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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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북러관계가 최근 들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
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으로 북
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와
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북한과 러시아는 교역확대,
비자간소화, 교역에 있어서 루블화 결제 등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북러관
계의 진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신동방정
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
스크바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평양
의 의도가 합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조
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협조를 얻어 한국을 포함하는 3각협
력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북러간 밀월관계는 한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 북러관계의 긴밀화는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좋은 기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러간
의 밀착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불확
실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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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련이 붕괴될 무렵부터 북러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도 같이 급격하고
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정책은 냉
전시기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가능하게 한
반면에 소련의 오랜 동맹국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침체된 북러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친서방정책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던 러시아의 옐친정부는 한국에 경사된 대 한반도 정
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 북러관계는 제1차 북핵위기가 닥친 1993년 무렵 최악
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이렇듯 침체된 북러관계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상화되었다. 현실주의적 실리외교를 지향하게 된 푸틴정부는 한국으로 기울
어져 있던 대 한반도 정책을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전환시켰다.
2002년 가을 북한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여
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시도를 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기 않은 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도발 등 모
험주의적 행보를 지속했다. 그러한 북한의 행태로 인해 한동안 북러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기조를 유지했다. 오히
려 2011년 8월 울란우데에서 있었던 김정일-메드베데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
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의 급사 이후 양
국 사이의 그러한 협력기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김정은이
감행한 2013년초의 제3차 핵실험과 그 직후의 대남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해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되는 국면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그러한 모험주의적 행보는 러시아, 중국 등 북한의 우방들
에게는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영향력의 수단도 제공해
주게 되었다. 예컨대, 전지구적 차원에서 핵확산 금지를 주창해 오고 있는 러

시아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북한과 이를 저지하려는 관련당사국들이 참여
하는 북핵 6자회담은 러시아에게 외교적 영향력의 수단을 제공해왔다. 또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러시아는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러시아에게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다. 러시아에게 북한은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웃이면서도 막상 당장에 본격적인 외교적 투자를 할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한으로서도 러시아는 필요하지
만 중국에 비해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웃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러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정책 행보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모스크바는 서방으로부
터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양과 베이징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중국 관계는 다소 냉각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장성택
의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에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중국의 비상개입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북한-중국 관계의 이상기류가 재삼 확인되었다.1)
북중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북러관계 및 러중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은 최근
북일관계 개선과 맞물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매우 복잡한 국제정치의 방정
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한국 외교에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런데 북러관계의 중요성에도 이 문제를 체계적으
로 연구한 국내의 논저는 많지 않다.2) 더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러관계의
1) The Diplomat, May 7, 2014, http://thediplomat.com/2014/05/does-china-have-acontingency-plan-for-north-korea/(검색일: 2014.07.06).
2) 북러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의 몇몇 예를 들면 장덕준(2004), 신범식(2011), 박정민(2013), 백준기(2013) 등
이다. 기존 연구는 최근까지의 북러관계 전반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까
지 이르지 못하고 주로 북핵문제 또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특정 이슈에 초점을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의 현황과 배
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
급하고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및 북한의 최근
대외정책의 기조에 바탕을 두고 양국 관계개선의 현황, 배경, 전망,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사
태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조변화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소련붕괴 무렵 이후의 북러관계 전개과정을
간략히 짚어보고 최근 들어 급진전되고 있는 북러관계의 현황과 그 배경을
살펴 본다. 그 다음으로 최근 동북아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러관계의 밀착현
상에 대한 한국의 외교 대응책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 푸틴 3기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가 강화된 것은 각국의 전반적인 대외정
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말에 김정일의 뒤를 이
어 김정은이 3대째 세습 지도자로 등극했고 2012년 5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4년만에 크렘린에 복귀해 3기 집권을 시작했다.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권력의
교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연속성과 함께 일정한 변
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북러 양자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각각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를 짚어 보기로 한다.

