도 낮제 책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러시아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공통적이었는데, 러시아 또한 대소련 채무와 관련된 

어떤 시혜적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아 채무와 연체이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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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러시아의 채무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판단  

1. 러시아 외교정책 전개와 채권문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을 겪었다. 

옐친정부 시기 친서방적 성향을 보였으나 푸틴의 등장 이후 고안된 

유라시아 개념에 따라 아시아와 근외국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에서는 총 여섯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행해졌다. 1991 년 12 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출범하였을 당시부터 

강대국 반열에 오른 현재까지 러시아 외교정책 노선의 주된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국빈방문 지역과 방문횟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 1992-2013년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국빈방문횟수 

 년도 서방국 아시아국 구소련권국 아프리카국 

옐친집권 1기 1992 4 1 10  

1993 8 3 7  

1994 6 2 3  

1995 4 2 4  

옐친집권 2기  1995 3  2  

1996 4 4 5  

1997 5 1 4  

1998 3 2 3  

1999 2 3 9  

푸틴집권 1기 2000 3 3 5  

2001 3 1 1  

2002 4 2 5  

2003 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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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집권 2기  

 

2004 7 5 13  

2005 7 2 3  

2006 9 3 5 1 

2007 9 11 4  

2008 3 1   

메드베데브 

 

2008 5 3 8  

2009 14 2 9 3 

2010 9 8 10 2 

2011 7 3 5  

2012  2   

푸틴집권 3기 2012 1 3 5  

2013 4 3 4 1 

출처: 옐친의 해외방문횟수는 yeltsin.ru 및 «Arguments and Facts»에서,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해외국빈방문횟수는 kremlin.ru 에서 인용하였다.   

 

참고: 푸틴집권 3기는 진행 중이어서 제외함. 

 표에서는 러시아의 외교정책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2 년부터 

2013 년까지 기간을 대통령 집권기에 맞추어 여섯 개의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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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옐친집권 1 기, 옐친집권 2 기, 푸틴집권 1 기, 푸틴집권 

2 기, 메드베데프 집권기 그리고 푸틴집권  3기가 그것이다.  

 먼저 옐친집권 1 기와 2 기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이 공통된다. 1991 년 소련붕괴 

직후  갑작스럽게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된 러시아는 정치, 경제, 

외교 기타 모든 측면에서 불안정하였으나, 국제정치에 참여해 

소련의 적통을 승계받아야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추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도 있었다. 옐친은 특히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추인을 중시하였는데, 코즈료프 외무장관과 더불어 유럽 및 미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소련권 국가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소련이 

보유했던 막대한 대외채권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구소련권 

국가들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옐친은 구소련권역에 소속되었 각 

국가들이 보유했던 대외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러시아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연히 구소련권 국가로의 공식방문 

횟수 또한 대폭 증가되었다.  

 2000 년대 들어와 러시아의 친서방적 노선은 재검토되기 

시작한다. 1992 년-2004 년 사이 러시아의 대외활동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 

올리가르히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석유기업 «유코스»의 소유주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Михаил Ходорковский)의 반정부 움직임, 

베슬란(Беслан) 테러사건, 2004 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의 여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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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푸틴의 베슬란 테러사건에 관한 연설과 

뮌헨 국가안보에 관한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푸틴은 베슬란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테러 방어태세가 불완전하다는 

점이 베슬란 테러사건을 통해 명백해졌음을 지적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측면에서 평가해 보다도 취약한 

국가라고 단언 98 하였다. 그리고 통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주도하므로, 러시아는 강한 자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내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 또한 러시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국제테러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푸틴은 주장하였다. 한편, 

뮌헨 국가안보 정치회의에서 푸틴은 미국과 나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푸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극체제 하에서 긴장관계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강대국의 군사력 오남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강대국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99고 하였다. 따라서 푸틴은 

국제사회가 다극적 체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그 다극성의 

틀을 구축하는 과정이 국제사회 내에서 러시아의 존재가 재건되어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98

  http://archive.kremlin.ru/appears/2004/09/04/1752_type63374type82634_76320. shtml  

