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해체와 재통합:
EEU 출범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분석

성 원 용

- 개요 논문의 목적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적인 이슈, 즉 EEU 결성 배경 및 그 미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비교 평
가하는 것이다. 현재 서방의 일각에서는 EEU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추동
되는 경제통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비호의적인 경제적·물적 조건 하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에 의해 추동되는 정치적 기획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EEU 출범을 ‘소련 제국의 부활’을 기획하는 푸틴의 책략
이라고 논평하는 것은 서방의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실상 EEU는
러시아의 강대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엘리트와 대중들의 ‘소련 제국에 대
한 향수’가 투영되어 나타난 산물이 아니며, 주객관적 상황에 의해 추동된
지난 20년간의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연장이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다. EEU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과정은 지역경
제통합체 구축이라는 탈냉전시대 지역주의의 발로이자, 소련 해체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재통합 ‘역진’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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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1월 1일부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이
출범했다. EEU 출범에 따라 세계는 향후 이것이 글로벌 및 지역 단위의 정
치·경제적 발전 과정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진단하느라 분주하다.
EEU 출범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다양하다. 혹자는 EEU 출범으로
바야흐로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파괴력을 갖
춘 지역통합체가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 당장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급의 정치·경제통합체로서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EAU)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EEU의 출범이라
는 것도 실상 따지고 보면 유라시아 경제공간에서 중단 없이 지속된 일련의
‘통합’ 과정1)의 연장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는 견해도 존재한다.
EEU 출범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과 논의를 간략하게 검토해보
면 일단은 부정적인, 혹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EEU의
출범 과정을 보더라도, 또 현재의 제도적 틀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정
치·경제통합체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EEU 출범 시기의 출발만 보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구소련 공화
국 중 EAU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던 12개 국가 중 시
작 단계에서는 고작 3개국, 즉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만이 최초 EEU
결성의 최전선에 도열했었다. 무릇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첫 단계에서는 그
것을 추동시키는 핵심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마련이고, 그 제도적 통합
체의 파급력이 확산되면서 이해관계의 저울질을 통해 점차 주변 세력들이 합
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따라서 여기에서 초기 참여국의 숫자 그 자체
는 별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핵심국이 이처럼
1) EEU 출범 전까지 유라시아공간에서 진행된 ‘통합’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
고. 김영진(2015)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과 의미｣, 한양
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19-27쪽.

소수에 불과했던 데에는 EEU 결성을 추진했던 핵심국, 그 중에서도 러시아
가 조급하게 일정을 끌고 갔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고, 그만큼 여타 잠
재적 구성국들의 공감대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참여국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EEU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꼭 필요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보다 결정적인 한계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명실상부한 경제공동체로서 EAU가 성공적인 출범을 하려
면 인구 약 4천 4백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이 절
실하지만, 주지하다시피 2014년 3월부터 크림사태 발발에 따른 러시아와의
분쟁 사태가 악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EEU 가입은 점점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가 상호 갈등하는 국면이 어느 시점에 이
르면 봉합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EU와 EEU 사이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통
합 대상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분간 유라시
아 공간에서 EAU를 향한 질주는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분간은
EU-Eastern Partnership 국가(최우선적으로는 우크라이나)-EEU 간 삼각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대통합을 모색하는 ‘길
고도 험한’ 대장정을 기획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2)
그렇다면 현재의 EEU 출범 그 자체는 갑자기 벼락처럼 내린, 급조된 정치
적 산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김영진에 따르면, EEU의 실현과 관련하여 비
관적 전망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비판론자들은 러시아 지도자들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고, EEU 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라
시아주의는 “서방에 대한 반대와 그러한 반대에 대한 정당화”로서 표출되고
있다.3) 그러나 이것은 EEU 출범을 너무 단순화시켜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곡해일 수 있다. 사실 EEU의
출범을 가져온 그 단초는 이미 1994년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 Nazarbayev)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EAU 결성 프로젝트’로까지 소급된
다.4) 따라서 EEU를 러시아의 푸틴, 또는 그 주변의 정치적 옹호자들이 도모
2) Е. Ю. Винокуров, С. А. Кулик, А. Н. Спартак, С. В. Чернышев, и И. Ю. Юргенс
(2015) Конфликт двух интеграций, М.: Издательство «Экон-Информ».
3) 김영진(2015), 40.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Н. Назарбаев(1994) “Проект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Государств”, http://media.presidentlibrary.kz/books/ru/proekt_o_

