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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나라로 정의되는 탈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한 지역 내 협력이 어떤 추동력을 바탕으로 발생하고, 또한 어떤 추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이후, 국경을 맞대

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다양한 지역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함께 CIS, EurAsEC, SCO 등의 지역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자기들만의 지역 내 이해관

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 협력체제 또한 만들어 냈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뚜렷한 성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

력은 실패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

을 성과보다는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어,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에 대

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의 추동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CAU-CAEC-CACO로 이어지는 다기능 협력 체제와 중앙아시아

를 비핵화지대로 규정하는 CANWFZ를 사례로 사용했다. 중앙아시아에

서 등장한 다양한 지역 협력들 중 오직 이 사례들만이 3개 이상의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니셔티브가

발생했으며, 중앙아시아의 역내 이해관계를 위해 형성된 지역 협력 기구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정 추적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발생

시키고 지속할 수 있게 기여한 추동력을 찾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

에 앞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추동력과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협력의 수요와 공동의 정체성

과의 관계를 주목하고자 했다. 이어서 존재하는 지역 협력 기구가 어떻

게 변동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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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추적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양

상을 통시적으로 서술한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시작했던 1990년부터 약 20년의 기간을 협력의 시작, 협

력의 진행, 협력의 변화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재구성하였다. 협력의 필요

성에 기반한 이해관계의 변화, 참여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정했던 정체성

의 변화,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 지역 내 협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지역 국가들이

인식한 공동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이 모두 협력을 이끌어 낸 추동력으로

작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 내 협력을 유지시키는 추동력의 근

거로는 공동의 정체성 요소가 좀 더 두드러졌다.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변동은 협력의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그쳤지만, 공동의 정체성이 무너지

자 지역 내 협력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사례를

발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CAU, CAEC, CAO, CANWFZ

학 번: 2015-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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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중심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혼란은 중

앙아시아에 위치한 다섯 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Soviet Socialist

Republic)1)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공화국들

은 소련으로부터 마침내 독립을 이뤄내면서 자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반면,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소위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이라 불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국

의 주권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도전을 맞이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들은 지역 단위의 협력2)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맞

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표 Ⅰ-1>에서 정리된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안보, 경제, 국가 사이의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 협력 기구에 가입하였다.

1)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의 연방공화국이었던 현대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 카자흐스탄

(Republic of 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 Republic), 타지키스탄(Republic

of 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이상 다섯 개 국가만 지칭하고자
한다. 다섯 국가로 한정하는 자세한 이유는 Ⅰ.3.1) 연구시기와 대상 부분에서 서

술한다. 본 연구에서 다섯 나라 전부 혹은 일부를 동시에 언급할 때에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다.
2) 본 연구에서 이야기 하는 지역 협력은 regionalism을 뜻한다. 지역주의가 아닌 지

역 협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으로 정의 된 곳 안의 국가들과 더불어 지역 밖
의 국가들이 함께 협력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협력과 순수하게 지역 안의 국가들

만으로 협력이 구성되는 지역 내 협력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지역 협력(지역주의)

의 정의는 다음 참조. “We define regionalism as constituting a primarily
state-led process of building and sustaining formal reg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mong at least three states.” Börzel, Tanja A. and Risse,

Thom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Reg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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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지역 협력 기구 가입 현황

※주: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 국가 연합)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경제 협력 기구)

CST(Collective Security Treaty: 집단 안보 조약)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a: CST는 2002년에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 안

보 조약 기구)로 발전.

b: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CST의 초기 가입국이었으나, 1999년 탈퇴. 이후

2006년에 재가입하나, 2012년에 재탈퇴.

c: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의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2006년 CACO(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 기구)가 EurAsEC에 통합되

면서 자동 가입. 2008년 EurAsEC 탈퇴.

d: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CIS 창립에 합의했으나, CIS 헌장에 비준하지

않음. 이후 2005년부터 준회원(Associate State) 지위 획득.

e: 투르크메니스탄은 SCO에서 초청 국가(Guest Attendance) 지위를 가지고

참여 중.

3)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국명은 헌법을 비롯한 공식 문서에서 키르기즈 공화국(Кырг

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이라는 국명과 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키르기
스스탄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지역기구

(창립연도)

국 가

(가입연도)

CIS
(1991)

ECO
(1985)

CSTa
(1992)

SCO
(1996)

EurAsEC
(2000-2014)

우즈베키스탄 ○
(1992)

○
(1992) △b ○

(2001)
△c

(2006-2008)

카자흐스탄 ○
(1991)

○
(1992)

○
(1992)

○
(1996)

○
(2000)

키르기스스탄3)
○
(1992)

○
(1992)

○
(1992)

○
(1996)

○
(2000)

타지키스탄 ○
(1993)

○
(1992)

○
(1992)

○
(1996)

○
(2000)

투르크메니스탄 △d ○
(1992) X △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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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들만의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

내 이해관계와 초국경 문제를 조정하고자 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로 조직된 역내 협력 기구는

CAU(Central Asian Union: 중앙아시아연합)-CAEC(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경제 공동체)-CACO(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기능 지역 협력체4)와, 중앙아시

아 지역을 비핵화하고, 핵 오염 피해지역을 공동을 정화하기로 합의한

CANWFZ(Central Asian Nuclear-Weapon-Free-Zone: 중앙아시아 비핵

화지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독립 이후 사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지역 내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협력 기제가 부재한

상태라고 평가하거나, 지역 내 협력의 양상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추

진되기 보다는 EurAsEC이나 SCO와 같은 외부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되

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에 대한 연

구 성과들은 중앙아시아 안에서 지역 협력이 어떤 변수들로 인하여 이뤄

질 수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거나, CIS, EurAsEC, SCO 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중

앙아시아 다섯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원론적

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중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

문에 지역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도출해 낸 연구들도 진행되었

다.5)

4) 이하 글 에서 세 기구의 연속적인 양상을 언급하고자 할 때는
CAU-CAEC-CACO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5)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한 연구들 중에서 지역의 개념이 동적이고 변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는 Qoraboyev, Ikboljon, “From Central Asian Regional Integration to Eurasian

Integration Space? The Changing Dynamics of Post-Soviet Regionalism",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2010, (2010), pp. 206-232. 참조. 경제적 활동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한계를 가진다고 본 연구

로는 Azizov, Ulugbek,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From
knowing-that to knowing-how", Journal of Eurasian Studies, 8, (201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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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 기제는 연구 사

례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CAU-CAEC-CACO와 CANWFZ는 중

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실패 사례로 취급되었을 뿐

이다. 이는 이들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다른 지역 협력 기구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역내 이해관계 조정과 공동의 문제 해결 측면, 그리고 지

역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

문이다. CANWFZ는 지역 협력의 사례 보다는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비

확산 맥락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6)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

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지역 협력 기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자체적 지역 협

력의 성과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초점을

두고자 한다. CAU를 형성하고 CAEC, CACO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동

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CACO가 EurAsEC에 합병될 때 어떤 동력이 사

라졌던 것일까? CANWFZ를 성사 시킨 힘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

123-135.; Libman, Alexander and Evgeny Vinokurov, "Is it really different?
Patterns of regionalisat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Post-Communist
Economies, 23(4), (2011), pp. 469-492. 참조, 개별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과 지역

간의 관계를 본 연구로는 Olcott, Martha Brill, "The Myth of “Tsentral'naia
Aziia", Orbis 38.4, (1994), pp. 549-565.; Abdullo, Rashid, "Tajikista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44(2),
(2007), pp. 62-66. 참조.

6) CANWFZ가 비확산 맥락에서 논의된 글은 다음을 참조. Kasenov, Oumirserik,

"On the creation of a nuclear‐weapon free zone in Central Asia." The
Nonproliferation Review 6.1, (1998), pp. 144-147.; Hamel-Green, Michael,

"Nuclear-weapon-free zone initiativ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cooperation on non-proliferation”,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21.3,
(2009), pp. 357-376.; Roscini, Marco, "Something old, something new: The 2006

Semipalatinsk Treaty on a nuclear weapon-free zone in Central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3, (2008), pp. 593-624.; Aben, Dauren,
"Proliferation Challenges in Central Asia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ral Asian Affairs 1.2, (2014), pp. 287-302. 중앙아시아 비핵화

지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글은 박주식, ‘중앙아시아 연구의 주요 영
역과 과제’, 『평화연구』 11(2), (2003), pp. 185-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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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 간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낸 추동력은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

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밝혀낸 성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이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흐름은 CIS, EurAsEC, SCO

등의 지역 협력 기구가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

이다.

1)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실패 분석

마틴 스페츨러(Martin Spechler)가 ‘병리학’이라는 표현처럼 사용한

것처럼7), 연구자들은 탈냉전 시기 지역주의의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관

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아시아의 지역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실패로 이끈 원인

들로는 지역 내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외부 강대국의 파급력, 경제적인

낙후와 역내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 취약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다.8)

7) Spechler, Martin C., “Regional Non-cooperation in Central Asia: a Pathology”,

in NATO Security and Stability Colloquium, (2001), pp. 267-274.
8)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글로는 다음을 참조. Allison,

Roy, "Virtual regionalism, regional structures and regime security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7(2), (2008), pp. 185-202.; Allison, Roy,

"Regionalism, Regional Structures and Security Management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80(3), (2004), pp. 463-483.; Bohr, Annette, "Regionalism
in Central Asia: New Geopolitics, Old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80(3), (2004), pp. 485-502.; Bohr, Annette,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Mission Impossible?”, Helsinki Monitor 3, (2003), pp. 254-268.; Laruelle,
Marlene and Peyrouse, Sebastien, "Regional Organisations in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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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방해했

다고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소련이라는 강력한 중앙 통제가 사라진 중앙

아시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초국경적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우즈베키스

탄과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맹주가 되기 위한 펼친 경쟁 관

계, 중앙아시아의 부족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갈등, 소련시기 강제로

구획된 국경으로 발생한 영토 문제와 민족 사이의 갈등, 국가 건설과 역

사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체성 충돌 등을 변수로 꼽고 있다.

외부 강대국의 파급력에 주목하는 시각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발

생하는 ‘신거대게임’에 초점을 둔다.9) ‘유라시아의 발칸’10)으로도 불리는

Patterns of Interaction, Dilemmas of Efficiency”, University of Central Asia’s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Working Paper No.10, (2012),
pp. 1-56.; MacFarlane, Neil,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ism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80(3), (2004), pp. 447-461.; Olcott, Martha Brill,
”Rivalry and competition in central Asia“, Eurasia Emerging Markets Forum
2010, (2010), pp. 1-25.; Pomfret, Richard,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Econ Change Restruct, 42, (2009), pp. 47-68.; Qoraboyev, 2010,; Rosset,
Damian and Svarin, David, "The Constraints of the Past and the Failure of

Central Asian Regionalism, 1991-2004",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3, (2014), pp. 245-266.; Spechler, Martin
C.,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P roblems of Post-Communism,
49(6), (2002), pp. 42-47.; Spechler, 2001,; Swanström, Niklas, "The prospects

for multilateral conflict preven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23(1), (2004), 41-53.; Xu, Zhengyuan, "In the Shadow

of Great Powers: A Comparative Study of various Approaches to Regionalism

in Central Asia", Connections : The Quarterly Journal 9.4, (2010), pp. 37-52.;
9) 유라시아 신거대게임에서 강대국의 전략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에 보다 초

점을 맞춘 연구로는 Laruelle, Marlene and Peyrouse, Sebastien, Globalizing
Central Asia: Geopolitics and the Challenges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E Sharpe, 2013).; Molchanov, M. A., Eurasian Regionalisms and
Russian Foreign Policy. (Surrey: Ashgate, 2016),; Cooley, Alexander,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신범식 외 13인,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과천:

진인진, 2015).; 신범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슬라

브학보』, 25.4, (2010), pp. 191-221.; 신범식, ’신거대게임으로 본 유라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과 전망‘, 『슬라브학보』, 23.2, (2008), pp. 165-200. 등 참조

10)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NY: BasicBooks, 1997), p. 123.



7

중앙아시아에서 주요 강대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터키 등이 전략적 이

해관계에 따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

의 전략에 대응해서 지역 협력을 구성하여 균형을 추구하거나 강대국의

전략에 편승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균형과 레버리지 상승을 추구하기 보다는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략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고 있다.11)

경제적인 낙후와 역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의 취약이 중앙아시

아 지역 협력의 부재한 원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소련의 중앙 계획 경

제 체제로 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발 상태,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낮은 수준의 무역 규모,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교통과 통신망 부족, 지역 내 공동의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지

역 협력 실패의 변수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지역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

했다는 원인으로 국제정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12), 비민주

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폐쇄성이 원인이라는 의견13) 등이 제시되

었다.

2) 지역 협력 기구가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효과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또한 [표 1-1]에서

언급되었던 CIS, EurAsEC, SCO 등의 지역 협력 기구들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가들에게 그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거나, 앞으로

이 기구들과 중앙아시아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였다.

11) MacFarlane은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주의적 관계보다는 양자적 관계

를 위주로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런 양자적 관계가 중앙아시아 지역주의를 저해하
고 있다고 본다. MacFarlane, 2004.

12) Bobokulov, Inomjon, "Central Asia: is there an alternative to regional

integration?", Central Asia Survey, 25(1-2), (2006), pp. 75-91.
13) Collins, Kathleen, "Economic and Security Regionalism among Patrimonial

Authoritarian Regimes: The Case of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61(2), (2009), pp. 2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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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들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지역 협력 기구가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이 기구들이 CAU-CAEC-CACO 대신 안보 강화, 경제적 교류 증가 등

을 일으켜 지역의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

역 내 현존하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14)와 같은 비전통 안보 불

안 요소, 불법 이민, 이주 노동자, 마약 밀수 등의 초국경 문제를 해결하

고 있거나, 해결해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실제 중앙아시아 지역

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 협력 기구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CIS나 EurAsEC의 표면적인 통합인 측면을

지적하거나15), EurAsEC을 통한 경제적인 연결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CSTO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

하기도 한다. SCO 또한 2010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오쉬(Osh)에서 발생한

민족 간의 충돌16) 당시 무능과 비효율성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17)

3) 기존 연구 평가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시

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지역 협력의 현황과 지역 협력에 대한 각 국

14)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는 상하이협력기구에서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상하이협력기구의 지역 반테러 조직(Regional Anti-Terrorist Structure)은 우

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해 있다.
15) CIS, EurAsEC을 법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글로는 Kembayev, Zhenis,

Legal Aspects of the Regional Integration P rocesses in the Post-Soviet Area,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9). 참조

16) 2010년 키르기스스탄 오쉬 사태에 대한 글로는 김태연, ‘1990년 및 2010년 키르
기스스탄 오쉬 사태: 민족 간 폭력의 발발 기제를 중심으로’, 『中蘇硏究』, 39(3),

(2015), pp. 305-350 참조.
17) Ziegler, Charles E, "Central Asia,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From Indifference to Engagement", Asian Survey,
53(3), (2013), pp. 484-505. Godehardt, Nadine, The Chinese Constitution of
Central Asia, (Palgrave Macmillan, 2014),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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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전략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협력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바라보고자 하며, 특히 가시

적인 수치와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한 경향이 강하다. 이런 기

준 하에서 연구의 초점은 CAU-CAEC-CACO와 CANWFZ의 형성 과정

을 살펴보는 것보다 다른 지역 협력 기구를 살펴보는 쪽으로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앞서 서술했듯이, 중앙아시아 지역 협

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속 에서 CAU-CAEC-CACO와 CANWFZ는 중

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실패 사례로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서 그

쳤다. CAU-CAEC-CACO는 아네트 보어(Annette Bohr)가 ‘충족되지 않

은 청사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역의 경제, 무역, 안보 정책의 조정을

효과적으로 맡을 기구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8)

CANWFZ는 러시아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보장한 이전의 조약

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CAU-CAEC-CACO19)와 CANWFZ20)는 기존의 연

구 동향에서 핵심 사례로 상대적으로 취급이 덜 된 편이었고, 더 나아가

두 사례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18) Bohr, 2004, p.486
19) CAU-CAEC-CACO는 분석 기사 수준에서는 Ushakova, Zhambekov등이 중심사

례로 다뤄 이야기 하였다. Ushakova, Natalia, “Central Asian Cooperation:

Toward Transformati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2003 No.3(21),
(2003), https://www.ca-c.org/journal/2003/journal_eng/cac-03/16.usaeng.shtml

(검색일: 2017. 11. 15),; Zhambekov, Nurzhan, “Central Asian Union and the

Obstacles to Integration in Central Asia”, Analytical Articles of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2015),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

analytical-articles/item/13116-central-asian-union-and-the-obstacles-to-integrat

ion-in-central-asia.html (검색일: 2017. 12. 06)
20) CANWFZ와 지역 협력에 관련된 연구로는 Соков, Николай, “Безъядерная зо

н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к заполучить пятерку?”, ИНДЕКС БЕЗОПАС

НОСТИ № 3 (86), Том 14, (2008), pp. 77-84.; Сотников, Владимир, "О созд

ании зоны, свободной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на

ли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МГИМО (У) МИД России, Выпуск 8(37), (2008), pp.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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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례들은 지역 협력의 결과물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CAU-CAEC-CACO는 중앙아시아 국가 스스로 EU(European Union: 유

럽 연합)나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

아 국가 연합)과 유사한 지역 통합을 추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ANWFZ는 역외 국가의 참가 없이 영구 중립(permanent neutrality)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참가하여 온전히 다섯 국가가 한 뜻을 모은

유일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21)

연구의 초점을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보

다 지역 내 협력 기구의 등장과 지속, 소멸에 둔다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발생하는 과정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기여했는지

밝혀보는 것이다. 이전 연구들이 제시한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중앙아

시아 내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진 두 지역 협력의 사례는 연구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상 다섯 개만을 지칭하는 중

앙아시아다. 이상 다섯 나라는 소련의 15개 공화국 구성원이었고, 따라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 제도와 행정 체제, 러시

아어와 소련의 문화 상속, 독립 이후 공산당 출신의 지도자인 노멘클라

투라(nomenklatura)에 의한 국가 통치 등 동일한 국가 건설

(nation-building)의 경로를 겪었다.