2004년 9월 4일 푸틴의 베슬란 테러사건에 대한 연설 (검색일:2014 년 4월 15일) 

99
  http://www.youtube.com/watch?v=PkyjYKVYlWo  2007년 2월 12일 뮌헨 국가안보 

회의에서의 푸틴의 연설 (검색일:201년 4월 15일) 

http://www.youtube.com/watch?v=PkyjYKVYlWo%20%202007년%202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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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언급한 푸틴의 두 연설 이후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에서도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이 엿보였다. 즉, 국제정치 있어 

러시아의 역할 강화,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성장을 위한 계획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2003 년을 전후한 이 시기에 국제원유가는 전례 없는 급등세 100를 

보이고 있었다. 러시아는 국제원유가 급등에 따른 초과이익을 

자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에 집중시켰고, 러시아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재건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신생독립국의 위상에서 벗어나 강대국의 반열에 들기 위한 

우선적이고 본격적 조치가 행해진 2004 년도는 러시아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기 또는 러시아의 자기긍정기(время 

самоутверждения) 101로 지칭된다. 푸틴집권 1 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나 푸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전폭적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 선거시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다.  집권 2 기의 

푸틴은 집권 1 기에 계획하였던 전략을 심화시키는데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태였다. 이 기간 러시아 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더이상 서방세계에 의존하거나 경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잃어버린 10 년으로 불렸던 대아시아 관계 재건 사업 

                                                           
100

 http://www.eia.gov/finance/markets/reports_presentations/eia_what_drives_crude_oil_ 

prices.pdf     EIA 2014 년 국제 시장 석유 가격 보고서 

101 Проект «Россия 2020»,   Доклад Дмитрия Тренина «1992-2013 Росси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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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탄히 추진되었다. 국제적 고유가 기조가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덧붙여 대외 경제관계의 외연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분야에 있어 서방세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모색하였으며 

인도, 중국, 남미를 구성국으로 유치하였다. 과거 외교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또한 2008 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2008 년 러시아는 

아프리카 대소련 채무국들에게 파리클럽의 고채무빈곤국(HIP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소련 채무의 80-90%를 면제 102 하였다. 

그러나 2008 년 러시아는 큰 도전에 직면한다. 2008 년 8 월 8 일 

조지아와의 5 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친서방국 조지아와의 

전쟁은 국제관계의 외연확대를 추구했던 러시아의 입지를 

침식하였다. 연이어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국제 

원유가의 폭락은 러시아의 경제적 토대마저 위태롭게 하였다. 같은 

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급팽창하였는데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공간 및 북한과 같은 

전략보상공간 103을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을 

                                                           
102  http://data.worldbank.org/sites/default/files/gdf_2012.pdf  Global development finance. 

External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채권국 러시아가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국별로 

채무면제를한 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 2012 

103
 신범식, “러-중관계로 본‘전략적 동반자관계’,『한국정치학회보』 44 집 

2 호 (2010). 신범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분석하였고 

“21 세기 세계동맹질서의 변환”,‘21 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의 

http://data.worldbank.org/sites/default/files/gdf_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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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근대화 104 노선 (modernization course)으로 재편한다. 그 핵심은 현 

러시아의 전략적 토대는 고평가된 국제원유가격에 기반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순환단계에 따라 구조적 취약성이 주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경제의 토대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며, 메드베데프는 산업 근대화를 

핵심과제로 상정했다. 그리고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미래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선정하였다. 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 대중매체, IT 와 의학105이 

그것이다. 메드베데프는 자국의 근대화 노선과 대외 영향력 

복원사업이 균형을 이루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소련 채무문제를 

더욱 유연한 태도로 다루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견제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새롭게 야기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친러 국가를 

결집해야 했으며 미국 및 중국의 우방국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 러시아는 자국이 보유한 구소련 대외채권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을 통제 감독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 

                                                                                                                                           
전망’에서 해당 국가들을 성격에 따라 서로다른 전략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명분의 전략공간, 실력의 공간, 보상의 공간 그리고 가능성의 공간이다.  