하고 있는 ‘정치적 기획’ 쯤으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는 현실을 진단하고 미
래를 전망하는 데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그 결과로서의 EEU 출범은 이 단
일한 경제공간이 ‘해체’된 이후부터 중단 없이 지속된 과정의 산물이다. 1990
년대 말까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틀
내에서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매우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를 유지해왔던
통합 움직임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의 출범(2001년)을 계기로 구성국가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메커니즘의 작동
과 조직의 출범을 가져왔고, 2007년 앞서 언급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
탄 3국이 관세동맹을 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래 관세동맹(2010년)과
공동경제공간(2012년) 결성을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역
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으로의 실질적인 진전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EEU 출범에 강한 의욕을 보인 국가는 러시아였
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1년 10월 대선 출마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자신의 정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경제공동체를 설립한 이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동참시
켜 EAU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고,5) 이후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
통령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그러한 제안에 화답하는 방식으
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라시아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6) 그 후 2013년
12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모인 3국 정상회담에서 EEU 추진
일정에 합의하였고, 2014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EEU를 출범
시키는 조약7)을 체결했으며, 2014년 말에 가입국 의회의 비준을 완료함으로
formirovanii_evraziyskogo_soyuza_gosudarstv_1994_g.pdf(검색일: 2015.04.20). 나자르
바예프의 EAU 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А. Н. Нысанбаев и В.
Ю. Дунаев(Сост.)(2010) Евразийская доктрина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 Алматы;
Таир Мансуров(2014) Евразийский проект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 воплощенный
в жизнь: к 20-летию Евраз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1994-2014, Real-Press.
5) В. Путин(2011)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Известия, 3 октября 2011 г.
6) А. Лукашенко(2011) “О судьбах нашей интеграции”, Известия, 17 октября
2011 г.; Н. Назарбаев(2011)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от идеи к истории будущего”,
Известия, 25 октября 2011 г.

써 2015년 1월 1일부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아직 EEU 출범의 파장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EEU 출범
이 유라시아 경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
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0년 7월 1일 역내 세관통과 절차
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의 설립과정을 완료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3국은 EEU라는 거대시장의 형성을 알리는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나갈 것이다. EEU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가 2014년 10월 10일 EEU에 참여하는 협정에 서명하였
고, 2014년 12월 23일 키르기스스탄도 EEU 통합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5
년 8월 12일 현재 정식 회원국은 모두 5개국이 되었다.8) 이처럼 가입국이 확
대됨으로써 EEU의 단일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향후 단순한 관세인하
를 넘어서 산업간 연계와 산업에 대한 통합을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한 EEU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로존(Eurozone)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화폐
통합의 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9)
7)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ЕАЭС)(2014)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ам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9 мая 2014 года в г. Астане,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https://docs.eaeunion.org/ru-ru/Pages/DisplayDocument.aspx?s=bef9c7983978-42f3-9ef2-d0fb3d53b75f&w=632c7868-4ee2-4b21-bc64-1995328e6ef3&l=540294aec3c9-4511-9bf8-aaf5d6e0d169&EntityID=3610(검색일: 2015.05.20).
8) 키르기스스탄은 2011년에 관세동맹 가입 의향을 표명한 이후, EEU 가입이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결정을 수차례 연기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은 EEU 및 관세동맹 가입에 앞서 조정비용 및 기회비용에 대한 지
원을 EEU측에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10억 달러에 해당되는 키르기스-러
시아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2015년 5월 21일 EEU 가입 조약을
비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Kyrgyzstan Joins Eurasian Economic Union Accession”,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October 05, 2015, http://www.rferl.org/content/
kyrgyzstan-joins-eeu-russia/27028862.html(검색일: 2015.09.30). 그리고 2015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의 조약이 발효됨으로서 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의 EEU 가입에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
다.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상당수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EEU 역외국에 대한 엄격한 이주노동 규제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EEU 가
입을 전제로 한 지원금과 개발펀드 조성은 강력한 유인책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9) 화폐통합에 대해서는 국가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러시아는 역내 경제통합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은 오로지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장애요인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EEU 출범에 따
른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엄밀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이념
적 선호에 좌우되는 ‘투기적 전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 단계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과연 EEU 출범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즉 EEU 결성의 배경에 대한 해
석 및 그것에 배태된 관점(또는 논거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다음 2장에서 EEU 출범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교차하는 현재의 논쟁 구도를 정리하며 이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혹은 시선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다음 필자는 본 논
문에서 EEU 출범이 여타 지역통합체와 다르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
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며, 3장에서 유라시아 공간의 해체와 재통합 과정이 가
진 역사적, 실천적 의미를 재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EEU의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한계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고, 5장에서 결론과 함께 나름대로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단일통화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향후 5~10년
내에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3월 10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정부에 EEU 국가간 화폐통합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반면에 여타 EEU 회원국들은 화폐통합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대러
시아 무역적자폭의 증가 등 경제적 여파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원론적으로 반대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국들의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EEU 국가간 통화정책의 동기화나 통화동맹의 측면에 관심이 집중될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부 서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EEU의
화폐통합은 불가능하며,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Ed Dolan(2015)
“Does Putin’s Proposed Eurasian Currency Union Make Sense?”, http://www.econo
monitor.com/dolanecon/2015/03/23/does-putins-proposed-eurasian-currency-union-makesense(검색일: 2015.09.30).
10) 여기에서 필자가 평가를 ‘객관적’이라는 표기를 통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중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자 또한 어느 정도는 이런저런 선
호와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EEU의 출범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혹은 시선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EEU의 결성 배경, 혹은
그것을 추동시키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 EAU를 향한 EEU의 결성
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추동되는 경제적 측면의 지역통합인가, 아니면 다
분히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에 의해 추동되는 정치적 기획인가?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자. 박상남은 우크라이나 사태
와 EEU 출범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이슈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입장에
서 EEU가 성공하려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꼭 필요한데, 서구가 이를 저지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크림, 우크라이나 사태다. 냉전 붕괴 이후
EU는 지속적으로 동유럽에 이어 구소연방 영역으로까지 침범해 오고 있다.
게다가 동쪽에서는 급성장하는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을 앞세워 조용
히 러시아의 고유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그야말로 21세기 판 경제전쟁의 협
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EEU는 구 소연방 국가들을 재결합시켜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영역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생존
을 모색하려는 푸틴의 전략적 승부수다”11)라고 평가하고 있다.12)
일부 유라시아 전문가들에게 EEU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시각이지만, 일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떠나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있다. 현재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 결성이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보·국방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통합 질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소련 제국’의 부활을 모색하
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제통합을 통한 상
11) 박상남(2014)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위한 변론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 한신대학
교 유라시아연구소, 유라시아 시사분석, 제27호, http://dept.hs.ac.kr/eurasia/(검색
일: 2015.05.20).
12) 제성훈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가리켜 미
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NATO, EU 확대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통합 프로
젝트가 상호 충돌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성훈(2015) ｢러시
아의 경제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전망｣, 한화투자증권 러시아 세미나 발표
문, 2015.2.6.