연구대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지역 내 협력의 사례’를 선

21) Zhambeko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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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조건을 바탕으로 삼았다. 첫째,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 중 세 나라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할 것, 둘째, 중

앙아시아 다섯 나라 중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가 제

공되었을 것, 셋째, 지역 협력 기구의 중심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이 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의 발전과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Ⅰ-2>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한 지역 협력 기구들과 본 연구

에서 사례 선정한 기준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Ⅰ-2> 중앙아시아의 지역 협력 기구들과 연구 사례 선정 기준

그렇게 때문에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사이의 협력 기제는 본 연구

의 사례로 선정한 CAU-CAEC-CACO와 CANWFZ만으로 한정하였다.

두 사례는 4개 이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였고,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발전과 협력을 목적

으로 삼고 있다.

<표 Ⅰ-1>에서 언급한 5개의 사례인 CIS, CST, SCO, ECO,

EurAsEC은 비록 세 개 이상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조건 1은 충족하지만,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의 발전과 협력

을 추구했기 때문에22) 조건 3도 불충족하며, 러시아, 서아시아, 중국 등

CAU

CAEC

CACO

CAN

WFZ

C

I

S

CST

CSTO

S

C

O

E

C

O

EurAsEC

O

I

C

C

I

C

A
조건 1) 세 나라 이

상의 직·간접적 참

여

O O O O O O O O O

조건 2) 중앙아시아

에서 발원한 이니

셔티브

O O X X X X X X O

조건 3) 목적이 중

앙아시아의 여부
O O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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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외부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협력이기 때문에 조건 2를

또한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 기구)23) 역

시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이 모두 가입한 국제적 협력체지만, 기구의

시작은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이슬람 국가들 중심으로 이뤄졌고, 기

구의 목적 역시 중앙아시아보다는 전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이기 때문에

조건 1과 조건 3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는 1992년 10월 5일

UN 제 47회 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지역 협력 기구다. 투르크메니

스탄을 제외한 4개국이 모두 CICA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본 기구의

협력 목적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24)이기 때문에

조건 3에 부합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시기적 시작점은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들이 소련이 흔

들리던 1990년대 초반, 정확하게는 1990년 6월 23일 알마-아타

(Alma-Ata)25)에서 다섯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첫 공식적인 회의를 가

22) ECO는 1985년 이란, 파키스탄, 터키가 협력하여 만들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중

앙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발전과 중앙
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ECO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

다.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펴내기, 1997), pp. 180-184.; Hunter,

Shireen,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6), pp. 146-149.

23)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

탄은 1995년에 각각 OIC에 가입하였다. 새롭게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에 대
한 연구는 Rashid, Ahmed,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Islam or
Nationalism: Islam or Nationalism? , (Zed Books, 1994).; Khalid, Adeeb, Islam
After Communism: Religion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참조.

24)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Almaty Act, (2002), http://www.s-cica.org/admin/upload/files/Almaty_Akt_
(2002)_-_eng.doc (검색일: 2017. 11. 13)
25) 알마-아타는 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Almaty)의 소련 시기 명칭이다. 본 연구에
서 명칭에 대한 표기법은 사건이 벌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영어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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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시점부터로 상정한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종착점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최종 변화한 시점으로 삼고자 하며, 이

는 곧 CANWFZ가 공식 발효가 되는 2009년 3월이다. 따라서 연구의 시

기는 1990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다.

2) 연구 방법: 과정 추적을 활용한 두 사례 연구(two-case study)

본 연구는 먼저 CAU-CAEC-CACO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복합

적 지역 협력 기구와 CANWFZ의 창설 배경, 사전 준비와 협상, 창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과정 추적

(process-tracing) 방법26)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 협력들이 발생할 수 있

었는지, 그리고 협력을 유지 및 종결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

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과정추적을 진행하기 위한 논리적 예비고찰을 위해 이론적인 검토

를 먼저 진행한다. 우선 기존의 지역 협력 이론으로 중앙아시아의 두 사

례가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앤드류 허렐(Andrew Hurrell)

등이 정리한 지역 협력과 국제정치학 이론과의 관계를 먼저 본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실패라고 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협력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에브게니 비노쿠

로프(Evgeny Vinokurov)와 알렉산더 리브만(Alexander Lbman)의 논의

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과정추적에 활용할 초점을 찾아

각각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연구

혼재되어 알려진 러시아어 명칭의 경우 BGN/PCGN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환해서
작성한다.

https://libraries.ucsd.edu/bib/fed/USBGN_romanization.pdf (검색일: 2017.11.15.)
26) 과정추적을 통해 연구자는 역사, 기록, 인터뷰 등 자료를 활용해 이론이 가정하

고 함의를 주는 인과 프로세스가 사례에서 실재하는지 보고자 한다. Bennett, A.

and Checkel, J. T. (eds.), Process tracing: From metaphor to analytic to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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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기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CAU-CAEC-CACO와

CANWFZ는 서로 기능의 다양성, 가입 국가의 구성 등, 기본적인 속성

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경제, 안보, 정치 등

을 포괄하는 다기능 지역 협력 기구라면, 후자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한 후자는 중앙아시아의 다섯 나라가 모두 참여한 반면에, 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참가하지 않았다. 둘째, CAU-CAEC-CACO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구의 협력의 양상과 주제 등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만, CANWFZ는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

째, 두 기구들은 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CAU가 1994년, CAEC가 1998년, CACO가 2002년에 제도화가 이뤄

졌다면, CANWFZ는 2006년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사례를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 <표 Ⅰ-2>에서 나타났듯이, 중앙아시

아의 지역 내 협력들을 추려서 정리해본다면 CAU-CAEC-CACO와

CANWFZ 사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지역을 설정하고, 협력을

시작한 유이(唯二)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지역 내 협력의

추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례들 중 하나만 보는 것 보다,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각각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지역 협력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만약 두 사례에 대한 과정추적으로 통해 얻은

결과에서 지역 내 협력의 유사점이나 일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중앙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보는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의 활용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진행된다.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전

반적인 논의 검토, 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사례에 대한 과

정 추적을 하는데 있어서 나라들이 맺었던 조약 원문, 각 나라의 대통령

들의 UN 총회 발언 등의 1차 자료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인 2차

자료를 활용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현황과 양상에 대해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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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 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들과 언론 기사 등을 활

용했다.

CAU, CAEC, CACO에 대한 내용은 이 기구가 EurAsEC에 합병

된 이후 홈페이지 삭제 등으로 인해 1차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었지만,

미국의 FBIS(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해외방송정보

서비스)에서 작성된 Daily Report를 통해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당시

상황을 담은 언론 기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27) 이와 더불어 2차 자료를

바탕으로 기구의 목적, 활동,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고, 국가수반의 발언

등의 1차 자료와 언론 기사를 가지고 내용을 보충하였다.

CANWFZ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조약 서문에 나온 UN 총회 결

의안이나 결정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의 1차 자료와 언론 기사를 사용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의 핵 관련 주제에 대한 자료는 2차 자료들과 함께 NTI(Nuclear Threat

Initiative), ПИР-Центр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언론 기사 등

을 참조했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양상을 기존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지역 협력의 형성 조건에 대한 국제정치

학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이론적 통찰력이 중앙아시아 사례에 제공

하는 의의를 제시한다. 이어서 저역 협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형성과

유지의 추동력이 당시 국가들이 공유했던 정체성과 지역 협력을 조직하

는 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Ⅲ장

과 Ⅳ에서 어떤 시각으로 지역 협력의 추동력을 볼 것인지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연구 사례인 CAU-CAEC-CACO와 CANWFZ의 형성

27) https://catalog.hathitrust.org/ 에서 FBIS Daily Report 열람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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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두 지역 협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

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1990년대 초반 흔들리는 소련 속에

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정치 지형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서술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1994년 결성된 CAU가 형성되는 전후에서 시

작하여 1998년 CAEC로, 2001년에 CACO로 변화하는 모습과, 2006년에

EurAsEC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CANWFZ에 대해 다루며, 소련으로부터 독립 전후로 시작되는 핵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1994년 비핵화지대의 첫 제안, 그리고

2009년 3월 조약이 공식 발효되는 과정까지 서술한다.

Ⅳ장에서는 CAU-CAEC-CACO와 CANWFZ의 두 사례를 재구성

하여 어떤 추동력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고, 유지시킬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협력이 시작될 시점과 협력의 양상이 변화하는 시점

을 비교했을 때 각각 국가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활용하

는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지역 국가들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통

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의 동학을 확인한다.

Ⅴ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후 얻어낸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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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 협력의 형성 및 유지 조건과 중앙아

시아

이 장에서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지역 협력의 형성 및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한다. Ⅱ장의 첫 단락에서는

지역 협력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론

과 중앙아시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는 지역 협력의 유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비노쿠로프와 리브만

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것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를 서술한다. 세 번째 단

락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가 어떻게 중앙아시아의 지

역 내 협력을 재구성할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1. 지역 협력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아미타브 아차르야(Amitav Acharya)는 앞으로의 지역 협력에 대

한 연구가 전 세계가 단일한 패턴으로 협력을 이룬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지역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론적

통찰력과 더불어 지역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동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설명, 그리고 외부의 힘과 지역적 요소들 간의 상호 관

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려는 새로운 지역 협력에 대한 해석 시도가

필요하다가 주장한다.28)

따라서 이론적인 시각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협력을 관찰하는 과정

은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중앙아시아에 존재 했던 지

역 협력의 사례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이론적인 틀에서 얻어낼 수 있는 통찰력으로 해석하는 단계가 필

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 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그 다음,

기존의 지역 협력 이론이 어떻게 중앙아시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28) Börzel and Risse, 2016,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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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본다.

지역 협력이 왜 이뤄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은

초점을 두고 있는 요소에 따라서 권력 기반 이론(power-based theory),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국내정치 이론(domestic

politics theory), 구성주의 이론(constructivist theory)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29)

1) 권력 기반 이론

국가 사이의 권력의 분배와 차이에 따라 지역 협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주요 입장은 신현실주의(neo-realism)적 관점이다. 신현실주의의 관

점에서 국제 정치의 세계는 중앙 권력이 부재하는 무정부 상태며, 모든

국가는 생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이자 동시에 동등한 주권을 가

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하지만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capability)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30) 국제 사회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허렐은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동맹 형성 논리와 지역 협력

의 논리를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31) 외부 위협 인식에 대한 국

가의 태도32), 특히 지역의 헤게모니(hegemony)의 존재 혹은 출현 가능

성에 대한 우려감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현실주의적 지역 협력은 각 나

라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역할을 맡는다.33)

29) 이상의 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다음을 바탕으로 작성. Fawcett,

Louise and Hurrell, Andrew,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1995), pp.37-73,; Börzel and Risse, 2016, pp.42-64.

30) 고전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 반면, 신

현실주의에서는 주요 강대국이 활약하는 체제 차원에서 국가 능력의 분배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Schweller, Randall L. and Priess, David,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41, No. 1, (1997), pp.6-7.

31) Fawcett and Hurrell, 1995, p.47
32) 허렐은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협력은 경제적, 정치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Fawcett and Hurrell, 199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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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와 지역 협력의 관계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헤게모니로부터 오는 현존하는 위협이

나 향후 다가올 외부 헤게모니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소규모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 중소규모의 국가들은 지역

을 통해 외부의 헤게모니에 맞설 수 있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을 형성해 자국의 권리를 지키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는 지역 내부에서 헤게모니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의 능력을 견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 내 국가들이 협력

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다자주의적 관계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안정성도 추구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이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들이 지역 협력을 추구하였다면, 세 번째 헤게모니와 지역 협

력의 관계는 반대로 중소 국가들이 헤게모니에 편승(bandwagoning)하는

방법이다. 헤게모니가 제공하는 안보적 안정성과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서 중소 국가들이 따로 지역 협력을 조직하기 보다는 헤게모니의 편에

서는 것이다.

네 번째 방식은 헤게모니로 여겨지는 국가가 직접 지역 협력의 구

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능력을 갖춘 강대국은 자국의 전략

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구도

를 형성한다. 여기서 강대국은 지역 협력에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나 ASEAN에서 미국처럼 지역 협력 기구에 직접적으로 참

여하지 않고 유인만 제공할 수도 있다.

2) 상호 의존 이론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능력과 힘의 불균형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적 시각처럼 국가 사이의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지

역 협력이 이뤄진다고 보는 관점에서도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하

33) Schweller and Priess, 1997,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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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상호 의존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신현실주의에서 제시되는 국가

간의 불신과 경쟁, 갈등보다는 국가 사이에 공동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호 의존에 기반을

두어 지역 협력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와 신자유주의 제도주의(neo-liberalism institutionalism)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신기능주의 관점은 유럽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된

이론으로, 국가 사이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협력이 지속된

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신기능주의는 국가 사이의 협력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보다는 이익 단체나, 시민 단체, 혹은 정치 엘리트들의 관계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시작하는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에 주목한다. 파급 효

과는 기능적 파급 효과(functional spillover)와 정치적 파급 효과(political

spillover)로 나뉘는데, 기능적 파급효과는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

야로 확산되는 것을 뜻하며, 정치적 파급 효과는 존재하는 초국가적 기

구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신자유주의 제도주의는 상호 의존이 확대되는 국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신기능주의와 다르게 국가

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국

제 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처럼 무정부 상태이지만, 국제 관계에 존재하

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가 필요하여 협력은 이뤄질 수 있

다고 본다.34) 또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될수록 공동체가 마

주하는 문제와 딜레마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초국가

적인 제도35)를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이뤄내는 것이 지역 협

력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34) Schweller and Priess, 1997, p.3
35) 제도에 대해서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persistent and connected sets of rules that prescribe behavioral roles,

constrain activity, and shape expectations”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1988),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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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정치 이론

국내정치 이론이 지역 협력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의 수준에서 공유되는 속성들이 국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 정치의 수준에서 관찰되는 요소로는 국가의 통

일성(state coherence), 민주화의 여부, 국내 정책들의 수렴(convergence)

여부이다.

국가의 통일성에 주목하는 입장은 국가의 능력(viability)과 지역

협력이 비례 관계라는 것을 주장한다. 특정 지역 안에서 지역 협력과 통

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국가들의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안정

성과 같은 국내 정치적 수준의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내전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당면하는 등 국가가 불안

정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

의 관계와 평화적인 지역 협력 체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시각은 유럽에서 지역 협력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1980년대 발

생한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지역 협력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자 대

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화와 지역 협력의 관계가 상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어떤 민주주의 체제적 요소가 지역 협력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

니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존재 자체가 지역 협력에 기여하는 것인지와 같

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

고 있다.