104
  2009 년 10 월 29 일 과학 경제 전략성장에 대한 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중요성 강조하여 러시아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만 함을 역설하였다.  

105
 http://liberty.ru/Themes/CHto-takoe-modernizaciya-i-kak-ee-ponimaet-prezident-Medvedev  

 메드베데브가 주장한 근대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기사.  

(검색일: 201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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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국의 대소련 채무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댓가로 해당 

채무국과의 관계를 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 관계에서 자주 노출되는데, 러시아 

기업이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국책사업의 독점적 사업자로 

지정되거나, 대규모 공동투자 국책프로젝트의 주체로 등장하곤 

하였다.  

 

2.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판단 

1) 비소련권 국가군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외채권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비소련권 국가군을 상대로 구사한 전략의 전략적 의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 IV–2> 러시아와 채무국간 대소련채무해결 이후의 관계 분석 

채무국 채무협상 개시 채무협상 타결 경제지원  

인도 1994 년 러-인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정 체결 시 

인도의 대소련 

채무문제 논의 

시작. 

1971년 소련과 인도간 

체결했던 루피 루블 

의정서 (Rupee-Rouble 

Protocol)를폐기하고 199

6 년 8월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체결함.  

인도 대소련채무의 45% 

면제; 

나머지 일부 채무는 

장기채무로 전환. 

 

몽골 2010 년 9 월 

몽골의 대소련 

2010 년 12 월 14 일 

러시아는 몽골의 

2009 년 8 월 22 일 

러시아는 몽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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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협상 개시 

대소련 채무 97.8%를 

면제.  

«울란바타르 

철도» 회사의 

소유권 취득
106
 

2011 년 1 월 6 일 

몽골과 러시아 

공동투자로 

«도르노드 우란» 

회사 설립 

북한 2011 년 8 월 

22 일 김정일  

러시아방문시 

북한의 대소련 

채무에 관한 

협상 개시 

2012년 9월 17 일 

러시아는 북한 

대소련채무의 90%를 

면제. 

2011년 8월 21일

에서 25일까지 

김정일 러시아 

방문 

러시아 사할린 

유전에서 출발해 

하바로브스크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남한까지 

이어질 가스관을 

구축하기로 함. 

동년 10 월 북한은 

나진항과 러시아 

하싼을 잇는 열차 

운행 재개 

쿠바 2012 년 7월 10 

러시아-쿠바간 

관계 개선 

쿠바의 

대소련채무에 

관한 협상 

개시 

2013년 12월 10 일 

러시아는 쿠바 

대소련채무의 90%를 

면제. 

2014년 2월 21 일 

쿠바내 러시아 

군사기지 설립 

계획 공표.  

                                                           
10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 передаче в довери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открытому 

акционерному обществу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находящихся в федер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акций Советско-Монгольского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Улан-Батор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от 22 августа 2009года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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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베트남  

라오스와 베트남의 대소련채무 협상
107
은 2000 년 9 월 13 일 

시작됨. 2008 년 라오스와 베트남이 파리클럽에 가입하여 

대소련 채무 문제는 양자협상이 아닌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합의에 의해 처리됨. 

 

 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소련 채무 문제를 본격화할 즈음 

채무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공고히 해 두기 위한 목적 하에 

상호협력, 전략협력으로 불리는 협약을 추진한다. 그리고 해당 

채무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관리∙강화하기 위하여 공동투자 

형식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철도설비 또는 에너지 운송설비를 

구축하거나 러시아 군사기지를 주둔시키는 사례가 다수였다. 

1994 년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고, 전례대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가 중국 포위정책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폐기하고, 소련이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우선정책을 실시했던 수정기 108에 

이르러 러-인 관계는 본격화되었다. 1994 년 6 월 양국은 

'이익보호선언 (the Mowcow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the Pluralistic States)'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옐친은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안에 

                                                           
107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ЬЕТНАМ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ЗАДОЛЖЕННОСТ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ЬЕТНАМ ПЕРЕ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ПО РАН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КРЕДИТАМ  от  13 сентября 2000 года.  

