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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1를 통해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을 규정한 UN 헌장 7장 51조2, 2월 22일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상원의 동의3와 상·하원에 의해 비준된 ‘러시아

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4 및 ‘러시아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5의 이행에 따라 특별 군사 작전 수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그 목적은 8년간 키예프 정권 측의 모욕과 집단학살(genocide)에 노

출된 사람들의 보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demilitarization)와 비나치화(denazification), 그리고 러시아 국민을 포함한 민간인을 대

상으로 수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계획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점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 이를 예측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침공 이후 전문

가들은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합리성의 결과로 받아들이거나, 예

측 실패를 변명하면서 비합리성의 결과로 규정했다. 칸시안(Mark F. Cancian) CSIS 국제 

안보 프로그램 선임고문은 러시아의 침공 배후에 있는 핵심 가정들은 잘못된 것으로 판

명되었지만 확실한 전쟁 전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침공 직

전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 푸틴을 고립된, 

망상에 빠진, 또는 병든 자로 묘사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비합리성의 이러한 내러티브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묘사는 결함이 있고 비합리적인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침공을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안이 되

                                           
1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2 “United Nations Charter, Chap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chapter-7 
3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дал соглас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Ф за пределами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council.gov.ru/events/news/133443/ 
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02.2022 г. № 15-ФЗ,” http://kremlin.ru/acts/bank/47571 
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02.2022 г. № 16-ФЗ,” http://kremlin.ru/acts/bank/47570 



5 

 

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푸틴의 침공은 비도덕적이었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았다.”라

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제한적 

합리성의 세계에서 신념체계에 따라 ‘확실한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한 선택적 인지의 결

과로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전개와 전망을 분

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것이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는 데 있다. 

 

그림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6 

 

 

                                           
6 “Russia-Ukraine war by the numbers: Live Tracker,”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8/russia-ukraine-crisis-in-maps-and-charts-live-news-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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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1. 미·러 갈등과 세계질서 주도권 경쟁 

 

가. ‘얄타 트라우마’와 ‘몰타 트라우마’ 

1989년 12월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과 소련의 

양대 영향권으로 나눈 얄타 체제의 해체, 이른바 ‘냉전의 종언’을 선언했다. 하지만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구상은 전혀 달랐다. 모스크바는 고르바초

프의 ‘신사고(New Thinking)’에 따라 ‘냉전의 종언’을 선언한 주체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건설적 파트너십 실현을 꿈꾸었다. 따라서 몰타회담 이후 소련은 독일 

통일을 인정하고, 사회주의권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해체했으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의 생각은 달랐다. 소련의 패배

로 냉전이 끝났다고 보는 미국은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소련과 공유해야 할 어

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베를린 장벽 너머로 자신의 가치와 제도의 확

산을 시도하면서, 자신 외에 그 어떠한 다른 패권국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7  따라서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해체가 아닌 확대

의 길을 선택했고, 과거 사회주의권에 속했던 국가들, 심지어 과거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

었던 발트 3국까지 NATO의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NATO의 새로운 회원국이 

차례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영향권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동쪽 국경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면서 이러한 

통합과정에 포함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영향권을 유지하면서 통합과정을 저지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자신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탈냉전기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없고, 미국

을 비롯한 서방의 통합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러시아는 탈소

비에트 지역통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8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서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탈냉전기 러시아에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얄타 트라우마’

를 가지고 있다. 반면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은 1989년 12월 몰타회담 이후 진행된 탈냉

전의 결과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몰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양

보는 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순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타 트라우마’는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이른바 ‘신수정주의(Neo-Revisionism)’로 구체

화했다. 그 결과 탈냉전기 30여 년간 몇 차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거

의 항상 갈등 관계를 유지했다. 1980년대 말에는 소련, 2000년 9·11 사태 직후에는 러시

아, 그리고 2009년에는 ‘재설정’ 정책을 통해 미국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협

력은 번번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갈등만 고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냉전의 종언’을 선언하던 바로 그 순간,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던 냉전 이후 

자신의 역할과 협력의 방식에 대한 다른 이해, 다시 말해 세계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구

상에서 찾을 수 있다. 