국내 정책들의 수렴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낸다고 보는 관점은 지

역 협력의 동력이 지역 내 국가들의 초국가적 협력과 외교 정책으로 발

생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의 방향이 지역 협력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특히

1980년대 중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정책으로 시장 자유화를 선택하고,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주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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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협력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각

에서 지역 협력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요소는 공통의 인식적 요소들이

다.36) 이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조건들이나 합리적인 선택 보다는 공유되

는 지식, 관념, 규범, 담론, 정체성과 같은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조건들이

지역 협력 형성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구성주의자들은 국가들 사이에

서 문화, 역사적으로 축적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체성, 담론이 형성되면서 피아의 구분과 공동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

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공유되는 규범이나

가치들이 지역 협력을 이뤄내는데 사전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 통

합의 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37)

5) 지역 협력 형성의 이론적 고찰과 중앙아시아

그렇다면 지역 협력 형성에 대한 이상의 국제정치학적 논의는 중

앙아시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 중앙아시아는 유럽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국제관계적 조건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역 협력 형성에 대한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38) 하

36) 허렐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며 지역 협력을 보는 관점을 상호 의존 이론의 한

종류로 구분했으며, 이를 ‘인지적 상호의존(cognitive interdependence)’으로 불렀

다. Fawcett and Hurrell, 1995, p.64
37) Börzel and Risse, 2016, p.48
38) 지역 협력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역 협력에 대한 이
론을 고안해 내는데 사용된 사례들이 서구, 혹은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만 한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설명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지역 협력의 이론 중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상 중 하나는 신기능주의적 지역 협력이다. 신기능주의에

서 설명하는 파급효과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익 단체, 시민 단체와 같은 비국가

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비(非)서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다원
주의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유

럽의 경제 기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줬던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 의존 수

준만큼 비(非)서구 지역에서는 상호 의존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Börzel
and Risse, 2016, pp.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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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차르야가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이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역

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권력 기반

이론, 상호 의존 이론, 국내정치 이론, 구성주의 이론을 중앙아시아의 사

례에 대입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협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실

제 발생한 협력간의 관계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폴 쿠비첵(Paul Kubicek)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내 국가

들과 헤게모니의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밖에 있는 헤게모니의

세력 확대와 영향력 증대를 공동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에게 헤게모니로 인식되는 대상은 러시아며, 러시아에 맞서는 협력을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내 헤게모니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지리적으

로 가운데 존재하는 점, 다섯 나라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민족적 우즈베크(ethnic Uzbeks)인들이 다섯 나라 모두에 존재한다

는 점을 근거로 중앙아시아에서 잠재적 헤게모니가 될 수 있다고 간주했

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우즈베키스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지역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와 넷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헤게모니로 간주되는 구가가 지

역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면, 지역에 속한 다른 국가들이 이에 편

승한다는 것이다. 쿠비첵은 지역의 헤게모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로 러시아를 이야기 하며, 러시아가 비록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협

력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헤게모니가 제공해주는

안정성을 위해서 편승을 선택할 수 있다는 보고 있다.39)

하지만 쿠비첵의 제시한 전망들은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난

양상에 비춰 본다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앙아시아의 협

력이 러시아에 대항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Ⅱ장에서 살펴봤던

39) Kubicek, Paul, "Regionalism, Nationalism and Realpolitik in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49(4), (1997), pp.63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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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로 반박할 수 있다. 1992년과 1994년 사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나눈 발언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CIS, CST에 가입해 지역 협력을 추구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비

록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 전후로 지역만의 독자적인

협력 체제를 논의하고, CAU로 실체화 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시도들이 러시아라는 헤게모니에 대항했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지역 내 헤게모니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여서 지

역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이 과연 지역 내 헤게모니가 될 수 있었을까? Ⅰ장의 기존

문헌연구에서도 정리했듯이, 다수의 연구자들은 중앙아시아에 지역 내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지역 내 경쟁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카자

흐스탄도 지역 내 헤게모니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관찰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보다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전술 자산들을 다수 승계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은행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한 번도 1인당

GDP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뒤쳐져 본 적이 없다.40)

둘째, 실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촉매

로 작용된 사건은 도리어 헤게모니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우즈베키스탄

과 카자흐스탄이 서로 단일 경제 구역(Single Economy Space)을 구성했

던 일이었다. CAU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1994년 1월의 단일 경제 구역 창설 합의는 두 나라가 서로 헤게모니로

발전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협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

면 지역 내 헤게모니 억제를 위한 협력의 사례로 제시된 유럽과 독일의

관계에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부상을 지역 협력을 통해 억제하고자

4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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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이고 다자주의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지

역 내 협력의 모습은 양자관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체제적인 측면에서 권력 분배에 의한 지역 협력을 바라보는

신현실주의적 접근법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한 두 협력

중 하나는 소멸되었고,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설명하

기 어렵다. 신현실주의적 관점의 전제인 국가 능력의 체제적인 분배는

국가 관계마다 각각 정도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원을 공유하는 CAU-CAEC-CACO와 CANWFZ는 똑같은

환경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호 의존 이론 중에서 신기능주의적 지역 협력의 관점을 중앙아

시아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1) 신기능주의는 지역

협력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역할. 정치 엘리트들

의 관계 등을 주목한다.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

부분 소련 시절 공산당과 각각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사회주의 공화국들

에서 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서로 친분과 협업의 경험을 가졌고, 이를 독

립 전후로 지역 협력을 이뤄내는데 활용한 점은 정치적 파급 효과 부분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소련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당적인 체제 속에서 발달하지 못

한 시민 사회의 경험으로 인해 비정부 기구들이 활약하는 상향식 지역

협력의 모습은 보기 어렵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정

부기구들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정치와 자유, 민

주주의에 대해 평가하는 대표적인 보고서 중 하나인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의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 중 시

민 사회의 자유도(Civil Liberties) 항목에서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은

한 번도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

니스탄은 조사 기간인 1999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점수가 각각 6.78점,

41) CIS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의존 이론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Obydenkova, Anastassia, “Comparative regionalism: Eurasian cooper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The case for neofunctionalism?”,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 (2011), pp. 87-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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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로 평

가를 받았다.42)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적인 관점이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주는 함

의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CAU, CAEC처럼 중앙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진행된 단일 경제 구역이나 관세 동맹과 같은 경

제적인 협력들, CACO처럼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모인 시

도, CANWFZ처럼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핵 부산물 피해에 대한 공동

대처 등, 기존에 등장한 다양한 지역 내 협력들을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사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행위자로 주도해서 특정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서 협력을 이끌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에는 독립 이후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초국경적인 문제와 공동 해결의 요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이에 대한 공동의 해결 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무 다리야(Amu Darya), 시르 다리

야(Sir Darya) 강, 자라프숀(Zarafshon)의 수자원 활용을 가지고 일어나

는 상하류간의 갈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들의 문제,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 사이의 분쟁 등이 지역 내 각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

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적 관점은 중앙아시아에서

현존했던 제도들의 등장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중앙아시

아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들에서 국가들이 협력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지역 내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지역 협력에 기여한다는 이론의 관점과 중

앙아시아의 지역 협력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가의 통일성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협력을 처음 추구하는 시점에

42)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세 나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5), 키르기스

스탄(4.79), 타지키스탄(5.44)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상세 데이터와 설명은
https://freedomhouse.org/ 참조. (검색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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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정된 국가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

했기 때문이다. 각각 자국에서 권위주의적 국내 정치를 형성하는데 성공

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43)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지역 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은 <그림 Ⅱ-1>처럼 연간 GDP 성장률이

요동치는 상태였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지역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과 대치되는 사실이다.

<그림 Ⅱ-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GDP 성장률(단위: %)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17.11.29.)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 협력이 발생한다는 논리 또한 중

앙아시아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앞 단락에서도 소개했던 프리덤 하우

스의 세계의 자유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민주주

의란 개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다.44) 반면 중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43)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겪으면서 수년간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는데, 국가가 불안정

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CAU가 형성될 1994년 당시 지역 내 협력 체제에 초청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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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못한 체제들 사이에서 지역 내 협력을 이뤄냈고, 더 나아가 지역

협력의 범위를 넓혀 본다면 러시아, 중국 등 또 다른 비민주적인 국가들

과 EurAsEC이나 SCO 등의 협력도 이뤄냈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바라볼 때,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전후로 모여서 이야기 한 통합의 담론들은 주목

해볼만 한 요소들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전통적인 이웃 관계,

문화, 언어,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부르고,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의45) 건설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

등의 행동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구성주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편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 내에서 등장하고 있

는 민족주의 정치와 정체성46)과 지역 내 협력간의 관계, 투르크메니스탄

이 고수하는 영구 중립의 정체성과 지역 협력간의 관계47), 타지키스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페르시아 공동체의 목소리48)와 지역 협력과의

관계 등의 주제에서 구성주의가 향후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

역 협력을 살펴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지역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는

권력 기반, 상호 의존, 국내 정치, 구성주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 권력 기반, 국내 정치, 신기능주의 관점을 통해서는 중앙아시아에

서 발생한 지역 협력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역 협력에 대한

초국경적 요청, 그리고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공유된 정체성을 설명해주

44) 키르기스스탄만 일부 자유(Partly Free) 등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다른 네 나

라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 등급에 머물러 있다. https://freedomhouse.org/

(검색일: 2017.11.29.)
45) 향후 글에서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라고 언급하는 부분

은,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공동체를 말하고자 한다.
46) 이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지역 민족주의 정치』, (서울: 민속원, 2015) 참조.
47)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Peyrouse, Sebastien,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New York: ME Sharpe, 2012);
Anceschi, Luca,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ositive Neutrality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Turkmen regime, (Routledge, 2008) 등 참조.

48) Abdullo, 2007, pp.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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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지역 협력 유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바탕이 된 추동력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협력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

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변화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한 중요하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내 협력의 사례, 특히 CAU부터 시작된

지역 내 협력이 CAEC, CACO로 각각 변화하는 과정은 기능적 파급효과

의 대표적인 예시인 EC(European Community:유럽 공동체)에서 EU로

변화한 유럽이나 남미 통합의 확장 사례처럼 존재하던 기구의 협력 주제

나 기능,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과 다르다. 중앙아시아 지

역 내 협력의 모습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강한 통합 추진-특정 분야의

협력 추진-광범위 주제 협력 추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단계

의 변화를 설명할 새로운 지역 협력의 해석 방식이 요청된다.

하지만 지역 협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협

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다르게 현존하는 지역

협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덜 진

행되었다. 뵈르젤과 토마스 리세(Thomas Risse)가 학계의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글에서도 지역 협력의 발생, 제도의 형태, 지역 협력

의 효과 분야의 이야기는 진행하지만, 지역 협력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49)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의 최신 연구는 이와 같은 학계의 니치(niche)

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공식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 협력 기

구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협력 기구들을 조사하였다.50) 두 사람은 먼저 전 세계에 존재했던 지역

협력 기구들이 산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후, 각 유형별 지역 협력

49) Börzel and Risse, 2016, p.622
50) Vinokurov, Evgeny and Alexander Libman, Re-Evaluating Regional
Organizations, (Palgrave Macmillan, 201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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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이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협력 기구들의

진화와 퇴화를 비롯한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

였다. Ⅰ장의 기존 문헌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학계에서 실패했다고 평

가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사례들은 비노쿠로프와 리브만

의 연구가 제시하는 질문에 어울리는 지역 협력 기구들이라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두 사람은 CAU-CAEC-CACO를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

는 지역 협력 기구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이 제시하는 지역 협력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논지를 소개한다. 두 사람은 먼저 지역 협력 기구들

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지에 따라 지역 협력 기구들에 대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각 지역 협력 기구들이 어떻게 변

화할 수 있는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기

능을 못하는 기구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세 단락을 통

해 두 사람이 제시한 이론적 틀을 설명한 다음에는 이들의 연구 설계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1) 지역 협력 기구의 유형화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현존하는 다양한 지역 협력 기구들의 존재

목적을 네 종류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종류의 지역 협력 기구의

유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 협력 기구의

4가지 목적은 도구적(instrumental goals), 표현적(expressive goals), 지

대추구적(rent-seeking goals), 소통적(communication goals)으로 나눠서

봤다.51)

도구적 목적과 표현적 목적을 나누는 기준은 효용(utility)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구분된다. 도구적 목적을 가지는 지역 협력 기구는

51) 지대추구적 목적과 소통적 목적은 2차적인 목적으로 불리며, 앞에서 이야기 한
도구적, 표현적 목적과 일정 부분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전자가 후자와 달리 상세한 내용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바탕으로 기구의

본질과 향후 경로를 바꾸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Vinokurov and
Libman, 2017,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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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실현시키고 그

로부터 성과를 얻어냈을 때 효용이 발생한다면, 표현적 목적을 가지는

지역 협력 기구는 각 나라들이 지역 협력 기구를 만들고, 지역 협력 기

구에 참가한 사실 자체로 효용이 발생한다.

지대추구적 목적에 따라 지역 협력 기구가 만들어지면, 지역 협력

은 각 나라의 이익보다 특정 관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영된

다. 소통적 목적인 기구는 지역 협력 기구의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서 실효적인 정책을 산출 및 적용하지 못하고, 지역 국가 대표들이 오

직 정기적인 모임만 가지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은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존재하고

있는 지역 협력 기구들을 활성상태(Alive and Kicking), 수사적 통합

(Rethorical Integration), 사교장(Talking Club), 좀비(Zombies), 혼수상태

(Coma)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도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활성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는 다시 협력이 출발할 때 목표했던 바를 꾸준히 이루고 있는 직선

경로(Straight Path)의 활성상태와, 기구의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 목적

이 극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산출해내고 있는 대안 경로

(Alternative Path)의 활성상태로 나뉜다.

수사적 통합의 지역 협력 기구는 표현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발

생한다.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수사적 통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결과를 얻어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건설

초기 단계의 지역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정당성

과 주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52) 두 번째로는 비(非)민주적인 국가들의

정부가 국내 반대 세력에 대항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활동에 대한 상징

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역 협력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53)

사교장 유형의 지역 협력 기구는 정기적으로 기구에 속한 국가들

52) 이에 대해서는 Söderbaum, F., “Modes of regional governance in Africa:
neoliberalism, sovereignty boosting, and shadow networks”, Global Governance,
10(4), (2004), pp. 419-436. 참조.

53) 이에 대해서는 Allison, 2008,; Collin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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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역 내외에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받기 용

이하다. 하지만 사교장 유형의 기구들은 국가 사이의 소통을 중심 목적

으로 가지며 운영되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정책을 제공하기 보

다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친선과 우애를 만들 수 있

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기능으로 자리하고 있다.

좀비의 성격을 가진 지역 협력 기구는 표면적으로는 활성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처럼 상설 조직이나 법적인 틀, 제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꾸준히 국가들 사이의 합의나 지침 등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좀비 기구

들의 이와 같은 성과는 기구 안에 속해있는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좀비 기구가 제안하는 지역 협력

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역 통합의 역

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혼수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는 어떠한 정책적인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가입 국가들 사이에 통합의 끈도 제공하지 못하고, 심

지어 상설 기구의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정기적 정상회담도 운영되지

않고, 관료들의 이해관계도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해산되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 혼수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는

보통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이 이뤄지지는 않고, 기존의 기구들 중

에서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이처럼 변화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Ⅱ-2>과 같다.

<표 Ⅱ-1> 지역 협력 기구의 설립 목적과 종류

※주: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남아메리카 공동 시장)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OAPEC(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아랍 석

설립 목적 유형 세부 분화 예시

도구적 활성상태
초기 목적 유지 직선 경로 MERCOSUR
운영 목적 변화 대안 경로 ASEAN

표현적 수사적 통합 GUAM
지대추구적 좀비 APEC
소통적 사교장 OAPEC
사라짐 혼수상태 EA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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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출국 기구)

EAACM(Euro-Asian Association of Coal and Metals: 유럽-아시아 석

탄 및 금속 협회)

출처: Vinokurov and Libman, 2017, p.20

2) 지역 협력 기구의 변화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자신들이 제공한 지역 협력 기구들이 존재

하는 기간 내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따

라서 기구의 상태는 변화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즉, 지역 협력

기구는 설립된 다음 적응, 발전, 퇴화, 해체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

림 Ⅱ-2>은 지역 협력 기구가 맞이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Ⅱ-2> 지역 협력 기구의 발전 양상

출처: Vinokurov and Libman, 2017, p.28

지역 협력 기구들의 시작은 사교장이나 좀비, 그리고 혼수상태로

출발하기 보다는 활성상태, 혹은 수사적 통합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특

정 세력의 이익만 챙겨주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지

활성상태

수사적 통합 좀비

사교장

혼수상태



34

역 협력 기구를 국가들이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정치적인 결정과

일정 수준의 비용 지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목표

를 가지고 협력이 시작되는 활성상태의 기구나, 국가들 사이에 통합의

의지가 공유될 수 있는 수사적 통합 기구로 지역 협력은 출발한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활성상태의 기구는 정책의 효과적 입안과

성과 발생이 이뤄지는 동안 초창기 협력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는지, 변

화하는지에 따라 직선 경로, 대안 경로의 활성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만

약 활성상태의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사적 통합,

사교장, 좀비 기구로 격하될 수 있다. 수사적 통합 또한 표면적인 통합의

끈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사교장, 좀비 기구로 변화할 수 있다. 여

기서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원칙적으로는 수사적 통합 기구가 활성상태

가 될 수 없고, 또한 사교장이 활성상태와 수사적 통합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을 지탱하게 했던 수사와 조직은

온전한 통합과 협력을 추구하기에는 이미 흠결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하여 활성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롭게 활성

상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각 지역 국가들에게 효과적이라

는 것이다.54)

활성상태, 수사적 통합, 사교장으로 운영되는 지역 협력 기구 원래

추구하던 지역 통합, 담론 제공, 대화의 채널 제공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거나 혹은 목적과 기능의 변화를 추구했으나 실패하면 좀비나 혼

수상태로 변화한다. 만약 여기서 지역 협력 기구 내에 관료들의 이해관

계가 존재한다면 좀비 상태가 유지되고, 지역 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이

더 이상 재정적인 역할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3) 지역 협력 기구의 유지 조건

54)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이 만들어 낸 EAEU(Eurasian Economic Union)를 제시한
다. EAEU는 기존 가입국 사이에 존재하던 EurAsEC, 유라시아 관세 연합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 경제 구역(Eurasia Economic Space)과 같

은 협력을 계승하기 보다는 재창립을 통해서 만들어 졌다. Vinokurov and
Libman, 201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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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지역 협력 기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의 추구했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구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진행했다. 활성상태나 수사적 통합 단

계의 지역 협력 기구들은 본연의 기능과 발휘하고, 목적을 계속 달성하

고 있으면 유지될 수 있다. 즉, 활성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가 계속적으로

효용을 산출해내고, 수사적 통합 단계의 지역 협력 기구가 정당성, 주권

과 같은 명분을 얻어낼 수 있다면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사교장, 좀비, 혼수상태처럼 부분적 혹은 전면적 마비상태

의 지역 협력 기구는 어떻게 지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두

사람은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였다. 사교장 단계의 지역 협력 기구는 우

선 최소한으로나마 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해준다. 지역 내 국가들은 국가 사이의 소통 채널을 새롭게 개설

하는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다. 좀비 상태의 조직은 그 속에서 관료들이 계속 이

해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가 유지될 수 있고, 혼수상태의 조

직은 간판만 남은 상태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

는 사실 자체가 잊혀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구가 해체된다

면 그에 따른 상징적인 비용이 지출된다. 지역의 협력이 해체된다는 것

은 곧 지역의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노력이 실패했고, 잘못된 방식이었

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4) 지역 협력 기구의 유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의의와 한계

이상의 논의를 정리했을 때,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의 논의는 기존의

지역 협력 이론들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협력

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지역 협력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목적에 따

라서 유형을 분류하고, 이 기구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변

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 협력 기구가 창설된 다음에 기능이

변화하는 것과, 명맥만 유지하는 기구들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관찰하

는 등 기존의 이론적 접근이 다루지 않았던 시도들을 진행하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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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사람의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 협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역 협력 기구가 발생

시키는 성과나 기구의 운영 방침과 방식과 같은 내적인 요소들에 의해

생성과 유지, 변화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큰 변화로 인한 기구의 변화나 소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역

협력 기구의 유형을 산출해 낸 성과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이로부터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역 협

력 기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향은 결정론적인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림 Ⅱ-2>에서 각 유형별 예시로 제시한 MERCOSUR,

ASEAN, SCO와 같은 기구들의 발전과 변화 경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구의 창립 초기부터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에 부합하는 논리만 제시하고 있다.