108 John R. Faust, Judith F. Komberg (199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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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다. 인도의 대소련 채무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  이후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전략적 협력관계에 관한 

약정 체결 직후 러시아는 인도의 대소련 채무 중 45%를 면제하였다. 

또한 다른 채무국과 달리 인도는 대소련 채무를 자국 화폐인 

루피화로 상환하도록 특혜를 부여받았다. 나머지 비소련권 

국가들의 대소련 채무문제는 2008 년부터 다루어졌는데, 러시아 

외교정책의 주된 무대가 서방세계에서 유라시아로 바뀜에 따라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를 소련시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하에 채무국 방문시 대소련 채무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가간 관계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합의단계에 

이르면 대소련채무의 90% 이상을 면제하여 채무국의 관계복원 

노력에 화답해 주었다. 몽골과 북한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편승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는 이 국가들의 대소련 채무 중 일부를 선제적으로 

면제하였으며, 그 댓가로 해당 채무국 내에서 의미있는 규모의 

국책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가 쿠바와의 

관계강화에 적극성을 띄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1999 년에 나토에 가입한 점, 러시아와 근접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국가가 2004 년 나토에 

가입109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나토의 동진 움직임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미국과 근접한 쿠바를 필두로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에 러시아 군사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국가들 

                                                           
109
 http://www.nato.int/cps/en/natolive/nato_countries.html (검색일:2014년 4월 14일) 

http://www.nato.int/cps/en/natolive/nato_count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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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쿠바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이었으므로, 

러시아는 쿠바와 양자협상을 통해 대소련채무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해 판단할 때 비소련 권국가군의 

대소련 채무문제를 처리하는 러시아의 의사결정과정에 국제정치적 

동기가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소련권 국가군  

채무국 채무협상 개시 채무협상 타결 경제적지원 

카자흐

스탄  

1993 년 자흐스탄은  

구소련권국가 중 

첫번째로 러시아를 

소련대외 채권의 

유일한 합법적 

승계국으로 인정함. 

1993 년 러시아는 

커자흐스탄 소련채무를 

100% 면제.  

 

키르기

즈스탄 

2012 년 4 월 27 일 

양국 대통령은 

키르기즈스탄의 

대소련채무상환문제

논의 개시 

2013 년 4 월 16 일 

러시아는 키르기즈스탄 

대소련채무의 25%를 

면제. 나머지는 

2016 년 4 월 16 일 로 

만기연장.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 

키르기즈스탄

내 러시아 

군사기지 

확대안 합의.  

타지키

스탄  

2004 년 10 월 21 일 

타지키스탄의 

2008 년 7 월 14 일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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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련채무에 

관하여 협상
110
 

시개시 

대소련채무의 25% 를 

면제함. 

수력발전소 

건설예정 

2013년 5월 2

8 일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군사기지 관련 

법안국회통과. 

몰도바  2011 년 4 월 10 일 

몰도바의 

대소련채무상환문제

에 관련 논의 시작 

2011 년 4 월 13 일 

러시아는 몰도바 

대소련채무의 15%를 

면제함.  

몰도바 

대소련채무의 

잔여분은 

러시아 

“Gazprom”

이 대신 

상환하기로 

함.  

벨로루

시  

2008 년 벨라루시는 

대소련채무를 면제 

요청을 함.  

2009 년 9 월 28 일  

벨로루시내 러시아 군 

사기지 임대 기간 

연장안 합의. 기지 

임대료조로 러시아는 

벨라루시 대소련채무의 

벨라루시내 

러시아 

군사기지를 

확대하기로 

하여, 

벨라루시 

                                                           
110

 http://www.mid.ru/bdomp/ns-rsng.nsf/559a6afd63b0fb02432569ee0048fe70/ c325749c04f 

293343256a29003c4de5!OpenDocument  

러시아외교통상부 CIS 대소련채무 처리에 관한 보고서 

http://www.mid.ru/bdomp/ns-rsng.nsf/559a6af%20d63b0fb02432569ee0048f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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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를 면제. 대소련채무 중 

면제되지 않은 

부분도 

면제처리. 

