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Series

서울 강북구 4.19 길 275 (142-728)   Tel. 02-900-4300 / 901-2529   www.kinu.or.kr

    

CO 08-36

한·러 정상합의와 남북협력

조 한 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9일 한·러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

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협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양국정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

으며, 외교당국 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및 국방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증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우주분야 협

력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 경제 분야 협력의 대폭 확대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의 

도출은 그동안 한·러관계 발전의 경험과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메드베데프 정부 간에 실용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4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한반도문제에 대해 주변부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에 비해 유럽외교를 중시하는 러시아의 전통적 대

외정책과 소련해체 및 체제전환으로 인한 국력 약화라는 러시아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 前대통령의 집권과 아울러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

해왔고 메드베데프 체제는 이를 계승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는 매우 현실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차원을 우선하

는 서양외교에 비해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

용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자국의 국익에 유리

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횡단철도

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공동사업 추진과 남북 간 정치, 경제, 인도적 접촉의 지속,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소이전이

라도 남북경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

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들도 남북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대통령이 제안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新실크로

드건설안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없이는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대 

新실크로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과 한

국 기술력의 연계, 그리고 한·러협력을 통한 연해주의 녹색혁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북한지역의 통과가 필수적이며, 에너지와 연해주 농업 개발의 경우도 북한의 참여 및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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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자 한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

히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적극적

으로 견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러시아는 잃을 것 보다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의 본질은 실리추구이며,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합의의 실현과정이 북한의 경제위기 해소와 정상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

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