호 호혜적인 이익의 균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EEU 구성
국(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EEU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가장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는 집단은 미국을 비
롯한 서구의 反러시아 세력이다.13) 간략하게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EEU 창설
은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을 공간적으로 지배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지전략(geostrategy)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최근 EU 등 서구의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관점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그리고 그에 기반한 러시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은 이러한 정서
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14) 더구나 크림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분쟁의 발발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첨예한 갈등과 마찰은 단순히 위에 언급한 부정적
평가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수준의 의혹과 혐의를 넘어 이미
그것을 확신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15)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들의 관점에서는 이 질문들 자체가 현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한 것이기도 하
지만, 어느 정도는 질문 자체에 답변을 함축하고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과연 EEU는 21세기 판 USSR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여타 경제공동체와 다
를 바 없는 지역경제공동체에 불과한가? 지정학적 실체로 바라보는 모스크바
의 개념은 생명력이 있는가? 러시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나 진전이 있었는가? EEU 출범은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 아니
면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부활시키려는 푸틴의 책략일 뿐인가? EEU에 대
13) 전형적인 예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발언이다. 그녀는 국무부 장관 퇴
임을 앞두고 구소련 지역의 통합이 미국에게는 ‘소련으로의 회귀(Re-Sovietization)’
시도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우평균(2015)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한국의 대유라시아
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252쪽 재인용.
14) Simeon Djankov(2015) “Russia’s Economy under Putin: From Crony Capitalism to
State Capitalism”, Policy Brief, № PB15-18, September, pp. 1-8.
15) Jos Boonstra(2014) “The end of Russia’s Eurasian project”, FRIDE Commentary,
№ 6, March, pp. 1-2. 푸틴의 ‘책략’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은 다
음을 참고. S. Frederick Starr and Svante E. Cornell(eds.)(2014) Putin’s Grand
Strategy: The Eurasian Union and Its Discontent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한 여타 구소련 국가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EEU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까? 마지막으로, EU는 모스크바가 거대 유럽의 두 번째 영향
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16)
이들 질문에 답하면서 니쿠 포페스쿠는, ‘EAU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법에서 ‘존재’란 중의적이다. 하나는 다른 경제공
동체와 마찬가지로 기능하는, ‘실제로서의 EAU’이지만, 다른 하나는 베네딕
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개념을 빌어 지정학적 EAU는 ‘상상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는 푸틴의 행보는 단지 구소련 국가들의 재통합 과정을 발진시키려는 뉴 라
운드(new roun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도약시키고, 구소련 국가들
의 해체와 이탈 과정을 역진시킴으로써 다극체제에서 모스크바를 하나의 뚜
렷한 영향력 있는 축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유라시아주의자(Eurasianist)’로 대표되는 자들을 포
함한 다양한 이념적 유파가 EEU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관찰하면서, 그들
은 현재의 EEU로 표현되는, 경제통합에서의 소규모 기술관료적 실천으로 시
작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통합되고, 러시아가 주도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연관된 유라시아적 실체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러한 유라시아의 통합이 서구의 글로벌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미국 헤게모
니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17) 그는 현재
러시아의 정책은 ‘실제로서의 EAU’, 즉 현존하는 최소조건으로서의 내부 구
성을 견고하게 다듬는 심화(deepening)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을 무
리하게 확장(widening)하는 이념적 야심에 이끌려 결국에 가서는 더 큰 유라
시아를 만들려는 꿈의 종말을 촉진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주장과는 조금 각도가 다른 차원에서, 최근의 유라시아 지역통합을
바라보는 논의도 있다. 안드레이 크리코비츠(Andrej Krickovic)는 서구의 언
론이나 학계가 최근 EEU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통합 시도
를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눈길로 쟁점화하고 있지만, 정작 왜 다름 아닌 ‘지