3. 소결

국가들이 지역 협력을 위해 발휘한 역동성과 추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에 지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대

입시키기 보다는, 앞서 서술한 아차르야의 의견처럼 이론적 통찰력, 구성

주의적 시각, 지역 외부의 힘과 지역 내부의 반응 등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 기구의 등장과 변화 과

정의 추동력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이론적인 차원의 논의를 정

리했다. 지역 협력이 왜 만들어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이 유지되거

나 변화했는지를 알아봤다. 권력 기반, 상호의존, 국내정치수준, 구성주의

에 대한 기존의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 검토와 함께 최근에 새롭게 제기

된 지역 협력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가설을 정리하였다.

55) 비노쿠로프와 리브만은 CACO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좀비, 혹은

수사적 통합 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가 되었고, 어떻게 향후 해체되는 과정을 겪
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은 CAU나 CAEC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

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주목하기 보다는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이 왜 실패하고,

EurAsEC에 합병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inokurov and
Libman, 2017,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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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했을 때, 신자유주의 제도

주의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중앙아시아 사례를 접근해볼 수 있다. 두

가지 중앙아시아의 지역 내 협력의 양상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필요성

에서 출발한 지역 협력, 그리고 공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

역 협력으로 인식해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초

국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매 번 협력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존재하는 모든

협력의 필요성과 정체성이 지역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

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

에 등장한 유의미한 협력 필요성과 공동 정체성이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

게 정의되고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두 요소들이 지역 협력으로 어떤 모

습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

아 지역 내 협력의 모습이 개편되는 시점에서 운영 목적의 신설, 변동,

상실과 같은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재구성과 참가국들 사이의 정체성 변

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역동

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아

시아 지역 내 협력을 공동의 정체성,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토대로 재구

성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추동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앙아시

아 국가들은 어떻게 서로를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인식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이고자 했는가? 독립 이후 초기 협력을

이뤄낸 조건들은 무엇이고, 협력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내

용은 무엇인가? 지역 내 협력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변화한 지역 내외의

환경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협력의 필요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출발과 이후에 발생하는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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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형성 과정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는 단일한 국가를 유

지하던 소련의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련의 15개 공화국들의 정상

들이 각각 완전한 독립이나 지역 간의 연합 등 나름의 새로운 정치적 지

형을 형성하려고 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정상들은 총 세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

력을 도모했다.

첫 번째 모임은 1990년 6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수도인 알마-아타

에 이슬롬 카리모프(Islom Karimov)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

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 아브사마트 마살리예프(Absamat

Masaliyev)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최고 소비에트 의장(Chairman of the Supreme Soviet), 카하

르 마흐카모프(Kakhar Makhkamov) 타직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Ta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최고 소비에트 의장, 사파무라트 니야

조프(Sapamurat Niyazov)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56)57)

중앙아시아 다섯 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표가 중앙아시아 협

력과 통합을 주제로 최초로 모인58) 이 자리에서 다섯 명의 대표들은 다

56) 마르타 올콧(Martha Olcott)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난 시기는 1989년 3월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

콧이 밝힌 원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올콧만 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지 않았다. Olcott, 1994, p.552.
57) Gleason은 1990년 6월 23일의 정상회담이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인 프룬제(Frunze: 現 비슈케크 Bishkek)에서 열렸다고 했다. 하지만 FBIS

Daily Report에 따르면 이는 알마-아타에서 체결한 합의문이 프룬제발 정보원을
통해 미국으로 전송되었다. Gleason, Gregory, The Central Asian States:
Discovering Independence, (Westview Press, 1997), p.190

58) Olcott, 1994, p.552,; Bobokulov, 2006,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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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나라가 지리적으로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의 뿌리에

서 출발했다는 점을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다섯 국가 사이의

경제,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연례회의

진행, 아랄 해(Aral Sea)의 수위 감소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한 국가 간의 상설 기구를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59)

두 번째 모임은 1991년 8월 15일,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카리모

프, 나자르바예프, 마흐카모프, 니야조프와 더불어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

회주의 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ev)와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Azerbaijan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하산 하사노프(Hasan Hasanov) 총리가 추가로 참

석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1990년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국가 간의 친선과 협력을 도모했다.60)

소련의 종언이 다가오는 1991년 12월 12일, 소련으로부터 이미 독

립을 선언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드(Ashkhabad)에서 중앙아

시아 국가 정상61)들의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기존에 논

의하던 내용이 중심 주제가 아니었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4일 전

체결되었던 소련의 해체와 CIS 창설의 내용을 담은 벨라베자 조약

(Belavezha Accords)에 대한 평가와 CIS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가

입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동시에 체르노빌(Chernobyl) 사건의 피해자들

과 아랄 해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련 해체 이전의 세 번의 중앙아시아 정상간 회의를 통해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다섯 국가들 사이의 공동의 의제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

에 지역 협력을 통한 레버리지 상승을 추구했다. 세 번의 모임에서 나온

주제로는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 사이의 공통의 정체성 인식, 당시 중

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공동의 문제라고 인식했던 아랄

59) FBIS-SOV-90-137, pp.86-87
60) FBIS-SOV-91-159, pp.59-60
61) 1991년 8월 15일의 모임과 비교하여, 타지키스탄의 대통령만 라흐몬 나비예프

(Rakhmon Nabiyev)로 교체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아제르바이잔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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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대표되는 지역 내 수자원 감소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 낙후된 경제

발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여 새로운 국제 관계를 만드는 것 보다는

현존하는 체제 속 지역 협력을 통해 소련과 CIS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내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991년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그루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

화국(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Republic of Latvia),

리투아니아(Republic of Lithuania), 에스토니아(Republic of Estonia)62)

네 나라를 제외한 11개의 소련의 공화국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CIS 창설

을 확정짓는 알마-아타 의정서(Alma-Ata Protocol)에 서명한 뒤 5일 후,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유형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사례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는 CAU-CAEC-CACO로 이어지는 정치, 안보, 경제를 모두 포괄하고자

하는 다기능 협력기구,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의 비핵화하는 CANWFZ

다.

1.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기능 협력 기구의 형성과 소멸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다기능 협력 기구에 대한

노력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CAU를 구

성할 때까지인 1994년 7월까지, 두 번째 단계는 CAEC로 변화하는 1998

년 7월까지, 세 번째 단계는 CACO로 변화하는 2002년 2월까지, 마지막

단계는 EurAsEC으로 CACO가 합병되는 2006년 1월까지다.

1) CAU 형성까지 (1992.1 – 1994.7)

62) 1991년 12월 당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이미 소련으로부터 독립
을 선언하였고, 사회주의 블록에서 탈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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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와 CIS 결성 이후,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첫 모임은 비

슈케크에서 1992년 4월 23일에 개최되었다. 타지키스탄의 나비예프가 불

참한 가운데,63) 4개국 정상들은 더욱 강력한 CIS체제가 구성되는 것을

공동으로 지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지역 내 협력 추진을 다

짐했던 알마-아타, 타슈켄트, 아슈하바드 정상 회담의 내용과 향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에 대한 노력은 1993년 1월 타

슈켄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다섯 나라의 정상들이64) 모

두 모인 이번 타슈켄트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합의되었

다. 첫째, 소련에서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를 지칭하던 ‘중간아시아와 카

자흐스탄(Middle Asia and Kazakhstan, Средняя Азия и Казахстан)’

이라는 표현을 변경하여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

я)’로 자칭하였다. 카리모프와 나자르바예프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이 문화, 전통, 언어를 예부터 공유하는 오랜 이

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섯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강

조하였다.65) 둘째,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 사이의 공동 시장, 관세 동맹

등 경제적 연합을 공식화하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다섯 나라가 각각 자

국의 통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루블(Ruble)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밝히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 기구가

CIS나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다.66) 즉, 독

63) 나비예프의 불참의 사유에 대해서 Olcott은 타지키스탄 내전의 전운이 감도는 국
내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며, FBIS Daily Report에서는 병환이라고 나온다. 하지

만 FBIS Daily Report에 기록된 복수의 기사들에 따르면 나비예프가 키르기스스

탄의 아카예프에게 자신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의
견을 밝혔다고 한다. Mandelbaum, 1994, p.30,; FBIS-SOV-92-080, pp. 7-11

64)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4개국은 이전 회담에 참가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의 아카예프,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
프가 참석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타지키스탄 국회의장인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momali Rakhmonov)가 국

가 정상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65) Azizov, 2017, p.128
66) FBIS-SOV-93-0021, p.22.; FBIS-SOV-93-002, pp.5-7.; FBIS-SOV-93-00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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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신생 국가들이 역사적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여 국

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타슈켄트에서 얻어낸 합의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상황에 마주하면서 흔들렸다. 첫 번째는 중앙아시아의 각 나라

들이 타슈켄트 합의와는 다르게 자국의 개별적인 통화를 도입하면서67)

공동 시장을 비롯한 경제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협력을 추구하던 기

존의 외교 정책에서 중립 정책을68) 내세우면서 새롭게 비준해야하는 군

사 동맹, 지역 협력 기구에서 모두 불참하기 시작한 것이다.69) 마지막으

로 타지키스탄의 내전70)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지

역 내에서 증가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결

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타지키스탄과의 고차원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71)72)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사이에서밖에 발생할 수 없었다. 1994년 1월 10일 우

67) 키르기스스탄은 1993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

년 11월에 각각 기존에 사용하던 루블화를 자국만의 통화로 변경하였다. 타지키

스탄은 1995년 5월에 통화를 변경하였다.
68) 투르크메니스탄 영구 중립안은 1992년 7월, 헬싱키(Helsinki)에서 개최된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 안보 협력 회
의)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UN 제 50회 총회에서 A/RES/50/80

에 의해 공식적으로 영구 중립이 공인되었다.
69)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의 알마-아타 의정서는 비준했지만, 1993년 1월 민스크
에서 채택된 CIS 헌장에는 비준하지 않았다. 이후 2005년 8월에 준회원 지위로

CIS에 참여하게 되었다.

http://www.e-cis.info/page.php?id=19397 (검색일: 2017.11.20.)
70) 타지키스탄 내전의 양상에 대해서는 Hiro, Dilip, Inside Central Asia: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Uzbe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ey, and Iran, (The Overlook Press, 2011) 참조.

71) Bohr는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가 CAU를 결성하는데 있어서 타지키스탄

을 상대적인 불안정과 경제적 낙후를 이유로 배제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Bohr,

2004, p.486,
72) 키르기스스탄의 아카예프는 CAU 창설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의

불안정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역 통합에 대한 태도로 인해 두 나라가 CAU에 현
재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FBIS-SOV-94-13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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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두 나라 사이의 관세를 없애고 상품과 사람

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단일 경제 구역 창설을 합의하였다.73) 동년 4

월 29일과 30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Issyk-Kul) 호수 주변 도시

카라콜(Karakol)과 촐폰-아타(Cholpon-Ata)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기스스탄 3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탄 사이의 단일 경제 구역을 키르기스스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

다.74) 그리고 마침내 1994년 7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은 CAU를 결성하였다. 세 나라의 정상은 알마티에서 모여서 CAU의

최고 의결권 기구인 국가 간 의회(interstate council)를 포함하여 3국 총

리 회의를 제도화 하였고,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중

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Central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75)

이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직후부터 CAU 결성까지의 기간을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

터 준비되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노력이 CAU라는

결실을 맺는데 성공하였다. CA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문화와 전

통을 공유했다는 공동의 정체성 의식에서 출발하여, 외교, 경제, 안보 등

의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의체로 만들어 졌다. 둘

째, 하지만 CAU는 첫 논의 내용과는 다르게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

탄이 불참하면서 불완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기구가 되었다.

2) CAEC로의 변경 (1994.8 – 1998.7)

CAU 창설 이후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가속화되는 모양을 나타냈

다. 1994년 8월 세 나라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 출범을 공식하였다. 이 은행은 세 나라가 각각 3백만 달러씩, 총 9

백만 달러의 자본으로 출발하며76), 중앙아시아 지역 개발과 외자 유치에

73) FBIS-SOV-94-007, p.68,; FBIS-SOV-94-008, p.78,; FBIS-SOV-94-009, p.77
74) FBIS-SOV-94-085, pp.1-2,; FBIS-SOV-94-087, p.4
75) FBIS-SOV-94-132, pp.72-73.; FBIS-SOV-94-133, p.46.; FBIS-SOV-94-135,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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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5년 4월에는

5개년 통합 계획을 발표하였고,77) 중앙아시아 공동의 평화유지군과 3국

국방장관회담의 상설화 등을 밝혔다. 1997년 1월에는 3개국 사이의 영구

우호조약이 체결되는 등 세 나라 사이의 협력의 수준이 증대되었다.

CAU의 세 나라는 이 기간 동안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공식적

인 협력과 초국가적 조직을 통한 지역 공동의 정책을 운영하는 등 소기

의 성과를 거뒀다.78)

1998년 3월, 내전이 종료된 타지키스탄이 마침내 CAU에 가입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나, 1998년 7월 17

일, CAU의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CAU의 명칭을 CAEC로 변경하

기로 결정하면서 협력의 분야를 경제 분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CAU가 CAEC로 이름을 변경하는 원인으로는 CAU 체제가 출범

초기부터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통합에 초점이 맞

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 동맹, 공동의 은행, 단일 경제 구역 등 경제

적인 내용과 달리 외교, 정치, 안보적인 협력은 뒤늦게 준비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협력 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위치했다. CAU

가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몇몇 연구

자들은 CAU를 CAEU(Central Asian Economic Union)으로 부르기도 한

다.79)

3) CACO로의 변경 (1998.7 – 2002.2)

중앙아시아 4개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협력을 도모

하면서 동시에 지역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목적으로 CAEC를 창설했다.

76) FBIS-SOV-94-152, p.8.
77) 이러한 세 나라의 노력은 동년 8월에 개최된 투르크 정상회담(Turkic Summits)

에서 터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Winrow, Gareth, M., "Turkey"s Relations

with the Transcaucasus and the Central Asian Republics", Perceptions, (1996),
p.136.