2.1. 김정은 집권기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 개발정책을 유지, 강화시키고 소위 ‘사회주의 강성대
국’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체제의 보존과 김정은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정

두거나 북중러 3각 동맹체제의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의 양상
과 그 배경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Toloraya(2012) 등은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이란 관점에서 북러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북한의 관점과 한국의 입
장,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 등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책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전
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집권초기부터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면서 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축을 조선인민군에서
조선노동당으로 이동시켜 스스로 김정일 정권과 차별성을 추구하게 되었다.3)
201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과 마찬가지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는 정책노선을 천명했다. 김정은 체
제는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4)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는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
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개발을 더욱 강화해 재래식 무기개발에 들어가는
안보비용을 절감하고 그 대신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에 치중한다
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경제병진노선을 들고 나온 것은 그 만
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이 김정은 집권 1년차인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3%에 머물렀으며 2년차
인 2013년에는 1.1%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북한 경제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김정은 체제는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소위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인당 GNI
102
105
103
104
114
119
124
133
137
138
(만원)
경제성장률
2.1
3.3
-1.0
-1.2
3.1
-0.9
-0.5
0.8
1.3
1.1
(%)
자료: 한국은행(2014) ｢북한GDP관련통계｣, 북한 경제자료, http://www.bok.or.kr/
broadcast.action?menuNaviId=2237(검색일:2014.09.23).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 장성택 처형과 당과 군 고위직의 잦은 교체에
서 드러나듯이 — 권력의 공고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인민경제의 증진
에도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한편, 2014년 신년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대외적으
로 김정은 체제는 ‘미국 및 남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년사는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핵
3) Levi(2014).
4) 고성호 외(2014), 97.

전쟁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강조함으로
써 북한 핵능력 증대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5) 다시 말해, 김정은 정권은
출범 2년 반이 넘도록 당초에 약속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해결에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핵무장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인민과 당간부들의 단합과 충성을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의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도 김정은 체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김정일 체제의 노선
을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더욱 더 악화된 대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의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게 되었다. 또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핵폐
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는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거의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대남 관계에
있어서도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불리한 국제정세에 처
한 김정은 체제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대남, 대미관계를
비롯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조심스럽게 내
비치고 있다.6) 이는 과거 김정일 정권이 체제의 생존을 위해 도발과 대화를
번갈아 사용한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물려받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한편으로는 대남 도발위협과 핵무장의 강화 등 강경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김정일 정권 못지않게 유연하고 현실주의적 외교적 책
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은 정권은 과거와 달리 주변국에
대해 상당히 전략적이고 유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초에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남 도발위협 등을 통해 공세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김정은의 북한은 최근 들어 대외정책상의 상당한 정도의 융통
성과 개방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한이 상
5)

“북한 김정은 2014년 신년사 전문”,
201401021100345870(검색일: 2014.09.23).

YTN,

http://www.ytn.co.kr/_ln/0101_

6) 2014년 10월 4일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참석을 명분으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
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인
천을 전격 방문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황병서 등의 전격 방문은 김정은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 대남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는 동시에 한국의 대북협력 의사를 타진하고자 한 평양측의
외교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김정은은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
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과의 소
위 ‘5.29 합의서’에 입각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포괄적
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대북 인적왕래
규제, 송금규제, 선박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납치자 문제
를 매개로 북한은 일본과의 교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핵개발로 초래된 국제
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7)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북지원까지 가게 된다면 북
한의 경제난을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8) 한편,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이 보다 강경해진데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관계
가 다소 냉각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중러 사이에서 전
략적 외교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냉전시기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의 행태를 방불케 한다.

2.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
2.2.1.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푸틴 독트린’
푸틴2기 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외교행
보를 나타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던 2008년까지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해 빈번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러시아는 옛 소련국
가들까지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팽창계
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2000년대 중
반에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벌어진 소위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은 미국이 러시아 주변에 위치한 옛 소련공화국들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해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들 국가들에서 반러 정부의 수립을 기도한 것
7) 양무진(2014), 25-30.
8) 김근식(2014), 39-46.

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2007년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제43차 유럽
안보정책회의에서 푸틴은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제법과 개별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푸틴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
어져 온 NATO의 확대는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NATO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사이의 상호불신과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9) 2008년 8월에 발발한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과 포스트소
비에트 공간에 대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는 푸틴3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악화되었다. NATO가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둘러싸고 러시아
와 미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또한 2012년에는 미국이 러시아내 인
권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삼은 소위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Bill)’을 제
정했고,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게
다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는 2011년 말부터 여러 차례 터져 나온 대
규모의 반 크렘린 시위사태 또한 미국의 개입과 지원에 의해 촉발되고 조직되
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그러한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
계는 2014년 들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
나 사태가 놓여 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시민혁명 이후의 혼란을 틈타
3월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계 정치세력은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결정했다. 이어 3월 21일 병합문서에 푸틴대통령이 최종 서명
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2014년 7월 17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동부우크라이나 반군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민항기(MH17) 격추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
의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침탈’에 대항해 미국은 러시아계 은행, 기업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한편 일부 러시아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였다. 유럽연합(EU)도 일부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자산동
9) Thomas E. Ricks and Craig Whitlock(2007) “Putin Assails U.S. Foreign Policy:
Unilateral Approach Rebuked at Meeting,” Wall Street Journal, Europe, February
12, p. 8.
10) Golts(2013).