금’18)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과정 활성화에 몰입하고 있는지는 설명
16) Nicu Popescu(2014) “Eurasian Union: the real, the imaginary and the likely”,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Chaillot Paper, № 132, September, p. 8.
17) Nicu Popescu(2014), 19.
18) 필자가 본 논문에서 ‘지금’이라는 시점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19)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역통합이 상호의존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한
다면, 구소련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공간으로서 상호의존 수준이 지금보다
도 현저하게 높았던 구소련 붕괴 직후가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속
도를 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소련의 ‘상호의존’의 유산, 즉 공화국간 산업연관이나
분업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보를 걷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 역내 교
역비중의 하락 등 상호의존의 정도가 현저하게 침식된 상황에서, 또한 과거
와 같은 공화국간 분업체계의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경
제적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지금’ 유라시아 지역통합 과정이
가속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가속화 원인을 러시아 엘
리트 및 대중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 즉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
을 재현하려는 소비에트 향수(Soviet nostalgia), 혹은 제국 유물(imperial
hangover)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인이 러시
아의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과 충돌하고, 또한 낙후된 코카서스 및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합이 오히려 러시아 민족의 이해관계를 침식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정서와도 불일치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화에 의해 초래된 이익과 도전들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는 오히려 러시아 경제
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적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 현재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전략적 오판일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역설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반드시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해명해야만 한다.
한편 치간코프(A. P. Tsygankov)는 현재 러시아가 걸어가는 길은 전통적인
속된 CIS권의 느슨한 형태의 지역통합 움직임과 달리 EEU 출범이라는 강화된 지
역통합체 결성을 가져온 계기와 시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9) Andrej Krickovic(2014) “Imperial nostalgia or prudent geopolitics? Russia’s efforts
to reintegrate the post-Soviet space in geopolitical perspective”, Post-Soviet Affairs,
Vol. 30, № 6, pp. 509-510.

제국의 부활이나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것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지정학적 현실 및 러시아의 능력 및 이해관계와 조화로운 새로운 정치
경제적 통합 형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통합 현상에 대해 서구의 대다
수 문헌들은, 앞서 니쿠 포페스쿠의 논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특정한 정치 엘리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하
여 ‘강대국 건설’이나, ‘러시아 제국 부활’에 경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부상이 훨씬 덜 확실해 보이는 때에,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적 침체와 장기적 경제 하락의 전망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뚜렷하게 전면화되고 있는지 그 시점의 정합성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드레이 크리코비츠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단지 권력 엘
리트와 대중들의 러시아의 지위에 대한 판단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의 거대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기가 마
련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며, 국제사회에서 무질서와 비예측성이
증대하고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Black Swan)’ 사건들이 확산되는 사태에 직
면하자,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미래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통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제관계에서 헤게모니는 글로벌경제의 안정, 공개적이고 자유
로운 세계경제의 유지,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창설, 국제통화체제의 설립 등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주자
로 한 서구가 그러한 리더십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 신흥국의 부상하는
권력은 그러한 판도를 바꾸어놓았고, 서방 선진국들이 내부의 문제해결에 급
급한 상태에 있는 반면, 지역의 패권국들은 점점 더 리더십의 부담을 져야한
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최근의 움직임은, 러시아와 여타 지역 강
대국들이 서구 리더십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재가 지역적 단
위에서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통합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21)
결론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논의에 기초해본다면, 최근 EEU에 대한 우리의
20) A. P. Tsygankov(2003)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6, № 1,
pp. 101-127.
21) Krickovic(2014), 513.

관찰은 좀 더 세밀함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서구의 선진화된 시
장과의 통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지만, 서구 시장이 경제침체와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한 이상 매력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수출
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향에서 탈피하기 위해
서는 탈출구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지역통합이 바로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통합이 더 큰 글로벌시장으로 편입하려는 지역강대
국의 노력과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세계경제로의 편입

이 러시아의 미래 번영과 복지로 나가는 좋은 경로이기는 하지만, 더 강력한
위상에서 세계경제로 편입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
역통합이 역내 강대국의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더 넓은 초지역적, 글로벌
통합 과정에 합류하려고 할 때 더 좋은 조건을 협상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3. 러시아 경제공간의 해체와 재통합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앞서 검토한 EEU 출범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
제는 현재의 유라시아 지역통합이 EU, NAFTA, APEC, ASEAN 등과 같은 여
타의 지역통합체와 다른 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EEU의 출범에
는 EU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들이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단순한
개체의 통합 운동이 아니라 단일한 주체가 해체된 뒤 다시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건 과정이라는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소련’이라는 경제공간이 남긴 물질적·정신적 유산,
그리고 그것의 해체가 가져온 사회적·경제적 파장과 이에 대한 인식, 지역통합
의 불가피성을 규정짓는 현재의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22)
이미 존재했던 ‘통합’이 해체된 뒤 다시 ‘재통합’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다
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 EEU 출범의 배경과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22) 성원용(2015a)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과와 한계: EU와의 비교｣, 한양대학교 아
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55쪽.