아르메

니아 

2012 년 10 월 31 일 

양국 대통령 

아르메니아의 

대소련채무상환문제

논의시작 

  

우크라

이나 

우즈베

키스탄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를 구소련 대외채권의  

승계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소련 채무의 

규모는 연체이자로 인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른 

시일내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출처: kremlin.ru 러시아 정부 데이터 참조.  

 위 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구소련권 국가군의 대소련 채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제적 연계의 재건 및 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 장에 의하면 구소련권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소련권 국가군을 상대로 제공하였던 

수준의 시혜적 지원안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그 결과 

구소련 국가군이 부담해야 하는 대소련 채무 가운데 상징적 수준의 

일부만을 면제해 주는데 그치고 있다. 단, 1993 년 구소련 대외채무 

전액을 면제받은 카자스스탄은 예외적 사례이다. 소련 해체 직후 

신생 러시아는 같은 시기 독립하게 된 구소련권 국가로부터 자국이 

소련의 정통성을 승계한 유일한 국가임을 인정받고자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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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이 이를 인정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간 관계는 현재까지도 우호적이며, 이는 러시아가 다른 

구소련권 국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인용하는 모범적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111 . 그 외의 구소련권 채무국들은 대소련 채무의 

15-35%만 면제받은 후, 잔존 채무는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국영기업의 자국내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 대가의 형식으로 

러시아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소련 채무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러시아는 채무국 내에 러시아 

군사기지를 신설 또는 확대하거나 러시아산 에너지의 육상 

운송설비를 구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구소련권 

공간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공고히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결과 푸틴집권 1 기 러시아 

외교정책의 주된 대상은 서방세계에서 유라시아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소련권 공간과 친소공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이 

다수 입안되었다. 잃어버린 10 년으로 회자되는 옐친 집권기에 

시작된 러시아의 대외적 영향력 형해화 추세를 일시에 만회하기 

위해 푸틴이 활용한 전략적 지렛대는 바로 구소련의 영향권에 하에 

있던 국가 전체에 예외없이 부과되어 있었던 막대한 규모의 대소련 

채무였다. 러시아는 채무국을 비소련권 국가와 구소련권 국가로 

구분하여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비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경제적 요인을 통해 정치적 관계구축을 목적한 반면, 구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국가간 연계의 복원 및 재통합이 주요과제였다.  

                                                           
111 Проект «Россия 2020»,   Доклад Дмитрия Тренина «1992-2013 Росси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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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및 정리 

소련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의 종주국으로서 자국의 

체제를 세계로 확대하기 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권 하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 지원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군사-

기술적 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소련 채무국들의 공통적 문제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상환하기 어려운 저개발 빈곤국이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소련의 군사기술은 고가에 거래되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현황에 비추어 볼 때 변제가 불가능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지속적으로 군사기술을 

지원하였고, 채무국들의 대소련 채무비중은 급속히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군사원조와 경제지원 과정에서 누적된 대소련 

채무는 고질적인 악성 채무가 되었다.  

1991 년 12 월 말 소련이 해체되며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사회회주의 및 공산주의권 국가에 대한 막대한 대외채권을 처리할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그 당시 소련의 대외채권을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 중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승계할 것인지는 

첨예한 문제였다. 러시아는 1992 년부터 소련 대외채권의 

소유비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107 - 
 
 
 

러시아 정부의 다음 과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련의 채무국들로 하여금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유일한 국가이며, 대소련채무는 러시아와 

협의하고 러시아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0 년대의 러시아는 거의 모든 구소련 대외채무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구소련 대외채권 승계여부를 비준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채무국의 대부분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신생독립국이나 

빈곤국이라는 것이었다.  