결 및 EU 입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MH17 사건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 로스네프트, 가스프롬네프트, 트란스네프트 등 주요 러
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국제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더 나아가 EU는 2018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대러 압박을 가중시켜왔다.11) 일본도 3월 18일 군사, 우주, 투자,
비자요건 등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4월 29일, 23명에 이
르는 러시아 관리들의 일본입국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말레
이시아 민항기 격추사건 발생 이후 일본은 미국과 EU의 추가제재 조치 요구
에 대응해 스베르방크 등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의 일본 내 자금 조달을 금
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 기술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대러
제제조치 내용을 발표했다.12) 그러나 러시아 은행들이 일본과 실질적 자본거
래 실적이 없으며 러일간에 무기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대러 제제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한국정부는
3월 19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대러 직접 제재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제제조치와 압박 속에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측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으로 옛 소련지역에 대한
패권을 다지려는, 소위 ‘신푸틴 독트린’으로 응수하고 있다. 크림반도의 러시
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 이틀 뒤에 푸틴은 3월 18일 크렘린에
서 자신의 새로운 외교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주된 요지는 서방으로부터의
독립적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도적인 역할을 천명한 것이다. ‘신푸틴 독트린’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유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며 인권이
나 민주주의 등 소위 서구식의 보편적인 가치를 신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
언했다.
둘째, 러시아는 기존의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구애받지 않고 강대국으로서
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푸틴은 소위 베스트팔렌 주권국가 원칙
은 오직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강대국에만 적용될 뿐이며 약소국은
강대국의 외교적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에 따르면
11) “EU, 러 추가 경제제재 결정... 시행은 유보”, 동아일보, 2014년 9월 10일;
“EU, 우크라 침략 제재 ‘러 월드컵’ 보이콧 검토”, 문화일보, 2014년 9월 3일.
12) “일의 대러시아외교, 대화-제재 사이 ‘갈지자 행보’”, 한국경제, 2014년 9월 25일.

이러한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자초한 강대국의
행위규범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역사적인 유산”에 입각해, 그리고 “정당한 영향력 범위”
내에서의 러시아 안보를 위해 푸틴 독트린은 옛 소련 전역에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이다.13)