서는 ‘소련이란 무엇이었는가?’, ‘소련의 해체(또는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등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만 현실의 지역
통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또한 그것이 전제되어야
만 EEU를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의 정립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능해지
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것이지만, ‘소련’은 우리가 예상했던 속
도보다 더 빨리,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순탄하고’, ‘부드럽게’ 해체의
과정에 들어섰다.23) 지금 소련의 몰락·붕괴·해체는 나름대로의 주객관적 상황
과 원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24)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
의해 초래된 측면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해체란 주관적 상황, 특히 공화국 단위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및 분리주의 세
력에 의해 가열된 측면이 강하고, 정치권력 장악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쓴 공화국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책략의 산물이기도 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련의 과도한 중앙집중화와 관료주의화에 있
었다. 이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련이라는 사회경제정치체제
모델, 즉 연방주의가 아닌 중앙집권적 단일국가(unitary state)의 모델은 영원
23) 1917년 사회주의 혁명 및 이후 소련체제의 등장 과정과 비교한다면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또는 붕괴)’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사회적 대격변을 동반하지 않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24) 여기에서 ‘소련’의 몰락과 붕괴를 가져온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유는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계기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소
련이란 무엇이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실제로 가치법칙이 소련에서 어떻게 작
동하고 관철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공
통의 계획에 따라 규제되고 단일한 세계경제의 창출로 나아가는, 사회주의 주권국
가들의 국제분업체제로서 세계사회주의 경제체제(world socialist economic system)
에 대한 성격 규명을 요구한다. 셋째, 세계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소련’이
라는 일국적 단위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공화국간 관계가 과연 평등, 독립, 상호
원조와 협력, 계획의 수립과 조정에서의 일치, 경제발전의 균등화 원칙 등에서 얼
마나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 붕
괴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 В. Дашичев(2014) “Как и почему
был разруше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знания, № 2, http://www.imepi-eurasia.ru/baner/
Dashichev_2014_2.pdf(검색일: 2015.05.20).

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앙에서 이탈하려는 공화국의 원심력
적 경향을 가속화하고 단일경제공간의 파괴를 재촉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국가권력의 약화였다. 그런 의미에서 랴자노프(В. Т. Рязанов)가 말한 것처럼, “경
제적 원인이 아니라, 주로 정치적 요인과 파괴적인 정치 세력이 당시의 국가
성(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과 단일경제(единое хозяйство)를 해체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 판명된 바와 같이,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전통에 의해 정비
되고, 견고하며, 확고해진 것으로 여겨졌던 민족간 관계는 어찌되었든 정치
투쟁에서 해체를 강조하는 파괴적인 경향과 세력의 압박 하에서 너무나 나약
한 것이었다.”25) 유라시아의 단일한 경제공간은 해체되었다. 새로운 국경과
무역장벽이 생겼으며, 가치사슬은 단절되었고 재생산체계는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그러한 ‘연방’ 국가의 해체가 낳은 결과는 무엇이었나?26) 논의를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보자. CIS로 표현되는 구소련 공화국의 거시경
제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94년 GDP는 1991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는
39% 하락했고, 자본투자는 59%나 감소했다.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인플레
이션 현상은 매우 뚜렷했다. 1991~94년간 CIS의 소비자물가는 1,604배나 증가
했다. 이 시기 주민들의 화폐소득은 평균 434배나 증가했지만, 개별 국가간 현
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와 타지키스탄이 각각 20배, 33
배 증가했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각각 435배, 1,734배 증가했다. 이처럼 소
비자가격 변화와 함께 뒤따른 소득의 차등적인 증가는 공화국간 생활수준의
현저한 격차를 낳고 말았다.27) 과거 소련에서도 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균등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28) 소련 붕괴와 함께 시작된 개별
25) В. Т. Рязанов(1996)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в СНГ: предпосылки,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блемы”, в кн. В. Т. Рязанов(ред.)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странах
СНГ,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етербур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5-6.
26) 소련 해체가 낳은 총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Т. В. Карпенкова(2013)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мире, вызванные распадом СССР”, Известия Т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Вып. 4, http://cyb
erleninka.ru/article/n/kardinalnye-izmeneniya-v-mire-vyzvannye-raspadom-sssr(검색일: 20
15.09.20).
27) Рязанов(1996), 7.
28) 일반적으로 소련이 각 공화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키고 균형발전을 지향했
던 것처럼 보이지만, 후기에 갈수록 실상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집중했다. 공화국간 불균등한 자원부존과 인구증가율의 현저한 지역간

국가들의 시장개혁은 그 유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사태를 낳고 말았다.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도 구소련 공화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기
는 했지만, 소련의 해체 그 자체는 이 지역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
인 원인 중 하나였다. 경제네트워크와 상호 협력 체계를 인위적으로 해체함으
로써 소련이라는 단일경제공간은 분할·고립되었고,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국경과 세관 등 추가적인 장벽이 발생했다.
논자들에 따라 조금씩 그 평가는 틀리지만, 과거 소련 지역 국가들의 생산감
소의 1/3~1/2은 바로 소련 해체의 직접적인 타격에 따른 결과로 평가되며, 또
한 1/5은 코메콘(COMECON) 체제, 즉 공산권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의 해체에 따른 결과였다.29)
만일 우리가 ‘소련’을 제국의 논리적 구조에 놓고 검토한다면, 과연 누가
착취자이고 또 누가 수혜자인지를 명확하게 논증하기는 어렵다.30) 사실
CMEA의 메커니즘은 관련된 모든 당사국을 실패자(loser)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중심’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소
격차는 경제발전 격차를 확대했고, 결국에서는 경제공간의 해체를 낳았다. 김영진
(2013) ｢소비에트 구성공화국간 경제발전의 격차와 의미: 1971~1990년을 중심으
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소련제국의
민족과 경제관계, 민속원, 265-301쪽. 각 공화국 간 부문별 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김상원(2013) ｢소비에트 분배 및 생산 메커니즘과 지역 간
격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소련제국
의 민족과 경제관계, 민속원, 342-350쪽.
29) Рязанов(1996), 8.
30) ‘제국’의 관점에서 소련 사회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Э. Морен(1995) О природе СССР: Тоталитарный комплекс и новая империя, М.: Наука для общества,
РГГУ. 강봉구는 ‘소련제국’을 분석하면서 과연 ‘소련은 누구의 제국이었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소련을 ‘러시아인들의 제국(a Russian empire)’
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갈등의 한 축은 러시아민족이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소비에트 정권이었다. “소련은 러시아민족의 이익과 정체성
이 아니라 소련공산당 중앙과 연방정부의 고위 지도자들 그리고 주요 경제·산업·
기업단위 고위 관리자들의 특권과 복리에 복무한 제국이었다.” 강봉구(2013) ｢소
련제국의 정체성과 민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
단 엮음, 소련제국의 민족과 경제관계, 민속원, 38쪽.
31) 예를 들어 과거 소련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군사안보적, 지정학
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경제 원조 공여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북한은 소련이 국제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북한에 산업설비와