소련의 대외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채무국을 

상대로 다수의 채권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채무국의 입장과 

태도가 주요 변수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러시아는 소련의 

대외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7 년 러시아는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에 가입하였다. 

러시아는 파리 클럽을 통하여 개발도상국들과 고채무 빈곤국가의 

대소련 채무 중 일부를 처리하였으나, 이것은 대외채무의 단순변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파리클럽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  대소련 채무국의 경우 러시아는 개별적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소련 채무를 처리하였는데, 이 양자협상 과정에서 구소련 

권역의 복원을 목적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적 지향성이 노출되었다. 

채무국의 위치와 지정학적 가치, 구소련과의 관련도에 따라 

대외채권 처리양상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으며, 그 처리내용은 

경제논리적 관점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권처리 방식은 아래 <그림 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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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권 처리방식 

                           

     GROUP I: 개발도상국                   THE PARIS CLUB  

               고채무빈곤국가               THE LONDON CLUB 

            

      GROUP II: 구소련권국가                러시아와의 양자협상 

                비소련권국가 

  

본 논문은 러시아가 양자협상에 나선 GROUP II 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러시아가 대소련 채무문제를 다루는 양태에는 다섯 

가지 패턴이 나타났는데, 대소련 채무의 100%면제, 대소련 채무의 

90% 면제, 대소련 채무의 45%면제, 대소련 채무의 15-35%면제가 

그것이다. 동일한 패턴에 포섭되는 채무국들은 서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 유사성은 다른 패턴 내 채무국이 공유한 

특징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이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목적한 고유한 전략적 의도가 노출되었다.  GROUP II 를 

구소련권 국가와 비소련권 국가로 분류한 후 대러시아 

경제의존도와 대러시아 편승도를 분석한 결과, 구소련권 국가군의 

경우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소련 채무문제가 처리되는 양상은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은 구소련권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 성향의 상대적 경중을 비교할 때에는 구소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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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러시아어의 위상, 러시아로의 이주 움직임, 해당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국적 및 영주권 부여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였고, 비우호적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각 채무국별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V-2> 및 <그림 V-3> 과 같다. 

<그림 V-2>  대러시아 경제적 의존도가 낮은 채무국 

 

 

 

 

<그림 V-3>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은 채무국  

  

1.   

 

러시아의 대소련 채무국에 관한 대응내역을 살펴보면, 

채무국의 대러시아의 의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무국의 

경제현황을 고려해 대소련채무를 적극적으로 감면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러시아가 아닌 타국과 적극적 대외협력을 추구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쿠바, 몽골, 북한, 카자흐스탄은 

공통적으로 대소련 채무의 90%-100%를 면제받았다. 반면 대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은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구소련권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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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러시아는 채무의 누적적 증가와 변제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여 종속적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연구함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소련시기 형성된 대외차관 및 해외 군사원조의 

반대급부로 생성된  대외채권을 소련 해체 후 승계한 러시아가 

어떤 목적의식 하에 처리하고 있는가를 밝힘에 초점을 두었다. 각 

채무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채권 처리내역을 분석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대소와 채무재조정의 적극성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러시아는 경제적 객체인 대외채권을 경제적 

시각에서 인식하지 않았으며, 구소련의 영향력이 투사되었던 

지역에 자국의 지전략적 가치를 투영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 

채무국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 및 종속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 숨겨진 동기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은 국가를 상대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에너지 자원과 경제 

및 군사인프라를 제공하였는데, 그 대가는 채무상환이 아니라 

긴밀한 국가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해당 국가가 

미국 중국 등 제 3 국을 활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할 경우 

러시아는 누적 채무의 즉각적 청산을 주장하였고 해당 채무국이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공급을 즉시 중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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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억지력을 부각시킨 후, 해당 국가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이 고착화될 무렵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대가로서의 채무 감면을 전격 제안하여 러시아에 대한 

종속성을 유지하곤 하였다. 