78) Ushakova, 2003.
79) Rosset and Svarin, 2014,; Collins, 2009,; Vinokurov and Libm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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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AEC 출범 이후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측

면에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수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협력 구도로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1998년 8월 등장한 IMU(Islam Movement

of Uzbekistan),80)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던 탈레반(Taliban)과 같

은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이 안보 위기의 근원으로

다가왔다. 우즈베키스탄은 안보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IMU의 경우 1999년 2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를 암살하는 목적을

가지고 폭탄테러를 벌이기도 했으며,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CST 체제가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

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1999년 4월 탈퇴를 선언

한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CST 탈퇴 이후 곧바로 우즈베키스탄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

이잔, 몰도바가 속해있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GUAM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에

가입하며 GUUAM을 구성했고, 이를 통해 안보 협력과 지역 협력을 추

구하고자 한 것이다.81) 두 번째는 상하이 파이브에 가입하고자 했다. 우

즈베키스탄은 2001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가 공식 출범할 때 정식 회원국

의 지위를 획득했다.82)

반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

탄은 CST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2001년 5월 집단

신속 대응군(Collective Rapid Deployment Force)을 발족시켜서 중앙아

시아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로 결의했다.83)

80) IMU에 대한 연구로는 김태연,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

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26(2), (2016),

pp. 71-109. 참조.
81) Jeffries, Ia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n Republics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NY: Routledge, 2003), p.315
82) Jeffries, 2003,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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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는 중앙아시아의 국제 관계

를 또 한 번 흔들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즈베키스탄

이 이에 동조하여 미군에게 자국의 군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한 것이다.84)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 러시아, 미국, 중국이라는 초강

대국이 모두 진출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가 맞이한 상황은 두 가지였고, 모두

CAEC의 체제에게 위기로 다가왔다. 첫 번째는 1998년 12월 키르기스스

탄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것이

다. 이는 CAEC 체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WTO에서

요구하는 무역 제도와 기존의 CAEC에서 구축한 관세 동맹 및 수출입

제도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했기 때문이다.85)

두 번째 상황은 2000년 10월 EurAsEC이 출범한 것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된 EurAsEC은

CIS 국가 틀 속에서 관세 동맹과 무역 활성화 등을 추구하였다. 우즈베

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아시아 세 나라가 CAEC와 기능이 중복되

는 지역 협력 기구에 새롭게 가입하게 된 것이다.

안보에 대한 지역 내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중앙아시아에는

새로운 안보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CAEC의

색깔이 희미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EC를 다시 개편하는데

한 뜻을 모으게 되었다. 2001년 12월 타슈켄트에서 모인 CAEC의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CAEC를 CACO로 변경한다고 선언

했다. 2002년 2월 CACO는 정치, 경제, 과학과 기술, 환경, 문화, 인문,

지역 안보와 안정성 분야에서 공동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CAEC를 대체하고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86) 회원국은 CAEC와 똑같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CAEC가 CACO로 변화하는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에는 복합적인

83) Jeffries, 2003, p.228
84) Jeffries, 2003, pp.265-266.
85) Bobokulov. 2006, p.79.
86) Kembayev, 2009,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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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CAEC는 변화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EC 밖의 대안 전략

을 선택하였다. 마침내 CAEC를 안보, 정치, 경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CACO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4) EurAsEC으로의 합병 (2002.2 – 2006.1)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EC를 CACO로 변경하면서 협력 주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CACO

는 EurAsEC에 합병될 때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2002년

에서 2004년의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의 분쟁 해결, 공동의 의사 결정 기구 구성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87)

오히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CACO보다는 다른 지

역 협력의 대안을 우선시 하였다.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SCO와 같은 전략을 더 선호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미

군에게 공항과 군 기지를 대여했다. SCO에서 매 년 개최하는 정상회담

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의 담론을 형성하였고, 2004년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대항하는 RATS(Regional

Anti-Terrorism Structure: 지역반테러체제)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5월 러시아가 CACO에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

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CACO는 더 이상 순수한 중앙

아시아 지역 내 협력기구가 아니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주도권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CACO의 존재 가치를 약화시켰다.

기존의 지역 내 협력을 주도하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취한 외교적 방향성 또한 CACO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카자흐스탄

의 나자르바예프는 2005년 2월, 국정 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

책이 CIS, SCO, EurAsEC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CACO

87) Allison, 2008,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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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급하지 않는다.88)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를 오가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89) 하지만 2005년 5월

안디잔(Andijan)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벌인 학살 이후 우즈베키스탄

과 미국 및 서방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큰 변화가 등장했다.

동년 5월, 우즈베키스탄은 GUUAM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9월에는 미국

에게 우즈베키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달,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개최된 EurAsEC 정

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는데 성공했

다. 우즈베키스탄의 EurAsEC 가입은 곧 CACO의 끝을 의미했다. 2005

년 10월 당시 CACO의 가맹국은 모두 EurAsEC의 가맹국이었으며, 경제

협력, 안보 협력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지역 협력의 제도화의 측면에서

EurAsEC은 CACO보다 효과적이었다. 결국 2006년 1월, CACO는

EurAsEC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CACO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한

번 복합적인 분야에서 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했다. 하지만 각

나라들에게 CACO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반면

이 와중에 러시아는 SCO, EurAsEC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고 결국 CACO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EurAsEC에 합병되는 길

을 걸었다.

88) Nazarbayev, Nursultan, 2005, “Kazakhstan on the Road to Accelerated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Modernization”, (February 16, 2005,)

http://www.akorda.kz/en/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address-of-the-presid

ent-of-the-republic-of-kazakhstan-nursultan-nazarbayev-to-the-people-of-kaza
khstan-february-18-2005 (검색일:2017. 11. 12)

89) 우즈베키스탄의 2000년대 초반 급변하는 외교 정책에 대한 글로는 Fazendeiro,
Bernardo Teles, "Uzbekistan"s defensive self-reliance: Karimov"s foreign policy

legacy", International Affairs, 93(2), (2017), pp. 409-427.; Tolipov, Farkhod,
"Micro-Geopolitics of Central Asia: A Uzbekistan Perspective", Strategic
Analysis, 35(4), (2011), pp. 629-6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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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기능 협력 기구의 흐름

날짜
협력 참가 국가

사건
우 카 키 타 투

1990.06.23.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알마-아타에서 첫 모임. 정체

성에 기반을 둔 지역 협력 추진. 경제, 과학, 기

술, 문화에 대한 협력 진행 도모.

1991.08.15.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타슈켄트에서 두 번째 모임.

첫 번째 모임의 내용 재확인.

1991.12.12.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아슈하바드에서 세 번째 모

임. CIS와 중앙아시아 관계 평가. 체르노빌과

아랄 해 문제 공동 대처 추구.

1991.12.21. O O O O O 알마-아타 의정서 체결. CIS 창설.

1992.01.30.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CSCE 가입.

1992.03.02.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UN 가입.

1992.04.23. O O O X O
비슈케크 회담. CIS 지지.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 의지 재확인.

1992.05.15. O O O O O CST 체결.

1992.05 –

1997.06
타지키스탄 내전

1992.07 투르크메니스탄 영구 중립안 첫 발표.

1992.11 O O O O O 중앙아시아 5개국, ECO 가입 완료.

1993.01.04. O O O O O
타슈켄트 선언. ‘중앙아시아’ 개념 발표. 경제적

연합 구성 공식화.

1993.05 –

1993.11

키르기스스탄(5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11

월), 투르크메니스탄(11월) 자국 통화 도입.

1993.09.24. O O O O X CIS 9개국 총리, 경제 연합 창설 합의.

1994.01.10. O O X X X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단일 경제 구역 창설.

1994.04.30. O O O X X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단일

경제 구역 창설.

1994.07.08. O O O X X CAU 결성.

1994.08.05. O O O X X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 출범.

1995.02.10. O O O O X 통합 CIS 방공체제 조약 체결.

1995.04. O O O X X
CAU 5개년 통합 계획 발표. 공동 평화유지군과

3개국 국방장담회담 상설화.

1995.12.12 투르크메니스탄 영구 중립 UN 총회에서 공인.

1996.04. X O O O X 상하이 파이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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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아시아 비핵화에 대한 지역 협력의 과정

냉전시기 중앙아시아는 소련이 개발한 다수의 우라늄 광산,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배치한 핵무기, 그리고 1949년부터 40년간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에서 시행된 핵실험 등으로 핵의 영향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

던 사람들, 심지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사회주의 공화국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90)

90) IAEA, Assessment and P roposals for Uranium P roduction Legacy Sites in
Central Asia: An International Approach, (2010), IAEA,; Ayazbekov, Anuar,
"Kazakhstan"s Nuclear Decision Making, 1991–92", The Nonproliferation
Review, 21(2), (2014), pp. 149-168.참조

1997.01.10. O O O X X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영구우

호조약 체결.

1998.03. O O O O X 타지키스탄 CAU 가입.

1998.07.17. O O O O X CAU, CAEC로 명칭 변경.

1998.08 IMU 등장

1998.12 키르기스스탄 WTO 가입.

1999.04 우즈베키스탄 CST 탈퇴 및 GUUAM 가입.

2000.10.10. X O O O X EurAsEC 발족.

2001.05.23. X O O O X CST 신속대응군 출범.

2001.06.25. O O O O X SCO 출범. 우즈베키스탄 SCO 가입.

2001.09.11. 9·11 테러 발생. 미국 테러와의 전쟁 선포.

2001.10.08.
우즈베키스탄, 미국과 군사 시설 임대와 관련된

협정 체결.
2002.02.28. O O O O X CAEC, CACO로 변경

2003.10.23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칸트 공군 기지 임차.

2004.01.16. O O O O X SCO RATS 형성

2004.05.28. O O O O X 러시아 CACO 가입.

2005.05.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이후 우즈베키스탄

GUUAM 탈퇴
2005.09 우즈베키스탄 미군 철수 요청.

2005.10 우즈베키스탄 EurAsEC 가입.

2006.01 CACO, EurAsEC으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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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내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핵 문

제로 대두된 것은 카자흐스탄에 남겨진 소련의 핵무기 처리 문제였다.

소련은 108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1,410개의 탄두를 카자흐스탄에 배

치한 것으로 알려졌다.91) 카자흐스탄은 자국에 남겨진 핵무기와 핵물질

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gy: 국제 원자력 기구)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러시아, 미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하거나 처분하는 선택을 했다

.92)93)

중앙아시아 비핵화의 개념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은 우즈베키스

탄으로부터 나왔다. 1993년 9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가 UN 제 48회

총회에서 처음 제안하였다. 카리모프는 연설문에서 민주적인 개혁을 위

해 사회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필요하고 말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주변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핵과 대량 살상 무기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

어 우즈베키스탄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ABC 무기들에 대한 청산과

통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아시아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

다고 밝혔다.94)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비핵화지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화 되는 것은 1997년부터였다. 1997년 2월 28일,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

의 정상들이 모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모여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 선언문에는 현재 두 가지 아랄 해와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핵 실험, 핵 기술과 물질의 누출로 오염된 지역과 같은

환경 문제가 중앙아시아를 위협하고 있고, 이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

제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비

핵화지대가 지역의 핵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내용이

91) Ayazbekov, 2014, p.149
92) 카자흐스탄은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체결 등을 진행하였다.
93) 당시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처리를 놓고 대통령과 참모진의 의사 결정에 대한 연
구로는 Ayazbekov, 2014 참조.

94) Каримов, Ислам, Наша Цель: Свободная и Процветающая Родина Том 

2,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1996),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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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다.95)

1997년 9월 15일에는 5개국 외무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중앙아

시아 비핵화지대 추진에 대한 다섯 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공동 성명문을 발표해 국가, 지역, 세계 안보를 제고하는 데 비핵화지대

가 기여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핵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의

재건과 비핵화지대가 설치되는 데 국제 사회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지

원을 요청하였다.96)

CANWFZ 조약의 초안은 1997년 4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최

종 작성되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다. 조약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아

시아 5개국뿐만이 아니라 UN, IAEA, NPT상 핵무기 보유국97) 5국이 모

두 참여했다.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1998년 7월 9-10

일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전문가 미팅에서 발표된

‘CANWFZ의 기본 요소’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이 컸

다.98) CANWFZ의 조약의 기본안은 2002년 9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

칸트(Samarkand)에서 합의되었고, 최종안은 2005년 2월 타슈켄트에서

도출되었다.

조약문의 작성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은 UN 차원에서

꾸준히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1997년, 1998년, 2000년, 2002년에 열린

UN 총회에서 각각 CANWFZ 창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올려서 채택 받았고, 2003년, 2004년, 2005년에도 CANWFZ 창설을 UN

총회에서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99)

CANWFZ 조약의 체결은 2006년 9월 8일, 소련의 핵 실험 장소이

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핵으로 피해 입은 상처의 상징인 카자흐스탄의

95) United Nations, 1997, A/52/112,
96) United Nations, 1997, A/52/390.
97)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가나다 순)
98)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98, (New york: United Nations, 2001),

p.541.
99) United Nations, 1998, A/RES/52/38/S,; United Nations, 1999, A/RES/53/77/A,;

United Nations, 2001, A/RES/55/33/W,; United Nations, 2002, A/RES/57/69,;

United Nations, 2004, A/58/518,; United Nations, 2005, A/59/513,; United
Nations, 2006, A/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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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팔라틴스크에서 이뤄졌다. 조약문의 보관 장소(Depositary)는 키르기

스스탄으로 정해졌다. 2008년 12월 11일 카자흐스탄이 가장 마지막으로

조약을 비준하면서 2009년 3월 21일 CANWFZ 조약은 정식 발효되었다.

CANWFZ는 비핵화지대 아이디어가 등장한 시기부터 조약이 체결

될 때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로 큰 부침 없이 협력을 이어나갔다.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비핵화지대를 추진하는 이유

는 두 가지다. 첫째, 비핵화를 통한 안보와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하며,

둘째, 중앙아시아에 핵으로 피해 입은 자연과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표 Ⅲ-2>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타임라인

3. 소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지

역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독립을 전후로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

CAU-CAEC-CACO 년도 CANWFZ
1991: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모임 개시. 독립.

지역 내 협력 의지 재확인 1992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처리
‘중앙아시아’ 건설 천명 1993 비핵화지대 개념 공식 제안

CAU 창설 1994
CAU 5개년 통합계획 발표 1995
상하이 파이브 결성 1996
우/카/키 영구우호조약 1997 비핵화지대 공식 추진

CAU -> CAEC 1998
중앙아 국가 + P5 + IAEA 합동

회의
우즈베키스탄 CST 탈퇴 1999

EurAsEC 출범 2000
SCO 출범, 9·11테러 발발 2001
CAEC -> CACO 2002 CANWFZ 기본안 합의

2003
러시아 CACO 가입 2004

우즈베키스탄 EurAsEC 가입 2005 CANWFZ 최종안 도출
CACO, EurAsEC으로 합병 2006 CANWFZ 체결

2009 CANWFZ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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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이 등장한 가운데 서로가 전통

적, 문화적으로 엮인 이웃 관계라는 정체성 속에서 안보, 경제, 정치, 환

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CAU-CAEC-CACO로 이어지는

다기능 협력체, 그리고 핵 무장 국가들로 둘러싸인 중앙아시아의 상황과

소련으로부터 받은 공동의 핵 관련 환경 피해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지역의 비핵화를 이뤄낸 CANWFZ 조약 두 협력을 만들어 냈다.

두 협력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두 협력은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등장한 이

니셔티브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CAU-CAEC-CACO은 형성과 변

화의 과정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역 내 협력의 논의가 출

발했다. CANWFZ 역시 비핵화지대의 첫 제안은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

프로부터 나왔다. 둘째, 협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역내 국가들만이

협력의 주체로 참가했다는 것이다. 비록 2004년 러시아가 CACO에 가입

하면서 순수한 중앙아시아 국가만의 협력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투르크

메니스탄이 끝내 나머지 네 국가와 뜻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CAU-CAEC-CACO는 지역 내 국가들만의 힘으로 지역 협력을 진행하

고자 했다. CANWFZ 또한 UN, IAEA 등의 외부 행위자의 도움이 있었

지만, 협력의 주 행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두 협력의 흐름이 협상의 출발과 제도의 시작에서는 동일

선상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협력이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로를

밟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기능 협력 기구는 조직의 목적이

복합적 협력, 경제 연합, 그리고 다시 복합적 협력으로 핵심 기능이 두

차례 변화를 겪은 후 EurAsEC에 합병되는 동시에 소멸되었다. 반면에,

CANWFZ는 개념의 등장 초기부터 협상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큰 어려

움을 겪지 않았고, 공식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조약을 탈퇴하거나 유보

하는 국가가 나오지 않은 채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두 협력은 주요 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

가? 두 협력의 형성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내

협력의 형성과 지역 내 협력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추동력이 어떻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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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는지 세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지

역 협력을 통해서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와 더불어 새롭게

중앙아시아의 안보 문제로 대두된 테러리즘, 극단주의, 원리주의 등으로

야기된 비전통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CST, SCO와 같은 외

부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

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경제, 과학, 기술, 환

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수준을 높여간다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 동맹, 무역 장벽의 간소화,

단일 통화 사용과 같은 지역 내 무역 분야와 수자원과 아랄해 수위, 핵

피폭지역의 복구와 같은 환경 복원 협력에 대한 의지가 꾸준히 드러났

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관계를 앞

세워서 지역 내 협력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

들은 민족, 언어, 문화, 종교와 같이 예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들을 강조하여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수사를 활용한 한편, 과거 소련이 중앙아시아에 미쳤

던 부정적인 영향을 새로운 지역 협력의 바탕으로 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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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재구성

Ⅳ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가지고 있었던

추동력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앞서 Ⅱ, Ⅲ장에서 이야기 한 통

찰력과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1990년부터 CACO가 해체되는 2006년,

CANWFZ가 발효되는 2009년까지의 중앙아시아의 지역 내 협력을 협력

의 시작, 협력의 진행, 협력의 변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재구성할 것이

다. 첫 단락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CAU와 CANWFZ를 이뤄내기 위한

협력의 수요와 협력이 국가들에게 제공한 이해관계, 그리고 협력이 이뤄

지는 환경을 찾아내고 정리한다. 두 번째 단락의 CAU가 CAEC로 재편

하는 과정, 그리고 CANWFZ의 조약문 협상 과정에서 변동된 협력의 수

요와 이해관계, 그리고 환경적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단락

에서는 CACO의 탄생과 소멸, CANWFZ의 조약문에서 나타는 협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의 동학이 어떠했는지 정리한다.