2.2.2. 포스트소비에트 소지역 통합 및 신동방 정책
이렇듯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조성된 서방의 대러 제재와 압박
분위기 속에서 CIS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
아는 원래의 계획대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포함하는 유라시아경
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2015년 1월에 출범시키기 위한 준
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푸틴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CIS
일부 국가들을 추가로 편입시켜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
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다.14) 말하자
면 러시아는 자신의 주도로 CIS 일부 국가들과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추구
하는 소지역 통합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크림반도 병합 이후 악화된 서방과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등 아시아
중시정책, 또는 ‘신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5) 특
히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푸틴은 2014년 5월 20일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13) Ryzhkov(2014).
14) 2014년 10월 아르메니아가 EEU 가입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도 가입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SS: Russian News
Agency, October 3, 2014, http://en.itar-tass.com/economy/752668(검색일: 2014.11.15).
15)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부터 취해 온 전방위 외교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 지역으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한 정책을 통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뒤
떨어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러시아의 정책정향은 흔히 아시아 또는 유라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Pivot to
Asia/Eurasia)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신동방정책’으로 부르고자 한다
(장덕준 2014: 229-266).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 한다”는 취지
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간섭을 배격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차단을 노리고 있다.
또한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 에너지, 교통, 금융 등 49개 부문의
협력문건에 서명함으로써 러중협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
엇보다도 2018년부터 새로운 동부선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380억 ㎥
씩 30년에 걸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러중 가
스협력이 상당한 진통 끝에 타결된 것은 양국 협력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16) 이 밖에 2014년 5월 푸틴의 방중기간에 맞춰 러중
양국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
시함으로써 상호결속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일 동맹
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
자신의 서부 국경지대에서 미국 및 서유럽의 영향력과 충돌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이처럼 유라시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의 비중을 이
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푸틴은 유라시아 연합의 출범을 통
한 옛 소련지역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에너지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시베리아 및 극동개
발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 함과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전략
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우호관계가 증진되어 나가고 있
는 북러 양국관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북러관계의 전개과정과 현황
3.1. 북러관계의 전개과정
3.1.1. 침체기
16) Luhn and Macalister(2014).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북한과 소련(나중에는 러시아)의 관계는
많은 굴곡과 부침을 겪었다. 북한 정권의 수립 초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소련이 북한 정권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담
당해 오면서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의 측면에서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을 강하
게 받고 있었다. 1961년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1962년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은 소련․중국과 다소 중립적인 대외정책의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17)
그러한 기조 속에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중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등거리
외교정책을 펼쳐 나갔다. 다시 말해 북한은 주체사상과 자립경제를 내세우면서
소련과 중국의 간섭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도 그들로부터의 원조를 얻어내려
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는 북한의 양다리 외교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상 경
제원조를 줄이는 한편, 경제협력의 규모도 축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본적
으로 북소 관계는 우호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18)
그러한 북소관계를 결정적인 변화의 단계로 몰고 간 것은 소련 내에서 일
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이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 사회
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 아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
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온 신사고 외교정책은 냉전체제 하에서의 미소 대
결구도와 소련과의 우호관계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을 크게 당혹시켰다. 소련
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를 줄이는 한
편으로 무기와 에너지를 포함한 양국의 교역에서 적용되어 오던 우대가격 제
도를 폐지함으로써 북한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한소 수교는 북한을 충격에 빠뜨렸다.
소련의 해체 이후 친서방 외교정책을 펼친 러시아는 자국의 체제개혁에 유
리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옐친정부는 북
한보다도 한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 북한
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19)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스
크바는 서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평양과 유지하고 있던 군사동맹 관계를 폐
17) 고성호 외(2014), 90-91.
18) 김정원(1985), 335-354.
19) Bazhanov and Bazhanov(1994), 792.

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포함하고 있
던 기존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를 들어 이 조약의 개정을 북한측에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더욱 꼬이게 되었다. 한편, 1993년 6월 북한이 국제에너지기구
(IAEA)를 탈퇴하면서 핵개발에 나서게 되자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러
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압박했던 것
이다. 러시아는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포함되는 다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시키기 위해 대서방 공조정책을 펼쳤음에도 러시아는 아이러니하
게도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회의에 초대받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3.1.2. 회복기
이렇듯 침체되고 악화되어 있던 북러관계는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 취했던 친서방외교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옐친정부는 러시아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초
기의 친서방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신의 대 한반도정
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전통적인 우방이
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7월에 발생한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은 양국관계 진전의 촉매로 작
용했다. 옐친 대통령은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 당국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
하고 그해 9월에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파노프(Александр Панов) 외무차관
을 평양에 파견했다. 새로이 형성된 양국 사이의 우호적 분위기는 1996년 9월
에 시효만료 예정이던 기존의 우호협력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간 조약에
대한 협의로 이어졌다.20) 한편으로 1996년 4월에는 양국 사이에 경제협력을
20) 1961년에 체결되어 1996년에 만료될 예정이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
약’을 대체할 북러 양국간 새로운 조약에 대한 논의가 1993년 1월 러시아 대통령
특사 게오르기 쿠나제(Георгий Кунадже) 외무차관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년여에 걸친 양국간 협상의 결과 1999년 3월 17일 카라신(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 러시아 외무차관과 리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 사이에 ‘북러 우호․선린․
협력에 관한 조약’이 가조인되었다. 이 조약에는 기존의 ‘상호원조 조약’이 규정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
했다. 1997년 10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북러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
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이렇듯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국은 과거
냉전시기의 동맹관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80년대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양
자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3.2. 2000년대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
1990년대에 다소 침체되어 있던 북러 관계는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실리외
교를 중시한 푸틴의 대외정책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푸틴은 기본
적으로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다. 집권 첫해인 2000년 7월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양
을 방문한 푸틴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군사협력, 과학기술 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양국간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점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북한으
로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요격 미사일 제한(ABM)조약
폐기에 대한 반대를 이끌어내는 등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했다.21)
또한 이 정상회담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의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에서는 또
한 과거 소련에 의해 건설된 북한의 화학공장,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을 개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2)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 북러 양국 사이에는 모두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정일 집권시에는 푸틴이 평양을 1회 방문(2000년 7월)하고, 김
정일이 3회(2001년 7월; 2002년 8월; 2011년 8월)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해 정
하고 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이후 NATO의 유고 공습사태, 제
2차 체첸사태, 12월 총선 등 러시아 국내외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신조약에 대한
정식 체결절차가 지연된 끝에 마침내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북한 외무상 백남
순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 이바노프(Игорь Иванов) 사이에 새로운 ‘북러 우호․선린․
협력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장덕준 2004: 119-150).
21) МИД РФ(2000), 38-40.
22) 장덕준(2004), 119-150.