 반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는 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후견을 받으려면 당해 국가가 직접 

담당해 온 대규모 국책사업에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독점적 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석유 및 천연가스 운송설비 구축, 군사기지 건설, 철도건설, 

발전설비 구축 및 기타 국영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 투자활동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수행되어 왔다.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해당 

채무국이 경제적 지원이 급박하며 동시에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존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시점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채무국 대부분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 

 첫째, 각 채무국 단위로 평가된 서로 다른 러시아 의존적 

요소를 통해 대러시아 의존도의 대소를 비교하였으므로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채무국의 러시아 의존도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공통된 지표를 찾아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가 승계한 구소련의 대외채권 처리과정에서 

노출된 러시아 정부의 적극성 또는 소극성에 채무국의 대러시아 

의존도 이외의 다른 변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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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러시아 정부가 소련의 대외채권에 관한 내역 전체를 

기밀문서로 분류하여 본 연구는 채무국측 자료 또는 IMF 및 World 

Bank 와 같은 국제기구의 간접자료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채무국 측 

자료와 국제기구의 자료가 상호 불일치하는 항목이 있어 러시아 측 

공식자료가 기밀해제되면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집권 3 기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태평양 국가화 전략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50 년간의 정적을 깨고 최근 성사된 남북러 

정상의 교차방문 및 정상회담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남북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태평양 국가화 전략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천연자원의 공급과 인적 물적자원의 이동을 목적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남한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세계 각지의 채무국을 상대로 지난 20 년간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수 있도록 하여준 경제적 연계구조가 이제 한반도 내에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증대된 영향력과 한반도의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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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러시아 연방금융청의 구소련 대외채권 자료 요청에 대한 

답신 (대소련 채무국에 관한 문서들은 기밀이며 공개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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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GROUP 3 국가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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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소련채무국 년도 
 

조지아 1993년  1993 년 9 월 15 일 러시아는 조지아의 

대소련채무 총액을 1 억 8 천만달러로 

재산정함 

 조지아는 러시아가 구소련 

대외채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소련 

채무문제도 미해결 상태임. 

 

우즈베키스탄 1993년 

 

 

 

 

 

 

 

1997년 

1) 1993년 5월 19일 

 러시아의 구소련대외채권 승계 

인정. 

2) 1993년 5월 23일 

 러시아로부터 7 억 5 천루블을 

융자받음. 

3) 1994년 6월 1일 

 채무의 일부를 금으로 현물상환. 

4) 1997년 3월 14일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자국의 

대소련 채무를 러시아에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 

우크라이나 1993년 

 

 

 

 

1) 1993년 5월 26일 

 러시아의 구소련대외채권 승계 

인정. 

2) 1994년대 

 가스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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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악화 

3) 1997년 5월 28일 

 가스대금 채무불이행으로 

벌금부과됨 

4) 1997년 10월 30 일 

 가스대금 채무불이행으로 벌금 

추가부과됨 (70 억 달러) 

 러시아는 채무 상환기한을 

2000년 12월 1일로 연장함. 

5) 2004년 

 대소련채무 변제거부 입장에 

변화없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외 채권을 승계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가스대금 연체이자의 누적, 

러시아측의 보복조치로 가스대금 

연체이자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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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파리클럽 채권국과 채무국 

Creditor  Countries 

Covered   

Debt Relief Additional to the HIPC 

Initiative  

Method of Delivery  

ODA  Non-ODA  

  Pre-cutoff 

date  

Post-cutoff 

date  

Pre-

cutoff 

date 

Post-

cutoff 

date  

Decision 

point  

Completion 

point  

Australia HIPCs 100% 100% 100% 100% To be 

finalized 

To be 

finalized 

Austria HIPCs 100% 

(case-by-

case) 

100% 

(case-by-

case) 

100% 

(case-

by-

case) 

- Case-by-

case 

Case-by-

case 

Belgium HIPCs 100% 

(case-by-

case) 

100% 

(case-by-

case) 