1.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시작

1) 소비에트로부터 독립 이전

Ⅲ장의 도입부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으

로부터 독립하기 직전에 진행한 세 번의 모임을 통해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공동의 정체성 확인, 아랄 해로 대표되

는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 추진, 그리고 지역의 낙후된 경제 상황

에 대한 공동의 해결 추진을 진행했다. 1990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첫

번째 회동 당시 체결된 경제, 과학과 기술, 문화 협력에 대한 합의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Technical, and Cultural

Cooperation)나 발표된 공동의 정치석 선언문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은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영혼적 유대감이라는 공유하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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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앞세워서 협력을 추진하였다.100) 협력의 주요 주제는 합의의 명칭

처럼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분야와101) 함께 환경 문제였다.102) 안보 차

원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에 의해 새롭게 개편되는 소련

체제 속에서 지역 내 협력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103) 1991년 8

월 타슈켄트에서 열린 두 번째 모임은 첫 번째 모임의 내용을 재확인하

였고, 세 번째 아슈하바드 모임은 체르노빌 사건과 아랄 해 비극을 공동

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수준이었다.

한편 경제 협력과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일관되게 진행된 반면

에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체결된 합의문 4.5항에 따르면 “본

합의는 모든 연합 공화국이나 자치 공화국에게 가입이 열려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104) 실제로 1991년 8월 타슈켄트 회의에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가하였다. 특

히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투르크계 민족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카스피 해(Caspian Sea)로 인해 육로로

중앙아시아와 직접 연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연

100) 경제, 과학과 기술, 문화 협력에 대한 합의 서장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 “based on tradi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spiritual bonds and the

commonality of territorial and natural climatic conditions, proceeding from the
goals of enhancing mutually advantageous relations in a regulated market

economy,” (하략) FBIS-SOV-90-137, pp.88-90.
101) 상세 내용으로는 일반 경제 문제와 재정, 신용 정책에 대한 공동의 노력, 공동
의 소비 시장 형성과 소비재 생산의 발전, 산업생산 구조의 향상과 생산 능력 활

용, 에너지, 교통, 통신 발전, 생태학, 지질학,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이 제시되었

다. FBIS-SOV-90-137, p.89.
102) 공동선언문 中, “The ecological catastrophe in the Aral area is an acute

problem of the region. With a view to pooling efforts aimed at restoring

ecological balance in the Aral Sea basin, we agreed to set up an
inter-republic commission and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id to the

Populace of the Aral Sea Area.” FBIS-SOV-90-137, p.86.
103) 공동선언문 中, “We are in favor of renewing the federal structure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signing a new Union treaty, FBIS Daily Report

Soviet,” FBIS-SOV-90-137, p.89.
104) FBIS-SOV-90-13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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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

2) CAU의 이니셔티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낸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내 협력은

이전 시기보다 구체화되었다. 1993년 1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중앙아시

아 다섯 나라의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과 기자회견

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어떠한 형태와 주제를 가진 지역

협력체 만들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105)

먼저 ‘카자흐스탄과 중간아시아’로 불리던 지역을 ‘중앙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바꿔 부르고, 협력의 참가국을 다섯 나라로 결정하면서 지역에

대한 구성을 완료했다. 민족, 종교와 같은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

른 나라들을 추가하여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기 보다는, 1990년 첫 모임

당시의 다섯 나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106)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중

앙아시아 공동 시장, 공동 과세, 관세 장벽 해소, 가격 정책과 같은 경제

적 통합의 논의와 더불어 지역의 공통의 화폐로 러시아의 루블화를 사용

하자는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아랄 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금을 모집하는 결정도 이 때 이뤄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

도 계속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 시기의 논의들과 다르게 안보

문제에 대한 지역 내 국가들의 인식이 등장하였다. 다섯 나라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의 지역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105) FBIS-SOV-93-001, p.22,; FBIS-SOV-93-002, pp.5-7.
106) 1992년에는 중앙아시아의 상징적인 범위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발표되
기도 하였다. Hyman, Anthony, “Moving out of Moscow's Orbit: The Outlook

for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2, (1993), p. 297.
“Wake up and unite, you generation of Turan!
You, man born between two rivers,

People of Turan, the motherland calls you.

Uzbek, Tajik, Kirghiz, Kazakh, Turkmen,
Give your hands to each other as five fingers. by Nusrat K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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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타지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 위기와 혼란, 그리고 난민 발생과 같은 문제

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타지키스탄에 식량, 약품, 의류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리하자면 CAU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93년 1월의 모임에

서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지역 내 협력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으로 공동

의 정체성, 경제 통합, 환경 문제 대처, 공동 안보와 같은 요소들을 제시

하였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정체성에 근거한 지역 내 협

력이 경제 통합, 환경, 안보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협력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앞서 Ⅱ장에서

도 설명하였듯이, 1993년 1월 타슈켄트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각 나라들

의 국내외 상황과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했다.

하나의 중앙아시아라는 정체성의 차원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합하고

자 하는 시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온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구

중립 정책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영구 중립 정책을 선언한 이후부터

지역 협력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앙아시아 지

역 내 협력에도 마찬가지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더 이상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개최하는 경제적, 정치적 수준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

지 않았다. 전통적 가치를 내세워서 구성된 중앙아시아는 불과 몇 달 만

에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중반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도입한 사건들은 루블

존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을 추구하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에 금

이 가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인 협력이

마주했던 더 큰 장애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이행을 거치면서 마

주한 불안한 경제 상황과, 소련 시절 경험으로 인한 불완전한 경제적인

구조로 인해 지역 내 자체적인 협력만으로 발전을 이뤄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시 경제적 수치를 제시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993년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물가 상승률은 1000% 전후에 이

르렀다.107) 또한 소련 시절, 중앙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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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로 받은 산업은 에너지 생산, 목화를 비롯한 농업, 축산 등이었는

데, 이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중공업과 같은 산업

뿐만이 아니라 경공업과 일상 생필품 생산도 부족하였다. 필연적으로 중

앙아시아 지역 내의 상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서로 수출품이 겹치면서 경쟁상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 밖의 러

시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 반드시 무역을 통해 상품들을 공급받아야

만 했다.

환경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랄 해 문제를 극복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자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서로 아랄 해 들어가는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누가 얼마나 수자원을

사용할지 소련 시기에는 중앙에서 통제하였지만, 독립 이후에는 이와 같

은 기제가 사라졌다. 따라서 상류, 중류,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은 제한

없이 물을 사용했고, 그 결과 수자원 활용을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

다. 상류에서는 수력 발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구하고, 중류에서는

농업을 위해 수자원을 소비하다보면, 결국 하류에는 깨끗한 식용수가 부

족하게 되면서 하류 인근 거주민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랄 해 역시 환경 개선보다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108)

안보적인 측면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

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보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었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자국의 군대를 창설, 운영하였지만,

각 나라들은 자민족 장교와 군사 전문가들의 부족, 우선순위에서 밀린

군사 투자, 현대적 장비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CST, 유럽의

CSCE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다.109)

정리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지

10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17.12.03)

108) Weinthal, Erika, State Making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2), pp.114-120.

109) Mandelbaum, 199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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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국가들이 경제, 환경, 안보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각 나라들이 마주한 현실과 조건들을 종합하자면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지역 내 협력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 중앙아시

아 지역 내 협력이 이뤄지려는 시기부터 이전에 다섯 나라가 합의한 내

용과 다른 정체성을 새롭게 갖춰버린 투르크메니스탄뿐만이 아니라 내전

으로 인해 불안정 상태에 있었던 타지키스탄도 참가하지 못했다. 비노쿠

로프와 리브만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3년 1월,

활성상태의 지역 협력 기구를 목표로 하여 협력을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하다

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 하던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둬 새롭게 지역 국

가들이 만들어 낸 공동의 정체성밖에 없었다.

3) CANWFZ의 이니셔티브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와 핵은 긍정적인 관계 보다는 부정적인 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1973년 카자흐스탄 카스피 해 연안 도시인

악타우(Aktau)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했다.110) 하지만 소련은 중앙아시아 사람과 자연에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소련이 중앙아시아에 핵과 관련된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내

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소련이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실행했던

핵폭발 실험, 핵 재처리 및 정제 작업 등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한 행위

를 시행한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우라늄 광산

들을 개발한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우라늄 찌꺼기(uranium

tailings)와 같은 위험한 물질들을 방치한 것이다. 소련은 중앙아시아 여

러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그 피해는 기술과 광산 개발을 지시

110) 악타우 핵발전소는 1999년에 가동을 영구 중단했으며, 2001년에 해체되었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Uranium and Nuclear Power in Kazakhstan”,

http://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kaza
khstan.aspx (검색일: 201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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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스크바가 아니라 고스란히 중앙아시아 사람과 자연이 받게 되었다.

셋째,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의 체르노빌(Chernobyl)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

전소 폭발 사건의 잔해들과 주변 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중

앙아시아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되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도 파악

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1만

명111), 카자흐스탄에서 약 3만 2천명, 키르기스스탄에서 약 4천 5백

명112), 타지키스탄에서 약 3천 5백 명113)이 핵 청산자(liquidator)로 체르

노빌과 주변 지역으로 끌려갔다.

<그림 Ⅳ-1>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시 추모공원 내 추모비

출처: 연구자 본인 직접 촬영

111) Nikonov, Yuriy, “Half of 10,000 Uzbek Chernobyl Veterans Disabled”, BBC
Monitoring Central Asia (April 25, 2006), https://search.proquest.com/

docview/450867077?accountid=6802 (검색일: 2017. 11. 07)
112) Saidazimova, Gulnoza and Bigg, Claire, “Chornobyl 20 Years after:

Liquidators Recall Disaster, Speak of Life After”, Radio Free Europe(April 20,
2006), https://www.rferl.org/a/1067806.html (검색일: 2017. 11. 07)

113) Abdullaev, Zafar, “Tajik Chernobyl Victims Still Waiting”,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February 21, 2005), https://iwpr.net/global-voices/
tajik-chernobyl-victims-still-waiting (검색일: 2017.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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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 Ⅳ-1>은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Kyzylorda)에 만들

어진 추모공원의 모습으로 소련이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1979-1989,

왼쪽에서 두 번째), 타지키스탄 내전과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평화유

지군 활동(1992-2001, 왼쪽에서 첫 번째)에서 발생한 전사자들과 함께

세미팔라틴스크 핵 실험지(왼쪽에서 세 번째) 피해자들과 체르노빌 원자

력 발전소(왼쪽에서 네 번째)로 발생한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받은 복합적인 피해는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1980년대 소

련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시행했던 글라스노스트(glasnost: гласность)

정책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핵으로 인한 피해가 알려지게 되었다. 1989년

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 반핵(反核)운동

(Nevada-Semipalatinsk Antinuclear Movement)은 글라스노스트 결과

밝혀진 사실로 촉발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반핵 운동이었고, 1991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폐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114) 이처

럼 소련으로 인해 발생한 핵으로 인한 인적, 자연적 피해들은 중앙아시

아 사람들 마음속에 핵으로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CANWFZ의 기반이 된 핵에 대한 피해

정체성은 앞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새롭게 만든 전통적 정체성과는 다

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CAU-CAEC-CACO를 이끌어 온 정체성은 국가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새롭게 역사와 전통이 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면, CANWFZ를 이끌어 낸 정체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사람들 사

이에서 공유되던 담론을 국가 지도자들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에 개최된 제 48회 UN총회에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

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발전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중앙아시아의 비핵화

가 필요하다고 연설하면서 중앙아시아 비핵화지대의 개념이 공식으로 등

114) King, Hannah, “Kazakhs stop nuclear testing (Nevada-Semipalatinsk

Antinuclear Campaign), 1989-1991”, Global Nonviolent Action Database, (2010),
https://nvdatabase.swarthmore.edu/content/kazakhs-stop-nucleartesting-nevada-
semipalatinsk-antinuclear-campaign-1989-1991 (검색일: 201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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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이후 몇 년간 중앙아시아 비핵화지대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보

이지 않다가, 1997년 2월과 9월에 각각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환경 안보를 중심 주제로 내세우며 중앙아시아 비핵화지

대 형성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비핵화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 비핵화지대 설치는 핵무

기의 위협을 없애는 것으로 지역 안보를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핵 관련 기술과 핵 물질의 유출을 막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

는 핵의 확산을 막기 때문에 지구적 안보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보의 측면에서 세미팔라틴스크의 핵실험 장소와 같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시키는 것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

청하기 위해서 비핵화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앙아시아가 마주한 핵 위협은 지역 내

외로 존재했다. 먼저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은

NPT에서 공인 받은 핵무장 국가다. 또한 독립 직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의 핵무기와 군사 시설들을 승계한 상태였다. 만약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이들과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대칭

안보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독립과 동시에 핵 위협을 마주하게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목한 것은 몽골(Mongolia)의 움직임이었다. 주변

국가가 핵무장을 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몽골이 1992년

UN총회에서 비핵화지대를 선언하는 것을 지켜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 핵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소련이 제작한 고농축 우라

늄, 그리고 군사용, 산업용, 의료용으로 축적된 세슘-137, 스트론슘-90,

코발트-60, 이리듐-192와 같은 고준위 방사능 물질들이 통제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졌다.115) 이 물질들이 만약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더러운 폭탄(dirty bomb)’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비핵화지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받으면

115) Aben, 2014, pp.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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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방사능 물질에 대한 통제를 얻고자 하였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

서 자신들이 평화를 좇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으면서 신생국가들이

정당성과 주권을 추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처럼, 비핵화지대의 창설

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 안정의 효과도 더불어 얻고자 하였

다.

현재진행형인 환경적인 차원의 문제를 비핵화지대의 필요성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점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 피해 인식이 다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의 유산은 세미팔라틴스크로 대표되는

핵무기 피폭 지역뿐만이 아니었다. 소련 시기 개발된 우라늄 광산과 핵

폐기물 처리장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위치해있었고, 이들은 주변의 땅과

수원(水源)을 오염시켰다. 특히 독립 이후에도 우라늄 생산을 이어나갔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달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경제

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우라늄 광산을 방치했고, 우라늄 찌꺼기 또

한 관리 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IAEA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 우라늄

찌꺼기가 모여 있는 장소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 지역을 제외하고 투

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네 나라에 총 48곳이 있으며, 우라늄

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은 약 8억 톤 가량, 오염된 지역은 64.5 평방킬로

미터에 이른다.116)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페르

가나계곡 주변에 <그림 Ⅳ-1>처럼 우라늄 찌꺼기들과 방사능 처리시설

들이 밀집해있는 것도 문제였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식수의 기원 중

하나인 이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중앙아시

아 국가들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었다.117)

CANWFZ가 도입될 시기의 협력 양상을 정리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의 안보, 세계적 안보, 환경 안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비

116) IAEA, 2010, p. 5.
117) Сотников, 2008,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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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지대 개념에 동의하였다. 지역의 안보와 환경 안보는 실제로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맞이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계적

안보에 대한 목소리는 수사적인 표현에 가깝다.

<그림 Ⅳ-2> 페르가나(Ferghana) 계곡 주변 중앙아시아 지역의

방사능 오염 지역

출처: UNDP, “Capacity Development for Radioactive Management and

Early Warning system in the Ferghana Valley”, (2012), p. 4.118)

2.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진행

118) 자료 링크:

http://www.uz.undp.org/content/uzbekistan/en/home/operations/projects1/environ

ment_and_energy/Capacity_development_for_radioactive_waste_management_and
_early_warning_system_in_the_Ferghana_Valley.html (검색일: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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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 CAEC를 통한 협력의 진행

투르크메니스탄의 불참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배제, 그리고 중앙아

시아 국가들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1993년 1월 타슈켄트에서 중

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앙아시아 세 나라들은

협력을 지속했다. CAU가 만들어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94

년 4월말,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카자흐

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3년에서 1994년의 사이 동안 경제적 협력

에 대한 의지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 회의는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자리 역할을 했다. 이 회의를 통해 1994년 1월 우즈베키스탄과 카

자흐스탄이 만들어 낸 단일 경제 구역에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했다. 세

나라는 관세 장벽의 철폐, 사람과 물건, 그리고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 등

의 부분에서 합의를 보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협력을 출발시켰

다.