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에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200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푸틴-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특히 TKR-TSR 연결사업을 위해 양국이 모든 필요
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에 대해
양국이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있다.23) 러시아는 장차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유
라시아 물류의 대동맥으로 삼아 낙후된 극동 및 시베리아의 경제를 활성화하
는 한편,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연합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워로 자
리 잡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TKR-TSR
연결사업의 두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북러 양국은 철도연결 뿐만 아니라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위한 상호 협력
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2011년 8월 동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김정일메드베데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과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등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반도 종단 가스파
이프라인 추진을 위한 양자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와 북
한의 대러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24)
또한 양국은 2011년 8월에 수년간 중단되어 있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간 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스관, 철도, 전력망 구축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의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평양에 상당히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었
다. 2012년 6월 러시아가 과거 소련시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지고 있는
110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90%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25) 한편, 2011년 8월
에는 수해를 겪은 북한에 5만톤의 곡물을 구호물자로 제공했다. 이렇듯 푸틴
과 메드베데프 정권 하에서 모스크바는 북러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23) МИД РФ(2001).
24) Moscow Times, August 25, 2011.
25) 2014년 4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북한이 옛 소련에 대해 지고 있던 110억달러
상당의 부채를 90% 탕감해주고 나머지 10억여 달러는 20-40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받기로 한 협정을 비준했으며 5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협정은 발효되었다. ABC News, April 20, 2014, http://www.abc.
net.au/news/2014-04-19/russia-writes-off-90-per-cent-of-north-korea-...(검색일: 2014.07.02);
RT, June 6, 2014, http://rt.com/business/164116-russia-railway-north-korea/(검색일:
2014.07.02).

꾸준하게 기울여왔으며 기본적으로 북러 우호관계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왔
다. 이는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유
지, 확대하는 한편 남북한과의 3각협력을 이끌어 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의도와 대러 협력을 통한 경제적
실리 획득과 함께 극단적인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켜보려는 북한의 이해관
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급사 이후 협력 무드에 있던 양국 관계는 다시 소강상태
에 접어들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래 2년여 동안 전반적인 북러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기간 중에 북한과 러시아 각국 정상간의
회동과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고위 당국자간의 교류도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있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기에 총리로서 실권을 행사하던 푸틴이 2012년 5월에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그 무렵에 관찰되었던 양국관계의 침체는 러시아와 북
한에서 각각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
히 김정일의 급사로 인해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
른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러 관계
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침체상태에 이르게 한 더 중요한 요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기본적으로 반
대해온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
위로 인해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푸틴 3기에 접어들어서도 러시아
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아태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
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2013년 2월에 강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푸틴은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
다.26)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러시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26)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리 요시로 일
본 전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한 이후 전한 내용이다. 연합뉴스, 2013년
2월 22일.