Case-

by-

case 

- Flow Stock 

Canada HIPCs 100% 

already 

cancelled 

100% 

already 

cancelled 

100% - 100% 

flow 

Stock 

Denmark HIPCs 100% Case-by-

case 

 100% - Stock 

Finland HIPCs 95% 98%  - - - 

France HIPCs 100% 100% 100% - 100% 

flow 

Stock 

Germany HIPCs 100% 100% 100% - 100% 

flow 

Stock 

Italy HIPCs 100% 100% 100% - 100% 

flow 

Stock 

Japan HIPCs 100% 100% 100% - - Stock 

Netherlands HIPCs 100% 100% 100% - 90-100% 

flow 

Stock 

Norway HIPCs 100% 

already 

cancelled 

100% 

already 

cancelled 

100% 100% 100% 

flow 

Stock 

Russia Case-by-

case 

- - - - -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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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Paris De Club (http://www.clubdeparis.org/en/)인용. 

 

 

 

 

 

 

 

 

 

 

 

 

  

Spain HIPCs 100% Case-by-

case 

Case-

by-

case 

Case-

by-

case 

- Stock 

Sweden Case-by-

case 

100% 

already 

cancelled 

- 100% 

(case-

by-

case) 

- - Stock 

Switzerland HIPCs 100% 

already 

cancelled 

100% 

already 

cancelled 

Case-

by-

case 

Case-

by-

case 

Flow, 

case-by-

case 

Stock 

United 

Kingdom 

HIPCs 100% 100% 100% 100% 100% 

flow 

Stock 

United 

States 

HIPCs 100% 100% 100% 100% 100% 

flow 

Stock 

http://www.clubdeparis.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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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re are signs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be in pursuit of restoring the foreign leverage of the former 

Soviet Union. Many of the states born from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re still burdened with inherited liabilities and are often forced to rely 

on economic or military aid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his acts as a pivot 

which allows the Russian Federation to increase the influence it holds upon 

the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at influence enables the Russian 

Federation to pull these states further down the road to political reintegration.

 This paper is focused on how the Russian Federation is dealing with 

the foreign credit inherited from the Soviet Union, which originated as 

development loans and military aid during the Cold War.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management of the foreign credit by the Russian Federat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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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observed that there are periodic occurrences of certain patterns which 

are hardly accountable from a strictly economic point of view. In analyzing 

these periodic patterns, a certain hidden mechanism is implied behind the 

apparent state activity, and can be seen as being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This mechanism will be thoroughly analysed and explained in 

this paper. Therefore, it will be recognized and proven to be the key factor 

driving the foreign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upon the reg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management of the foreign credit by the 

Russian Feder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gree of economic dependency 

of the indebted states and the positiv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debt 

restructuring were elaborately related. The Russian Federation did not regard 

its foreign liabilities as a strictly economic consideration, but as a medium to 

project its geopolitical strategy toward the reg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by inducing political and economic dependency. The geopolitical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was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or revival of the 

leverage of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had been projected onto 

communist and socialist entities. Further, it had a tendency for the 

reintegr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ts region of influence, due to the 

fact that the strategy itself was overlapped with the necessary preconditions 

required for political reintegration. 

 Hence, the research question asks, "Why has the Russian Federation 

chosen diffrent debt restructuring policies upon each indebted states?". The 

research hypothesis states, "the less economic dependency upon the Russian 

Federation, the more success in restructuring the debt". In the end, the hidden 

int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echanism of its procedure can be 

observed and proven. The Russian Federation consistently tried to exp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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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influence and to reconstruct its political and economic control upon 

the reg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Putin‟s 3rd Russian presidential term is ongoing. President Putin 

declared that the key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to continuously be 

a member of the Pacific States. This strategy can be seen to manifest in the 

form of the Gas Pipeline Project connecting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hould the project prove successful, it w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political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Russian 

Federation.  

 The hierarchical substructur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maintaining absolute influence on the indebted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during last 20 years, is now being advanced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important that prudent analysis be conducted on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wer and influence projec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Keywords: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Credit, Debt Restructuring, 

Indebted Countries, Reintegration, Dependency 

Student Number: 201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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