그러나 CAU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협력의 범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의견 충돌이 발

생했다. 1994년 3월 29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모스크바

에서 CIS 국가들이 EU처럼 경제, 안보, 외교를 관장하는 초국가적 구조

를 갖추며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는 유라시아 연합

(Eurasian Union)을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즈베키

스탄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4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세 나라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카리모프는 중앙아시

아 세 나라가 경제 협력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사전에 다른

나라와 상의도 없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

서, 나자르바예프가 구(舊) 소련의 부활을 제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아카예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우선은 모든 CIS 국가들

이 세 나라가 형성한 단일 경제 구역에 새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



68

어두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향후 세 나라 사이에서 이뤄 낼 다음 단계의

협력 구상을 준비할 수 있었다.119)

한편 1993년 1월 타슈켄트 합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

력 분야로 한 축을 맡았던 아랄 해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끼리 해결

하는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쪽으로 협력의 방향이 선회되었

다.120) 중앙아시아의 다섯 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표들이

1994년 1월 11일 아랄 해 인접한 우즈베키스탄의 자치 공화국

(Autonomous Republic)인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의 누쿠스

(Nukus)에서 모여 아랄 해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논

의하였다.121)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세계은행,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서 1994년 6월 아랄

해 유역 프로그램(Aral Sea Basin Program)이 탄생하였다.122)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CAU는 1993년의 타슈켄트 합의에서 환경

분야의 협력을 제외한 채 출발하였다. 1994년 7월 경제, 정치, 안보 등의

분야를 총괄하고, 초국가적 제도를 갖춘 CAU를 조직하는데 성공한다.

카리모프는 언론과의 CAU 형성을 위한 정상회담 전후 인터뷰를 통해

CAU의 창립 목적에 대해서 답한다. 경제 부분에서는 인공적인 장벽을

없애서 보통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안보 부분에서는 경계를 지키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123)

경제적인 영역에서 CAU는 세 나라가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 경제

구역을 위한 정책을 유지했고,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사업에

119) FBIS-SOV-94-085, pp.1-2,; FBIS-SOV-94-087, p.4.
120) CANWFZ 창설을 공식화 했던 1997년 2월의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들의 대통령

들이 모두 모여 발표한 알마티 선언에서 비핵화지대의 이야기와 함께 아랄 해 복

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요청하였다. United Nations, 1997, A/52/112.
121) FBIS-SOV-94-009, p.3.
122) World Bank, Aral Sea Basin P rogram (Kazakhstan, Kyrgyz Republic,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Volume 1, (Washington: World
Bank, 1998), pp.8-13. 이후 진행된 아랄 해 협력에 대해서는 UNESCO, Water
Related Vision for the Aral Sea Basin, (2000), UNESCO. Weinthal, 2002, 참조.

123) FBIS-SOV-94-132,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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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을 신

설하였다. Ⅲ장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은

CAU에 참가하고 있는 세 나라가 공동으로 초기 자본을 지출한 데에 의

의가 있었다. 1995년에는 중앙아시아 세 나라의 연결과 통합의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한 5개년 통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7년까지 CAU는 25

개의 우선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

다.124)

안보분야의 협력에서는 중앙아시아 공동의 평화유지군 중앙아시아

대대(Central Asian Battalion: CentrAsBat)가 1995년 12월에 결성되었

다. 1994년부터 시작된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eace for

Partnership: PfP)의 지원을 받은 CentrAsBat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25) NATO의 회원국인 미국과 영

국은 CentrAsBat의 정기 훈련에 병사들과 교관들을 투입해 중앙아시아

공동 군대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었다.126)

카리모프는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전부터 지역 협력이 요

청된 경제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The second issue is political matters. Some of the negative events around us

want to divide us. There are all kinds of near and distant forces. This has to be

stated openly. They don’t want the idea of Turkistan to be prevalent among us and

they don’t wish to see its implementation and they cannot accept this. For this

reason we must, first and foremost, jointly support our people.

To reach this goal most political matters must not be rushed. Nothing can e

achieved with haste. To reach these goals many of the laws and the laws once

adopted by he countries and ourselves ought to e brought closer to each other.127)

124) Ushakova, 2003.
125)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1994년 NATO PfP에 가입한다.

투르크메니스탄도 1994년에 NATO PfP에 가입했지만, 중앙아시아 대대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타지키스탄은 2002년에 NATO PfP에 가입한다.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82584.htm (검색일: 2017.12.04.)

126) Marat, E., The military and the state in Central Asia: From Red Army to
independence. (Routledge, 2009),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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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lp achieve political accord in the fight against certain forces trying to

sow the seeds of strife between our peoples.”128)

카리모프의 이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 동안 이뤄낸 협력의 성과를 지켜내고 지

역의 협력을 통한 레버리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

력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

째, 1994년 3월과 4월, 나자르바예프와 논쟁을 벌였던 지역 협력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족과 종교, 언어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인 투르키스탄(Turkistan)을 언급하면서 협력의 기반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CAU는 이전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들과는 다르게 초

국가적인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하였다. CAU의 전반적인 관리

를 맡는 상설 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조직하고, 각 나라의 정상

과 총리가 참석하는 국가 간 의회(Interstate Council), 중앙아시아 공동

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 외무장관 의회(Council of Foreign

Ministers)와 국방장관 의회(Council of Defense Ministers) 등을 공식

산하 기구로 신설했다.

CAU는 잠재적으로 지역 내 협력에 가입 대상인 타지키스탄에 대

한 지원도 멈추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타지키스

탄을 형제(fraternal) 국가로 부르면서, 타지키스탄에서 분쟁을 펼치고 있

는 세력들이 싸움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기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하였다.129) 이를 통해 CAU는 타지키스탄이 여전히 세 나라와 공통의 정

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지역 내 안보

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1997년 1월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간의

영구우호조약(Договор о вечной дружб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

127) FBIS-SOV-94-132, p.72
128) FBIS-SOV-94-132, p.73
129) FBIS-SOV-94-13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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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кистан,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CAU를 통한 다각도의 협력을 진행한 중앙아시아 세 나라들의 관계 발

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세 나라는 독립 이후 지속해온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지역 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의 방침들을 조약으로 문서

화했다. 조약의 서장에서 세 나라는 역사, 언어, 문화, 전통의 근접성에

기원하는 나라들의 영구 우호 조약이 향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고 밝히면서 협력의 근원이 공동의 정체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

정하였다.130)

1998년 3월, 내전이 종료된 타지키스탄이 CAU에 가입함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기능 협력체의 참가 국가는 4개 나라로 늘었다.

한편 타지키스탄의 CAU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들

이 만난 장소는 CAU의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슈하바트였다. 울루그벡 아지조프(Ulukbek Azizov)는 영구중립을 표방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이 CAU의 중요 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 비록

자국의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 틀에 참

가하지는 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다섯 개의 스탄(-stan) 나라

들로 구성된 인지적 중앙아시아에 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한다.131)

타지키스탄이 가입한 지 4개월 후 CAU의 가입한 나라들의 정상들

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기구의 명칭을 CAEC로 변경하는데 합의하

였다. 이와 같은 변경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인 분야의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

과,132) 협력의 분야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협력의 수준이 하락한 것이라

130) 원문: “с целью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вечной дру

жбы между тре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снованных на  близости истории, к

ультуры, языка  и традици,” Договор о вечной дружбе между Респуб

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

й, (1997), https://www.ecolex.org/details/treaty/agreement-on-eternal-friend

ship-between-uzbekistan-kazakhstan-and-kyrgyzstan-tre-153495/(검색일: 2017.
11. 14)

131) Azizov, 2017, p.129.
132) Mirzoev, Niyozbad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Central Asia: St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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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설명이 병존한다.133) 한편, CAU가 맞이했던 안보 환경의 변화

는 또 다른 설명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CAU가 CAEC로 변화하는 시점 전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맞이

한 안보 환경의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에 대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다시 진출하기 시

작한 것이다. 타지키스탄 내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134)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에 맺은 러시아 중심의 CST 체제로 충분히 향후 안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둘째, 중앙아시아가 독립 이후 가진 가장

위협적인 안보 문제였던 타지키스탄 내전이 1997년 여름에 종결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협이 잠시나마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135) 셋째, 1996년 4월 러시아, 중국과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모여 결성한 SCO의 전신인 상하

이 파이브(Shanghai Five)가 결성되고, 안보 관련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

면서,136)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다.

Prospects", Taiwa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2), (2006), p.45,;

Vinokurov and Libman, 2017, pp.213-214,; Melvin, Neil J, Uzbekistan:
Transition to Authoritarianism on the Silk Road, (Harwood Academic

Publishers, 2005), p.111.
133) Allison, 2008, p.191,; Qoraboyev, 2010, p.14.
134) 러시아는 1996년 이전까지 타지키스탄 내전에 대해서 제3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을 지원했다. 하지만 1996년 1월 예브게니 프

리마코프(Yevgeny Primakov)가 외무부 장관이 된 후, 타지키스탄에 아프가니스
탄의 탈레반(Taliban) 세력이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타지키스탄 내전을 적극

적으로 종결시키고자 하였다. Jonson, Lena, Tajikistan in the New Central
Asia: Geopolitics Great Power Rivalry and Radical Islam, (New York: I. B.
Tauris, 2006), pp.44-45.

1990년대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Tsygankov, A. P.,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Rowman &
Littlefield, 2016) 참고.

135) Swanström, 2004, p.44.
136) 1996년 4월 – Treaty on Deepening Military Trust in Border Regions: 关于在

边境地区加强军事领域信任的协定

1997년 4월 – Treaty on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in Border Regions: 關
於在邊境地區相互裁減軍事力量的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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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U 형성 전후로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 분야가 다소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경제, 환경,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1994년 이후에는 환경 부분이 탈락하고

정치 분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1998년 전후로 변화한 안보 환

경으로 인하여 CAU는 보다 경제적인 협력을 더 추구하는 CAEC로 기

구 명칭을 바꾸게 된다. 1994년에서 1998년의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

가들은 여전히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CANWFZ 조약문의 협상 과정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CANWFZ의 창설을 공식화한 1997년 이후,

다섯 나라의 대표들과 핵보유국인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의 전

문가들, 그리고 비핵화 관련 국제사회의 인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

지면서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비핵화를 제도화하기 위

한 작업을 진행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는 1997년 9월의

타슈켄트 공동 선언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핵화지대는

참가국의 만장일치에 근거해야 하고, 비핵화지대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핵 물질 수출에 대한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

다.137)

조약문 협상 과정 초반, 중앙아시아의 다섯 나라들은 적용 지

역138), 핵무기 소유 및 개발 금지, 지역 내 방사능 폐기물 반입 금지, 환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 (검색일: 2017.11.20.)
137) Сотников, 2008, p.17.
138)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와 영토 내 물만 비핵화지대 범위로 설정하고, 영해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조약 당사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과 공유하고 있는 카스피 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편, 조약문 초안에는 “공통의 국경을 가지는” 국

가들에게 조약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주변 나라로 비핵화지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실제 체결된 조약에서는 미국이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동시에 비핵화지대의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기를 희망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했다. Parrish, Scott, "Prospects

for a Central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2001), p.144,; Parrish, Scott and Potter, William, “Central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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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안보 등의 조항에서 통일된 의견을 가져갔다. 하지만 핵무기가 비핵

화지대를 통과하는 문제, CANWFZ와 이전에 체결한 조약, 합의 등 국

제법적 사항과의 관계 두 가지 사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두 가지 내용 모두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

다. 특히 러시아가 1999년 4월, NATO가 코소보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

시한 이후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면서,139)1997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니셔티브가 등장했을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

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CANWFZ 협상 과정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관계가 깊었던 나

라들은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친밀한 관

계를 가지고 있었던 카자흐스탄과, 국제관계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주로 충돌하였다.

첫 번째 분쟁 요소인 핵무기가 비핵화지대를 통과하는 입장에 대

해서, 카자흐스탄은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핵무기의 영토, 영공, 영수 통

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

크메니스탄은 좀 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르

크메니스탄은 명백하게 비핵화지대를 핵무기가 통과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분쟁 요소인 CANWFZ 이전에 체결한 조약과의 관계 문

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1992년 5월에 CST 가입 국가들이 체결

했던 타슈켄트 조약과 CANWFZ의 조항이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CST 조약 4항은 “만약 조약의 참가국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참가국 전

체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침공 상황에서 모든 참가국은 참가

국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40) 이 조항에 따라서 1999년 당시 CST의 가맹

States Establish Nuclear-Weapon-Free-Zone Despite US Opposition”,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06),

http://www.nonproliferation.org/central-asian-states-establish-nuclear-weapon-f
ree-zone-despite-us-opposition/ (검색일: 2017. 11.07.)

139) Sokov, Nikolai, “Evolution in Nuclear Strategy in US and Russia and Its
Implications in Arms Control”, Proliferation Papers Ifri, (2003),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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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유사시 동맹

국, 특히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CANWFZ 조약이

이전에 발효된 조약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자 했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표단은 적극적인 지

원 속에 핵우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1) 따라서 1999년 CST를

탈퇴한 우즈베키스탄과 CST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 나라의 이와 같은 의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위

두 가지 사항에서 조약문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2000년 4월 일본의

삿포로(Sapporo)에서 개최된 CANWFZ 협상에 불참하였다.

한편, 1997년에 발표된 두 번의 공동 성명에 CANWFZ의 주요 주

제로 등장했었던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부

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

의 목소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2월과 9월

에 밝힌 성명서 내용처럼 조약문 초안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공동의 해결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조항을 담았고, 이와

더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타국의 방사능 폐기물을 수용해서 보관하

는 것도 금지하는데 합의하면서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 또한

배제시켰다.

CANWFZ 협상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이 CAU와

CAEC에 드러내는 소극적인 반응과 달리 적극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가

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소련으로부터 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핵 시

설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

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을

타고 흐르는 아무 다리야 강 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이 강

140) 1992년 5월 15일 체결된 타슈켄트 집단 안보 조약 (Дооговор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 15 мая 1992 года)
http://www.odkb-csto.org/documents/detail.php?ELEMENT_ID=126

(검색일:2017.12.07.)
141) Parrish and Pot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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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고 흘러내린다면,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추구하는 영구 중립의 목표처럼142), 투르크

메니스탄은 전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 강화에 CANWFZ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특히 투르크메니

스탄이 이상의 논의처럼 중앙아시아에 강한 수준의 비핵화지대를 요청하

는 것은, 자국이 가진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 있

다. 세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ASBP나 중앙아시아 경제를 위한 UN

특별 프로그램(SPECA: United Nations Special Programme for the

Economies of Central Asia)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프로그램

(CAREC program: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경제

협력 기구에는 참가한 것처럼, 지역의 개발과 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을 이

뤄내는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중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을 하나도 제시하

지 않고 있는 CANWFZ가 CAU-CAEC-CACO와 달리 역설적으로 중앙

아시아 다섯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3.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변화

1) CACO로의 변화와 협력의 소멸

비록 CAU가 CAEC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 분야의 협력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경제, 안보, 정치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 CentrAsBat, 국가

간 의회 등의 기능들은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

재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경

제적, 안보적, 국제관계적 상황은 CAEC를 통한 지역 내 협력이 지속되

142) United Nations, 1995, A/RES/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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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불리하게 작동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끌어올리고자 노력

했던 CAU와 CAEC의 정책과 방법들은 유효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표 Ⅳ-1>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통합에 대한 시도는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CAEC에 가입한 중앙아

시아 국가들 사이의 무역이 각 나라별, 그리고 CAEC 국가들 총합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치

에서 1994년보다 2001년이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에 CAEC 가

입 국가 사이의 무역은 전체 무역량에서 15.6%를 기록했으나, 2001년에

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표 Ⅳ-1> 나라별 CAEC 국가 사이의 무역이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Ushakova, 2003

단위: % 1994 2001
우즈베키스탄

수출 28.2 9.3 (↓)
수입 7.4 12.8 (↑)
총액 18.7 11.0 (↓)

카자흐스탄
수출 5.8 3.4 (↓)
수입 10.6 1.8 (↓)
총액 8.6 2.7 (↓)

키르기스스탄
수출 41.7 19.7 (↓)
수입 37.7 32.1 (↓)
총액 39.6 25.8 (↓)

타지키스탄
수출 9.0 14.2 (↑)
수입 47.1 35.7 (↓)
총액 35.1 25.2 (↓)

CAEC 가입 국가 합계
수입 15.0 6.0 (↓)
수출 16.2 8.6 (↓)
총액 15.6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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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에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로 등장한 EurAsEC, 2001년 6

월에 창립한 SCO와 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 협력 기구들,

그리고 SPECA, CAREC처럼 국제 사회에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

제 사회의 지원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

다. 중앙아시아 협력 및 개발 은행은 초기 자금으로 계획했던 9백만 달

러에 미치지 못하는 6백만 달러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마저도 기금의

부정한 운용으로 인하며 기소되기도 하였다.143) 또한 경화(硬貨)로만 대

출과 상환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웠다.144) CAEC는 또한 250개에 가까운 경제 통합 정책을

결의했으나,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145)

안보적인 분야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CentrAsBat은 무능력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와해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군대의 불충분한 사병 충

원, 부족한 국방 예산, 그리고 전문성 없는 장교 집단으로 인해

CentrAsBat은 비록 NATO군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진행했지만, 중앙아