푸틴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선박, 육상운송수단, 항공기 등
제반 수송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을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프로그램과 연관될 수 있는 금융 및 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UNSC-2094)을 이행할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27) 이렇듯 러시
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에도 위해
를 끼칠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해 명백
히 반대하면서 북한과의 마찰도 불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한국
방문 직전에 국내의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와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노선 불용”이라는 입장을 밝
히면서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함으로써 북핵 불용의 원칙론
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평양과 관계개선의 여지
를 남겨두었다.28) 안보 문제에 있어서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기반을 착실히 넓혀 나갔다. 예컨대, 2013년 9월에
는 하산에서 나진항에 이르는 54km 구간의 철도를 현대화시키는 공사를 자
국의 주도로 완공시켰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와 나진항 화물전용 컨테
이너 부두를 통해 러시아의 석탄과 석유를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
획이다.29) 더 나아가 러시아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 종단철도-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
기 시작했다. 2014년 2월 소치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푸틴을 면담하고 마트비엔코(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상
원의장 등 러시아 정계 주요인사들을 만났다. 이는 양국간 관계개선을 알리는
27) “Russia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 Presidential Decree,” Russia Beyond
the Headlines, December 2, 2013, http://rbth.com/news/2013/12/02/russia_imposes
sanctions_on_north_korea_-_presid...(검색일: 2014.07.02).
28) 러시아의 소리, 2013년 11월 12일, http://korean.ruvr.ru/2013_11_12/249940046/
(검색일: 2014.07.07);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
29) 2014년 4월에는 나진-하산 철도를 이용해 9천톤의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수송해 이를 상하이 등 중국 동부지역에 수출하는 등 북러 물류협력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노컷뉴스, 2014년 4월 10일. http://www.nocutnews.co.kr/news/4004303
(검색일: 2014.07.07).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되었다.30) 평양의 적극적인 대 모스크바 접근은 양국 정
부 고위 인사들 간의 연쇄적인 접촉으로 이어졌다. 2014년 3월 28일부터 4박
5일간에 걸쳐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북러 정부간 공동위원회 러
시아측 대표를 맡고 있는 갈루쉬카(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러시아 극동개발부장
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방문단은 박봉주 내각총리 및 리룡
남 무역상 등 북한 정부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다. 갈루쉬카 장관의 방북시 러
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민니하노프(Рустам Минниханов) 대통령 및 다수의
러시아 기업인들도 동행해 북러 양국간 경제교류에 관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기간 중 양국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1억 1,200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양국간 교
역량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회담에서
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한반도 연결사업,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등 남북러
3각협력 사업과 개성공단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진출방안, 러시아 기업의 대
북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31)
한편, 2014년 4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이자 부총리인 트루트네프(Юрий Трутнев)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지사들
을 대동해 평양을 방문했다. 러시아의 부총리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1985년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방문단은 김영남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소방차 수십대를 북한에 기증하는 기증식
을 갖기도 했다.32) 방북 기간 중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로두철 내각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등 북한정부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러시아에 기존부채 탕감 이외에도 신규 차관을 요청하고 에너지 공급을 포함
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보조와 우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0) 김영남은 소치 올림픽 개회식의 귀빈으로 초대되었는데 그의 방러는 북한이 먼저
러시아측에 요청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은 푸틴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의 인사를 전하고 서로 전통적 우호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었
다. Единая Корея –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портал, 10 февраля 2014 г.
http://onekorea.ru/2014/02/10/prezident-putin-vstretilsya-s-kim-en-namom/(검색일:
2014.07.07).
31) “России и КНДР намерены перейти на взаимо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Интерфакс,
28 марта 2014 г., http://www.interfax.ru/print.asp?sec=1446&id=367952(검색일:
2014.07.07).
32) Toloraya(2014).

러시아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러시아는 자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협력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33) 예를 들어, 러시아는
2014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부 당국자 회담에서 북러 교역에 있어서
루블화 결제방식 도입을 제기 했다. 실제로 북러 양국은 2014년 6월부터 상
호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루블화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34) 이는
러시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루블화 권역을 넓힘으로써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상징적인 도전을 제기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
키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대북한 교역 동향 (단위: 100만 USD)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2014)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 странами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Официальная статистика,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
ru/statistics/ftrade#(검색일: 2014.07.08).
33) Alexander Vorontsov(2014).
34) 2014년 6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정
부간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쌍무교역에서 루블화를 주요 결제통화로 정하는 협
정에 서명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양국은 인적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간소
화에 합의하고 북한 내에서 활동하게 될 러시아 기업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Russia and N. Korea
Switching to trade in Rubles,” RT, June 5, 2014, http://rt.com/business/163932russia-nkorea-trade-deal/(검색일: 2014.07.02).