련의 경우에는 역시 ‘러시아’였다. 소련 시기 유용광물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화국은 오로지 러시아에 불과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
크메니스탄의 경우에 에너지 소비는 85%를 충족시켰고, 우크라이나,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절반인 50%에 불과했다. 벨라루스(10%), 아르메니아
(4%), 몰도바(1%)의 경우는 ‘중심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
로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1991년 러시아의 국민경제에서 이윤은
1,950억 루블이었고, 이를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기계제작 476억 루
블, 농업 272억 루블, 연료에너지복합체 230억 루블, 경공업 196억 루블이었
다. 이를 당시의 국제시세로 전환하면, 총이윤은 2,080억 달러가 되고, 산업
별로는 연료에너지복합체 1,250~1,300억 달러, 기계제작 50~150억 달러가 되
며, 한편, 경공업과 농업은 국제가격으로 전환할 경우에 각각 140~200억 달
러, 20~5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소련 시기 석유·가스 매장량의
3/4이 러시아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채굴된 유용광물자원의 총 평가액은
28~30조 달러가 된다. 결국 이것은 소련 시기 러시아의 에너지, 연료, 원료 등
이 국제시세보다도 낮은 가격대에 유지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공화국
들에서 가공 산업이 작동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
수입은 대부분 석유·가스·금속 등의 수출 대금으로 확보되었고, 이것이 바로
소련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자본축적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구소련 공화국들에게 소련이라는 ‘제국’의 해체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공화
국간 교환체제에서 국제시세에 맞추어진 전형적인 보상-시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주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던 국
민경제에 대한 거대한 보조금이 감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32)
따라서 소련 시기에 마치 ‘중심’으로서 러시아가 ‘주변부’인 여타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이 작동되었다는 일반의 사고는 현실과는 전혀 부
합되지 않는 가공의 사실이며, 오히려 러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
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으로부터는 국제시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헐값에
수십 톤의 금과 비철금속을 가져갔다고 소련과의 불평등한 교역을 비난하기도 했
다. 성원용(2001) ｢북한과 소련의 경제협력｣,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39-285쪽. CMEA 메커니즘과 해체 과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이상준(2013) ｢소련 및 동구권 몰락의 국제정치경제:
CMEA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
음, 소련제국의 민족과 경제관계, 민속원, 355-387쪽.
32) Рязанов(1996), 9-10.

해 엄청난 경제적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러시아에게 소련 ‘제국’의 해체는 위와 같은 ‘희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반대로 여러 측면에서(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만들었다. 우선 ‘제국’의 영토가 축소되었고, 서쪽의 국경이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좀 더 북방국가가 되었다. 발트3국의 독립으로 대양
으로 나갈 수 있는 해운항만을 상실했고, 그 결과 에너지자원 수송로를 우회
함으로써 거대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
다. 또한 접경 지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국경불안, 국경수비, 밀수무역의 감
시 등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유라
시아 경제공간에 과연 재통합을 향한 진자 운동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 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세력들이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유라시아 지역통합은 ‘재통합’의 과정임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련 해체 이후 20여년이 지난 아직까
지도 과거 소련이라는 단일경제공간에서 살았던 ‘역사적 경험’을 선명하게 기
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해체 이후 단기간에 독립적인
경제국가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고통스런 상황
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일경제공간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향수가 재통합
으로 나가는 길을 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재통합을 향한 진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객관
적인 요인들도 존재한다.
우선 과거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유산은 유라시아 지역의 재통합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세기에 걸쳐 단일경제공간에 살았던 경
험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다시 역내 국
가들이 지역통합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33) 관용과 팽창, 다양성의
33) 공동의 역사, 멘탈리티의 유사성, 공동의 문화·문명 코드 등도 통합을 촉진하는 요
소로 언급된다. О. Г. Буховец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исторические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евразий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http://www.eabr.org/general/upload/Bukhovets_
Oleg_Civilizacionno-istoricheskie...pdf.(검색일: 2015.05.20). 여기에서 부호베츠(О. Г.
Буховец)는 유라시아의 지역통합이 1990년대 이 지역에서 전개된 탈소비에트 현
대화의 퇴행, 문명적 퇴화, 제3세계화 등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