시아에서 발생한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못했다. 특히 1998년

부터 등장한 IMU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CentrAsBat 합동 훈련은

2000년 9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146)

Ⅲ장에서도 언급했듯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

아시아에서 발생한 IMU, 탈레반, 알-카에다(Al-Qaeda) 등으로 테러리즘

으로 인한 안보 불안정 상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 강력하고, 안전

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러시아,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기 시작했

고, 또한 동시에 강대국들은 중앙아시아 각 나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

이기 위한 양자관계를 구축 및 강화하면서 CAEC는 상대적으로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143) Vinokurov and Libman, 2017, pp.214-215.
144) Pomfret, 2009, p.53.
145) Pomfret, 2009, p.53.
146) Marat, 2009,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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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CAEC의 국가들은 조직의 개편을 다시 진행하여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CACO

를 만들었다. CACO 창설을 결정한 2001년 12월 타슈켄트의 정상회담에

서 각 나라의 대표들은 정치적 대화의 증진과 다양화, 지역 경제 통합의

기제 확대, 공동 안보 영역 형성에 대한 상호 이해 심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대응 네 가지를 위해서 기존의 조직을 개편

한다고 성명을 밝힌다.147) 하지만 2개월 후 2002년 2월 28일에 체결된

CACO 조약에 따르면, CACO는 기존에 진행하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수준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CACO는 가입 국가들이 공동 경제 구역

(common economy space)의 형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조정, 국경과

통관, 관세 분야 정책에서의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EC 체제에서 단일 경제 구역을 통해 관세 장벽

의 철폐,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금융의 장벽 없는 흐름을 보장하는 정

책을 펼친 적이 있었다. CAEC에서 국가 대표들 사이의 소통 장소를 제

공했던 국가 간 의회는 연 2회 모이는 제도가 연 1회 모이는 제도로 축

소되었고, 상설 위원회는 국가 조정자 위원회(Committee of National

Coordinators)로 명칭을 변경했다.148)

반면 CACO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은 전통적인 정체성

에 기반을 둔다는 인식은 남아 있었다. CACO 조약 서문에 따르면 “카

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공화국, 그리고 우즈베키

스탄 공화국은 (이하 체결 국가들) 중앙아시아 형제 민족의 전통적 우애

와 선린, 역사적이고 문화적 단일성을 가진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라고

한다.149) 비록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전의 협력

147) Azizov, 2017, p.129.
148) Kembayev, 2009, pp.182-183.
149) 원문: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еспублика Та

джики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а Узбекистан, далее именуемые Договаривающ

иеся Стороны, опираясь на глубокие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добрососедств

а, истор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общности братских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

й Азии,” 원문에 맞게 국명 가나다순 적용 안함.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80

이 거두지 못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오래된 가치관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의식은 쭉 이어져온 것이다.

하지만 CA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안보적 안정,

정치적 연결 모두 목표치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했다. 우즈베

키스탄의 카리모프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 모든 합의는 멋지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CACO에서 국가

정상들의 회담은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는 또한 러시아가 CACO에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해결

해줄 수 있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CACO에 러시아를 초청

하였다.150)

미국과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CACO로 초청받

은 러시아는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EurAsEC을 통

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러시아는 CACO 가입을 승

인받은 이후 안보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협력이 증진될

것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s part of this organization, we hope, first of all, to develop our

practical capabilities in fighting such threats as terrorism and regional

extremism – I mean religious extremism in our region –in fighting illegal

drug trafficking and other challenges.

2004년 10월 18일 기자회견151)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안보적 이니셔티브는 1999년 CST를 탈퇴하고

GUUAM으로 새로운 안보 대안을 찾아 떠난 우즈베키스탄을 다시 러시

아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요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

Республикой Таджики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об учрежде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2002),

https://tengrinews.kz/zakon/parlament_respubliki_kazahstan/mejdunapodnyie_otn

osheniya_respubliki_kazahstan/id-Z040000530_/#z1 (검색일: 2017. 11. 16)
150) Allison, 2008, p.191.
151) Nygren, Bertil, The Rebuilding of Greater Russia: Putin’s Foreign Policy

towards the CIS Countries, (New York: Routledge, 200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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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MU를 비롯한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기인하는 안보 불안을 두려

워했던 우즈베키스탄은 CST가 효과적인 안보 기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퇴했었다. 하지만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군

의 일방적인 학살 이후 서방 세력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섭과 비판을

제기하자 GUUAM을 탈퇴하였고, 대신 러시아가 보장해주는 CACO의

틀에서 안보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152)

러시아의 CACO 가입 이후 CACO가 안보적인 성격 중심으로 협

력이 진행되었다면, CACO가 추구했던 경제적 통합의 기능과 정치적 연

결성의 기능은 EurAsEC이 대부분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러시아, 벨

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가입해 있었던

EurAsEC은 연간 1회 이상의 국가수반의 정상회담, 연간 2회 이상의 정

부 수반의 회담을 보장하고, 공동의 법원과 같은 분쟁 해결 기구, 조약으

로 명시된 자금 조달 방법 등 상세한 제도를 갖췄다. 정책적인 수준에서

CACO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다.153) EurAsEC은

2005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CACO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 부분에서 상위 호환이 된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협력을 추구

한다는 CACO의 상징적인 의미는 러시아가 2004년 가입하게 되면서 무

색해졌다. 특히 1994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유라시아 연

합 제안에 대해서 구(舊)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면서, 투르키스탄 정체

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리모프 대통령

이 러시아를 직접 CACO로 유치한 점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에 등장

한 새로운 국가들이 지역 협력의 구도로 제시했던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협력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CACO는 2006년 1월 EurAsEC으로 공식 합병되었다.

152) CACO가 EurAsEC으로 합병된 후,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CSTO에 재가입 한

다.
153) Договор об учреждени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2000),

https://tengrinews.kz/zakon/parlament_respubliki_kazahstan/mejdunapodnyie_otn
osheniya_respubliki_kazahstan/id-Z010000172_/#z2 (검색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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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는 2005년의 국정 연설을 통해서 다시 중앙아시아 전

통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간 연합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연설했다.154) 하지만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

들이 나자르바예프의 제안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정체성은 1994년과 달리 지역 협력

의 추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

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정체성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역 협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 협력 구도를 새롭게 출발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지 못한 채 공동의 정체성만 제시하는 것

은 불충분한 조건이라는 해석이다. 2005년 전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제, 안보 등의 영역을 이미 EurAsEC

으로 충족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EurAsEC보다 합리적인 이해관계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전통적 가치관

에 근거해서 다시 뭉쳐야 한다는 수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설사 이

정체성을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의 기초로 삼았던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정체성 자체가 지역 내

국가들에게 더 이상 협력의 명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EurAsEC 조약은 서문에서 CACO와 이전의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

력들과 다르게 역사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두는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대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잠재력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고, 조화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이야기 한다.155) 이는 곧 EurAsEC에 가입한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호소하는 CACO보다 합리성과 복지라는 가치

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했던 지역 내 협력은 새롭게 제시된 정체성으로 연결된 나라들이 경

154) Nazarbayev, 2005.
155) Договор об учреждении Еврази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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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보, 정치,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CAU-CAEC-CACO로 이어

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시스템은 경제, 안보, 정치, 환경 부분에

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협력의 틀을 변경하면서까지 협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그 성과는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를 과거부터

공유하는 문화, 역사, 언어, 종교와 같은 가치관으로 묶인 형제라고 인식

하면서 지역 협력의 끈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역 내 협력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하는 틀이 깨지자, CACO는 그 수명

을 다 하게 되었다.

2) CANWFZ 조약 협상의 종료와 협력의 시작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CANWFZ 협상은 2002년에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와

탈레반, 알-카에다 등의 위협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위치한 방치된 핵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와 함께 UN 차원에서 주요 인

사들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하여 협상을 중재하면서 다섯 나라간의 이견이

점점 좁혀지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태도를 양보하였고, 중앙아시아의 다섯 나라들은 2002

년 9월 27일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조약의 초안에 합의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2002년 도출해 낸 초안에 대해서 핵 공식 보

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자신들의 수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으면

CANWFZ 조약 의정서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특히 앞

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반대 의사를 밝힌 적 있는

CANWFZ 발효 사전 체결된 조약의 효력, 그리고 핵무기의 비핵화지대

내 이동과 관련된 두 개의 조항이 가진 모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두 조항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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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치게 된다면, 러시아가 그 동안의

태도를 바꿔 조약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

다.156)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초안을 두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를

거쳤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수정 요청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 대부분의 원안을 보전하면서 2005년 2년

CANWFZ 조약의 최종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 8일, 중앙아

시아가 핵으로 받고 있는 피해의 상징적인 장소인 세미팔라틴스크에서

다섯 나라의 대표들은 CANWFZ에 서명했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

가들의 태도는 2004년 전후로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이 약해지고, 반대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진 데 기인하고 있다.

최종 체결된 CANWFZ 조약은 서문에서 지구적 안보, 중앙아시아

의 환경 안보와 지역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 분야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 3항 1, 제 4

항, 제 12항 등이 있다. 제 3항 1은 핵무기 개발, 연구, 발전, 지원 등의

행동을 당사국들이 하지 않고, 또한 당사국 영토에서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항과 제 12항은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

스탄이,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쟁이 된

조항들이다. 제 4항은 해외 선박, 비행기, 육상 운송을 통한 핵무기의 비

핵화지대 통과에 대한 권리가 각 나라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

12항은 CANWFZ가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다른 국제 조약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러시아

가 주도하는 CSTO로부터 언제든지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NWFZ는 최종적으로 비

핵화 안보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들의 안보 불안을 상대적으로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환경 안보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 3항2, 제 6항, 제 9항 등이 있다.

제 3항2는 외국의 핵폐기물을 CANWFZ 안으로 들여올 수 없다고 규정

한다. 제 6항은 당사국들이 과거 핵 개발, 보관, 핵무기, 우라늄 찌꺼기

156) Parrish and Pot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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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들을 정화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항은 핵 물질과 핵 관련 장비들을 국제적인 기

준에 따라 각 나라들이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보호해 방사능

누출을 막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년간의 중앙아시아 비핵화지대 협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그리

고 이견 없이 진행된 내용은 중앙아시아에 핵으로 피해 받은 환경을 개

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안보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반발, 핵보유

국들의 반발로 인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지대

를 침해할 여지가 남아 있는 조항들을 인정한 채 조약이 체결되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탈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내 협력의 두

가지 맥락인 CAU-CAEC-CACO와 CANWFZ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내 협력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 추동력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기능 협력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주변 국가들이 경제, 안보, 환경, 정치 등 분야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지역 내 협력만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산

출해내지 못하였고,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으로 인

하여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사적 정체성이 지역 내 협력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줬다. 하지만

이 정체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기하게 되자, 지역 내 다기능 협력

또한 그 수명을 다 하게 되었다. 지역 협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등장

했던 다양한 지역 협력의 이해관계는 지역 협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데

에는 기여했지만, 지역 협력의 존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ANWFZ는 처음 제안되었을 때 지역 안보의 의미로 제안되었으

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게 만들고, 협력의 양상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소련 시절을 겪으면서 받았던 핵에 인한 환경오염 피

해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그로부터 기원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복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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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환경 안보와 함께 CANWFZ의 필요성

으로 제기된 세계 평화는 수사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다. 비핵화를 통한

지역 안보는 몇몇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은 조항들로 인하여 불충분하게

충족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핵우산과 핵 전개 능력의 가능성을 남

겨두면서 비핵화와는 다른 맥락에서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서 등장한 지역 내 협력의 두 맥락인 CAU와 CANWFZ를 발생시킨 추

동력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이 동시에 작동했다. 지역 내 협력

을 지속시킨 추동력에서는 정체성의 측면이 이해관계의 측면보다 더 영

향을 가졌다. 협력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협력의 내용

과 수준의 변화는 있었지만 협력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협력이 지속되는 동안 지역 내 국가들이 공유하던 정체성에 흠결이 생기

자 지역 내 협력은 소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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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존에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관찰한 연구들이 가시

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가치를 두지 않았던 사레인

CAU-CAEC-CACO와 CANWFZ를 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국가

들 간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낸 추동력은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내 협력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을 관장하는 다른 협력 기구들이 중앙아

시아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로 다뤄왔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지역 내 협력을 추진해 만들어낸 결과물 자

체에 주목한다면, CAU-CAEC-CACO와 CANWFZ는 연구 사례로서 가

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지역 협력의 형성

과, 지역 협력의 지속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과 협력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 국가들의 이해관계 두 요소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구성하고, 유지시킨 기간 동안 보여준 역동

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련으로부터 중앙아

시아가 독립하기 직전부터 협력의 결성, 지속, 변화 되는 과정을 추적하

는 데 있어서 등장한 정체성과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

었다.

CAU-CAEC-CACO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기능 협력

의 시작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는 오랜 전통을 공유한다는 정체성과 경

제, 환경,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국가들의 요청을 찾을 수 있었

다. CAU가 형성된 이후 기존에 제시된 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변

환경 및 각 나라들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영역이 경

제, 정치 분야로 좁혀지면서 CAEC로 지역 내 협력 모습도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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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CAEC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

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시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는 CACO로 조직을 개편한다. CACO 역시 이전의 기구들처럼 눈

에 띄는 지역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편 러시아의 2004년

CACO 가입으로 인해 CACO는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CAU 창설부터 계속 협력을 진행하면서 이

어져왔던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CACO를 EurAsEC으로 합병되는데 동의하였다.

CANWFZ는 소련으로부터 중앙아시아가 받은 다양한 핵 피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 세계 안보, 환경 피해 보전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약 협상에

임했다. 세계 안보 유지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장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역 안보에 대한 요청은 러시아의 핵우산과

핵무기 전개 능력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조항 삽입을 놓고 역내 국가들이

갈등을 벌였고, 이후 이 조항들이 그대로 남게 되면서 지역의 안보는 표

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맥락으로 충족되었

다. 소련 핵 피해 정체성이 반영된 환경 피해 보전에 대한 공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협력 유인은 CANWFZ 조약 협상 기간 내내 이견 없이

지속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 낸 추동

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협력의 필

요성으로부터 출발한 이해관계, 그리고 지역 국가들을 묶어주는 정체성

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역 내 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편 협력의

틀이 유지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정체성이었다. 협력이

지속되는 동안 협력의 이해관계가 사라지거나 혹은 변형되더라도 협력의

틀이 유지되었지만, 공동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자 지역 협력의 틀 또

한 무너지게 되었다.

2. 연구의 한계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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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형성과 유지를 이끈 추동력을 정체성,

필요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두 가지다. 첫째, 중

앙아시아 지역 내 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 부족, 온라인상으로 구하기 어

려운 현지 자료로 인하여 CAU-CAEC-CACO와 CANWFZ의 사례가 보

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협력의 틀이 종결된 CACO와 달리 CANWFZ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의

변화, 중앙아시아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변화에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협력의 추동력과는 다른 힘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후 연구에게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에서 상대적으

로 주목 받지 못했던 CAU-CAEC-CACO와 CANWFZ 두 사례를 소개

하고, 정리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분야에서 사례 발굴을 시행했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 협력의 모습을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지역 협력의 형성

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인 지

역 협력이 유지되는 과정 또한 협력의 형성과정과 동시에 살펴보는 시도

를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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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esents the driving-force that affected origin and

durability of regionalism among Post-Soviet Central Asian states

consisting of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USSR, Central Asian

states(CAS) established various regional relations with bordering

countries. In addition to organizing regionalism with major powers

such as CIS, EurAsEC and SCO, CAS had managed to create

regional cooperative systems which fulfill their interest among Central

Asia. Previous researches, however, have evaluated negatively

regionalism among CAS, because they have believed that the results

were negligible. This thesis adopts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cusing on existence, rather than outcome, of regionalism among

CAS.

To find driving-force of regionalism among CAS, this thesis

selects two regional organizations as research cases: multi-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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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systems from Central Asian Union(CAU),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CAEC) t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CACO) and Central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CANWFZ). Only these two cases, among diverse regional

institutions in Central Asia, include more than three CAS, are

initiated by one or more CAS, and are dedicated to coordinate

interests within Central Asia.

In order to identify driving-force that affected origin and

durability of regionalism among CAS, this thesis applies

process-tracing method. Revie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literature, this thesis highlights relation among necessity for

cooperation, common identity, and the driving-force of regionalism

among CAS, as well as how existing regional organization can be

changed.

After describing chronicle of twenty years of Central Asian

regionalism since 1990 when CAS held their first joint meeting, this

thesis reconstructs the cooperation history into three phases:

beginning, developing, and transforming. This thesis emphasizes three

factors to examine regionalism among CAS: changes in shared

interests based on demand for cooperation of CAS, collective identity

suggested by CAS, and surrounding atmosphere around CAS.

At the beginning, both shared interest and collective identity

recognized by CAS acted as driving-force for creating regionalism

among CAS. However, between those two factors, collective identity

was more prominent for durability of regionalism. Changes in shared

interests had only changed the shape of cooperation, but when

collective identity collapsed, regionalism among CAS dissolved.

This thesis has implications on providing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extant regionalism in Central Asia and finding cases

which few literatu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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