4. 북러관계 개선의 배경
최근 들어 북러관계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
가.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이익이 서로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북러 양국이 서로 상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요인을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북한 측의 의도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미국과 서방의 고립화 정책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
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 아래 핵폐기에 대한 평양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는 한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평
양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
아와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고립 상황을 완화시키는 한편으로 미국
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대 북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에 대
한 주된 식량공급 국가이자 북한으로 수입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중국에
서 공급되고 있다. 북한 소비재의 80%와 식량의 45%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5)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의 원료공급 기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6) 주체사상과 자주를 앞세우는 북한의
지도부가 이러한 지나친 대중 의존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 또한 북러관계의 개선에 한 몫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2013년말 북중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35) Bajoria and Xu(2014).
36) 2009년말 현재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광물자원의 비중이 62.4%에 이른다. 한
겨레 뉴스, 2011년 5월 23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79362.html
(검색일: 2014.07.07).

맡았던 장성택을 제거한 행위는 중국 지도부의 불만과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분석가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제기 되었다. 이렇듯 북한은 자신
에 대한 최대의 후원자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러
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으로서는 대미, 대남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다가 중국
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숨통을 트고 국면전환을 위한 시간
벌기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명분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 또한 비
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통한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
권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일정 정도
벗어나 보려는 전략적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7)
그 다음으로 대북 협력강화에 숨어 있는 러시아측의 노림수를 분석해 보
자. 첫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경지대의 안정을 중시해 왔다. 그러한 맥락
에서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약화와 혼란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러 국경
지대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한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러중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
대를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나진항과 하
산을 연결하는 철도 물류협력은 일정한 정도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7) 그러한 행보는 2014년 11월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
아를 방문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룡해 일행은 11월 18일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러를 통해
북한 방문단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해 안보리에 상정될 시 러시
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에게 외교, 경제, 군사부문
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측에 북러 정상회담을 제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4년 11월 20일).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의 대북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가스
관, 철도, 전력망 연결 등 남북러 3각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남북러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도 상대적으
로 발전이 뒤떨어진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러정상회담 때 한
국정부와 함께 비록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남북러 3각협력에 착수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러
간 나진-하산 경협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라손트란스의 러시아측 지분 70%
의 절반을 인수하는 데 합의 했던 것이다. 러시아측은 남북러 철도연결이 성
사될 경우 나진이 아시아판 “로테르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북
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남북러
철도 연결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8) 러시아는 가스
관 연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
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자국
의 존재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의 오바마 행
정부가 추구해 온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에 대응해
자신 또한 ‘신동방정책’을 내세우면서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39)
38)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에 열린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북
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 도로 복합물류네트워크 개
념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심재
철 의원 등 2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프로젝트의 실현방안을 연
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4월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평양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OSJD)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 당국
자들이 포함된 회의석상에서 유라시아 지역 철도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러 철도연결을 위해 관련국들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
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3국 철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함으
로써 이 회의는 향후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해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행사로 주목
을 받았다. 최근 코레일 최 사장은 2015년 1월 북한이나 러시아에 남북러 철도연
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성사된다면, 남북
한과 러시아는 유라시아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3자협력의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
하는 것이다(조선일보, 2014년 7월 7일).

다섯째,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부쩍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크
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 서방 관계 악화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
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 집권 2기인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의 일방주의와
NATO의 지속적인 동진정책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한 서방에 대한
반감은 러시아로 하여금 유라시아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40) 더
나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더욱 더 자극시
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
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나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론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국은 서방 또
는 미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워싱턴의 패권적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규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지지와 협조를 원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사이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관계가 악
화되고 북미 대화의 채널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중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
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 북러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스크바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평양의 의도가 합
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러 3각협력을 이끌어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의도와 대러 협력
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는 한편으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극단적인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켜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39) “Why Russia is Bolstering Ties with North Korea,” The Guardian, June 4, 2014.
40) Liik(2014), 5-16.