복합적 존재로 특징짓는 ‘제국’의 역사적 유산은 그 ‘제국’의 ‘중심’을 늘 인
식하고 있는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러시아의 합당한 세계적 지위를 사고하도
록 하고, 이것이 결국 유라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추구함으로써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보존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유라시아 지역통합이 재통합 과정이라는 말 그 자체에서 드러
나듯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특히 교통·전력·통신
인프라 등은 지금도 이 지역의 기간인프라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고 있고, 따라
서 이들 네트워크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통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34)
과거 소련 시기의 단일경제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오랜 기간 국민경제복합체
범위 내에서 분업적 특화와 협력이 동시에 이뤄졌고, 이것이 결국은 공동의
기계·기술적 연계와 가치사슬의 출현을 가져왔다. 따라서 특별한 비용을 감수
하지 않는 한 이들의 발전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
며, 심지어는 불가능하기도 하다. 현존하는 과학생산잠재력을 소진시킨다는 의
도가 아니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해체된 공화국간 분업 구조의 복원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유라시아 공간에서 생산되는 가공제
품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도 재통합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특
정한 상품군을 제외한다면 현재 서구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라시아의 제품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분간 세계시장으
로 편입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유라시아의 공동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은 이 지
역 국가들의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35)

4. EEU의 경제적 조건과 전망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유라시아 공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통
34) 성원용(2015b) ｢유라시아경제공간의 통합과 인프라개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국내학술대회자료집 유라시아 시대의 동북아 경제와 한반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2015.5.22.
35) Рязанов(1996), 13.

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조기에 그것을 안착시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큰 것처럼 보인다.36)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크라이
나 사태 이후 EEU의 확산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리차드 웨이츠(Richard Weitz)는 푸틴이 현대 세계의 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초국가적 연합체를 건설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
겠다는 EEU 구상은, 그것의 지리적 범위나 기능적 범위를 포함하여 모든 것
들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37) 라이드 스텐디쉬(Reid Standish)
도 2015년 1월 1일부로 출범한 EEU는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가 아니라 쇠락
의 징표이고, 푸틴 대통령이 희망하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러시아의 쇠퇴하는 대외정책의 열망을 증명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38)
과연 EEU는 유라시아의 지역통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EEU의 전망과 관련하여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39) 이
하에서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EEU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떠받치
고 있는 비관론의 논거를 검토해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EEU 출범을 ‘구소련의 부활’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자들은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주창자들이 ‘현실의 실체’로서 경제공동
체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닌데, ‘상상의 공동체’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논거는 경제규
모 측면에서 현재의 EEU가 그러한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EEU라는 경제통합체의 경
36) 여기에는 여러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2005
년부터 시작된 EU의 위기이다. 지역통합의 전형이자 로드맵의 역할을 해왔던 EU
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은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지역통합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새롭게 하도록 했다.
37) Richard Weitz(2015) “After Ukraine, Putin's Eurasian Union Could Be Dead on
Arrival”, World Politics Review, January 6.
38)

Reid Standish(2015) “Putin’s Eurasian dream is over before it began”,
http://foreignpolicy.com/2015/01/06/putins-eurasian-dream-is-over-before-it-began(검색
일: 2015.05.20).

39)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상세한 비교 분석은 김영진(2015: 36-41) 참고.

제규모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전망 자
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재 이들 구성국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회원국 확대와 관련된 비호의적인 환경을 고려해볼 때
미국과 EU에 대항하는 정치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구
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이 구성국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한계로 인식되지만, EEU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거 중 하나는 지역통합체 구성원의 확대 및 내부 결속과 관련하여 회의적
인 시각이 팽배해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한 국가가 다른 구성국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대칭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타 회원국들에게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여타 공화국들이 EEU 회원국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러한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순수한 경제공동체 기능에 국한시키려는 카자흐스
탄, 벨라루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과연 EEU를 안보의 영
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이 향후 지역통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1> EEU의 비대칭적 구조

출처: Nicu Popescu(2014), 16 재인용

다음은 EEU가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얼마나 건실한가의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
는, 구소련 국가들의 교역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
이다. 중국의 부상 및 EU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국가들간 상호 의존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역내 국가들의 대외교역구조에서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제
외하면 EU와 중국이 러시아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구소련 국가들의 교역 구조(2012년)

국가

최대 교역국(러시아 제외)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
(전체 대비 %)

EEU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EU-29%, 우크라이나-8.5%
EU-32%, 중국-23%
EU-29%, 중국-7.6%
여타 구소련 국가
EU-33%, 중국-7%
EU-54%, 우크라이나-15%
EU-28%, 터키-12%, 아제르바이잔-8%
EU-46%, 터키-7.1%
중국-51%, 카자흐스탄-7%, EU-5.5%
중국-36%, 터키-10%
중국-45%, EU-12%, 터키-9%
미국-14%, 중국-12%
출처: Nicu Popescu(2014), 12

러시아-47%
러시아-19%
러시아-23%
러시아-21%
러시아-11.8%
러시아-6.7%
러시아-6.3%
러시아-17%
러시아-14%
러시아-6.8%
러시아-9.7%

이처럼 유라시아 경제공간에 위치한 국가들간 교역의 비중이 축소된 현실
은 단순하게 말해 구소련의 단일경제공간이 해체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
될 수도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간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는 전후
방 산업연관체계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발트3국을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의 경우에 2004~2006년 사이에 GDP에서 가
공산업의 비중은 국가별로 7~32% 범위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낮았고, 2006년