이처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관계가 과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단기적인 전략적 이해관
계가 교집합을 이룸으로써 진전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양자관계가 장기
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
한에 대한 영향력의 수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북러관계 밀착
의 한계를 암시한다. 현 단계에서 북중관계가 소원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
국이 완충국가로서의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경우, 북러관계의 발전의 동력
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경우, 이것 또한
북러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한 관계의 경색상황이 장기화되고 미러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상태로 유지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5. 결론: 북러관계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5.1. 북러관계 진전의 파급효과
그러면 북러관계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
져 올 것인가. 최근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모스
크바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3년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가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의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러
시아는 과거 중국이 북핵문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북한을 감싸고 돌았
던 것과 유사하게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등 북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구도와 더불어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북핵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할 경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북러관계의 밀착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
향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러 양국의 밀착현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활기를 불어 넣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특히 남북러
3각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중재
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남북한이 철도협력 및 가스관 프로젝트 등에 전향적으
로 동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한국외교의
주요 기둥 가운데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적인 가동에 유리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러관계의 밀착이 반드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크림
반도의 병합 이후에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파는 간접적이나마 한러관계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의 대러 제재조치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수준
에서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는 데 제약을 받고 있
다. 또한 인권문제와 핵문제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러시아의 입장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
다. 이는 한국이 북한을 포함시키는 대러 협력을 추진하는 데 다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소극적이고
퇴행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등한시
한다면 당장에 유라시아 협력확대라는 한국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노선에 장
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일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5.2. 한국의 대응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
응해야 할 것인가. 북일, 북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러한 도전과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 조속히 북한
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한 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에서
북핵이슈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은 한국에
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남북한 관계의 회복은 한반도 이슈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북한의 대 러시아 접근은 한국의 관
심과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원하는 몸짓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갑작스런 통일담론의 확
산보다는 그에 앞서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
국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중일간 갈등은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일간 교류가 재개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취할 선택은 무엇인가. 그 유력
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각각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맡을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41)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 공조, 한중협력과 더불
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유라시아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
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산을 쌓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러 압박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와
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정부 차
원에서 대러외교가 다소 침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2)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부차원의 협력 이외에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사
회 등 민간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대화와 협력채널을 꾸준하게 가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북러 밀착현상을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난국의 돌파와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
41) Кек(2014).
42) 미국 국무부의 금융제제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피터 해럴(Peter Harrell) 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대러시아 제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
신문, 2014년 7월 30일).

해 대러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시아로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궁
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같은 우방의 지지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장
차 한국과의 에너지, 물류협력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협조가 절실
하다. 한국은 이러한 북러협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고 있는 두 국가간
의 야합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수롭지 않
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방안 가운
데 하나가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남북러 3각 국경협력이 될 것이다. 더 나아
가 두만강 국경지대에 남북중러 4개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논의도 고려할 만하다.
넷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웃 강대국
의 힘을 빌어 북한에 접근하려는 전략은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 하에서는 성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협력의 물꼬
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신뢰프로세
스”, “통일대박” 등 화려한 수사법에만 그치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과 정책으
로 국면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양보
할 수 없는 기본정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일관계 개선, 러중 협
력체제의 공고화, 러일 협력 분위기 모색, 북러 관계의 호전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모든 대북관계의 전제조건으
로 내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한다. 북한 비핵화 노력과는 별도로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협력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
도 문제의 한반도화는 가능해지고 대한민국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우
선 대한민국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국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전략적 가
치를 인정받는 가운데 자신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한미 동
맹의 틀 속에서도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유라시아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격랑이
일고 있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중견국가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43) 그것의 첫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
블로 끌어 낼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
덴 선언’에서 제시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여태껏 북한정권은 대남 관계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의 협
상과 대화에 있어서 극도의 이기적인 행태와 불확실성을 보여왔다는 점은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외정책이 주로 내부 정치권력의
통제체제의 강화여부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으로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보다는 이기적인 행위자
로 비칠 수밖에 없다”44)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느 북한 연구자의 경고를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43) 이러한 비전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동북아 평
화협력 구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한민국 외교부(201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mofa.
go.kr/image/main/mofa_asiapeace.pdf(검색일: 2014.11.15).
44) 이지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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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Russia Relations:
The State, Backdrops, Prospects, and ROK’s Responses
Chang, Duckjoon*
After years of fluctuant situation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North Korea
and Russia recently have developed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Over
the last few years North Korea and Russia signed a number of agreements
on mutual cooperation including expansion of trade volume, simplification of
visa requirements for Russian businessmen and the settling of payments in
Rubles in trade. The advanc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s been driven by several factors. Among other things,
the two countries share common interests in that Russia pursues ‘pivot to
Asia,’ whereas North Korea struggles to avoid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Also Moscow and Pyongyang have overlapping interests in the
economic spher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getting economic assistance
from Russia, while the latter wants to induce the former into a tr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South Korea. A honeymoon relationship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poses both challenges and chances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allows for a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Seoul pushes ahead
‘Eurasia Initiative,’ its own Eurasian cooperation program. On the other hand,
a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complic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recipitating uncertaintie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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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ROK-DPRK-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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