기준으로 수출에서 기계 및 설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1~22% 범
위에 불과했다.40) 국가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지표가 낮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구조가 자원 수출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역내교역이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41)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EEU를 주도하는 러시아가 과연 어느 정도나 적극적
으로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국가들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지려 하는지 그 경
제적 유인을 살펴보자. 이러한 측면에서도 EEU는 EEC와도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1956년 서독의 대 EEC 회원국 수출은 전체의 29.4%를 차
지한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EU와 APEC 국가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대신 CIS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총교역구조에서 CIS의 비중은
1990년대 초에 대략 60%에서 2000년에는 19%로 하락했고, 글로벌 경제위기
가 발생한 2008년에는 14.9%까지 추락했다가 이듬해에 14.6%를 유지하게 되
었다.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에서 CIS의 비중은 각각 15%, 13.7%를 유지하고
있고, CIS 중 EurAsEC 구성국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와의 교역은 러시아 전체교역의 8%를 넘지 않는다.42) 결국 위의 결과를
놓고 보면 EEU의 ‘중심국’인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 통합을 강화해야 할 경
제적 동기나 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따라서 러시아
가 ‘조급하게’ EEU 출범에 나서게 된 것도 실은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40) С. Жуков и О. Резникова(2007) “Экономические взаимосвязи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 8, С. 95의 Таблица 1. 참고.
41) 전체 무역대비 자원수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를 넘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95%), 카자흐스탄(76%), 러시아(66%), 투르크메니스탄(71%) 등 총 4개국이다. 이
상준(2015)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원심력과 구심력: 무역과 투자｣, 한양대학교 아
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89쪽, <표 3-2> 참고.
42) Л. Косикова(2010)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постсоветском регионе”,
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журнал, № 1, С. 40.

5. 결론
이 글은 EEU 출범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관점과 시선, 즉 EEU를 물
적·객관적 조건이 미숙한 상태에서 경제적 동기보다는 공간을 지배하고 정치
적 의지를 투사하기 위한 지전략으로 선택되었다는 입장과 반대로 EEU 출
범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특별한 시대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하면서도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을 비교 분석했다.
본론에서 검토한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서방의 일각에서 EEU 출범을 ‘소련
제국의 부활’을 기획하는 푸틴의 책략이라고 논평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시
각에 불과하다. EEU는 푸틴이라는 정치 지도자 일인의 즉흥적인 선택, 또는
강대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엘리트와 대중들의 소련 제국에 대한 향수가
투영되어 나타난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주객관적 상황에 의해 추동된 지난
20년간의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연장이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EEU의 기능적 범주를 순수한 경제통합에만 국한시켜 바
라보려는 태도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본질을 간파하는 데 장애만 될 뿐이다.
현재 EEU 통합 운동의 ‘중심’에는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 ‘중심적 역할’을 마치 과거 ‘제국’의 속성과
일치시켜서 바라보는 일련의 입장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분석하는 EEU란 갑자기 등장한 지역통합체가 아니며, 소
련 해체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과정의 자연스
러운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EEU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과정은 지역경제통합체 구축이라는 탈냉전시대 지역주의의 발로이자, 소련
해체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재통합 역진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EEU의 비대칭적 구조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가 통합운동의 ‘중심’
에 위치해 있는 한, 러시아는 여타 회원국들에 대한 물적 지원을 감수하면서
라도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계속 발휘할 것이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
는 능력 자체의 지속 여부는 계속 의문으로 남겠지만, 우리에게는 ‘제국’의
부활 그 자체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제국’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전체의 과
정을 엄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유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개별국가들의 역내시장 의존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지역통합으로 나
가기 위한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EU 회원
국간 상품교역에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낮은 집중도는 지역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EEU라는
경제통합체 구축을 주도하려고 하는 데는 단순한 교역의 확대를 넘어 미
국·EU 등 서방의 동진에 맞서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지전략적 지배권을 유
지·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EU 출범이
란 사실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
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상당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EEU 출범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시기의 익숙한 단일경제공간으로 회귀하려는 향수에서 비롯되는 것
이 아니다. 외형상 러시아로 하여금 EEU를 출범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희박
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을 향한 공세적인 노력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을 상
실한 무모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러시아의 전체 수출구조
에서 연료, 에너지 등 원자재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계류 등 제조업
품목은 매우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 CIS권과의 수출은 기계류 등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게 유라시아 경제공간의
교역장벽 제거는 러시아 제조업제품의 상대적 수출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자 경제 다각화를 달성하는 토대 구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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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integration and Reintegration of Eurasian Economic Space:
An Analysis of View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Sung, Weon Yong*
Today the West considers that the Eurasian Economic Union(EEU) is not
economic integration body driven by economic rationality but the product of
political project driven by Russia’s geostrategic interest under immature
unfavorable economic and material conditions. However, it seems to be
self-centered point of view that the West regards the EEU a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political intrigue to want ‘Back in the USSR’. The
EEU is really not the result of ‘Soviet nostalgia’ of Russian elites and
people’s dream of Russia’s resurrection as a strong state. This paper argues
that the EEU is nothing less than a continuation of Eurasian regional
integration process for the past 20 years and one of the urgent strategic
options

available

to

respond

to

the

newly

developed

geopolitical

circumstances. The reintegration process in the Eurasian economic space
represented by the EEU should be considered a manifestation of regionalism
in the Post-Cold War World to buil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ody, and
natural reintegration - ‘countermarch’ to overcom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dissolution of the U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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