나. NATO 확대 

미국은 1949년 4월 북미 및 서유럽 국가들과 NATO, 1955년 5월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

과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을 결성했고, 이 두 군사동맹은 과거 냉전기 대결 구

                                           
7 제성훈,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 권 1 호(2016), 32 쪽. 
8 제성훈,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 권 1 호(2016),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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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1990년 7월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해체되었지만, NATO는 1990

년대 후반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00년대 중반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는 물론, 과거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00년

대 후반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이어서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 마케도니아를 새

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확대되었다.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NATO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합의되었고,9 같은 해 12월 NATO 외무장관들은 두 

나라의 회원자격 조건 충족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NATO는 북대서양조

약 10조10에 입각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표방하면서, 회원국 확대가 어

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평화, 민주주

의, 공동가치로 통합되고 자유로운 유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11 

NATO 확대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BMD) 능력 개발도 본격화되었다. 2010년 11월 리

스본 NATO 정상회의에서 집단방위라는 NATO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BMD 능

력 개발이 결정되었고, 2012년 5월 시카고 NATO 정상회의에서 운용상 중요한 첫 단계

인 잠정적 NATO BMD 능력 확보가 선언되었다.12 또한,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핵심 시설 

배치에 동의하면서 러시아의 국경 인근까지 NATO 군사 인프라의 전진 배치가 기정사실

이 되었다.13 이어서 2016년 7월 바르샤바 NATO 정상회의에서는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NATO 동남부의 인구, 영토,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한 더 강한 능력을 제공

하는 NATO BMD 기본 운용 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확보가 선언되었다.14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NATO 확대에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러시아의 국력, 특히 군사

력과 경제력이 회복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도, 수단도 없었다. 

NATO는 1997년 5월 ‘러시아-NATO 상호관계·협력·안보 기본 협약’15 체결, 2002년 5월 

NATO-러시아 이사회 16  설치 등을 통해 러시아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NATO 확대와 

BMD 능력 개발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안보 우려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림 2. NATO 확대17 

                                           
9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Bucharest on 3 April 2008,”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8443.htm 
10 “The North Atlantic Treaty,”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17120.htm 
11 “Enlargement and Article 10,”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49212.htm 
12 “Ballistic missile defence,”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635.htm 
13 제성훈,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 권 1 호(2016), 44 쪽. 
14 “Ballistic missile defence,”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635.htm 
15 “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NATO and the Russian 

Federation signed in Paris, France,” https://www.nato.int/cps/su/natohq/official_texts_25468.htm 
16 “NATO-Russia Council,”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91.htm 
17 “Russia-Ukraine war by the numbers: Live Tracker,”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8/russia-ukraine-crisis-in-maps-and-charts-live-news-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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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2000년대부터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 

형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전략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분리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

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약화와 다극체제 이행이 필수적이고, 다극체제 형성을 위해서

는 경제력, 군사력 등 종합 국력 증대를 통한 강대국 지위 확보가 전제되어야 했다.18 푸

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약 50일 만인 2000년 6월 28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

(Foreign Policy Concept)’은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이자 강대국으로

서 러시아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며, 그것의 정치적·경제적·지적·정신적 잠재력의 성장

에 필수적인 세계공동체에서 확고하고 권위 있는 지위 보장’을 대외정책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19 이러한 목표는 메드베데프 정부 시기 2008년 7월 15일 승인된 ‘대외

정책개념’과 푸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2013년 2월 12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에

도 거의 그대로 명시되었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대외정책개념’은 ‘오늘날 세계의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

아의 지위 공고화’를 대외정책의 기본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20 

                                           
18 제성훈, “푸틴주의와 한반도 – 2000 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 슬라브학보 35 권 

1 호(2020), 54 쪽. 
19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0.06.28),” 

https://www.ng.ru/world/2000-07-11/1_concept.html 
2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11.30),”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15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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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강대국 지위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탈소

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의 심화·확대이다. 2000년 10월 러시아, 벨라루

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설립, 

2010년 7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출범, 2012년 1월 러시아·벨라루스·카

자흐스탄 단일경제공간 출범과 이를 관리하는 상설기관으로서 2012년 2월 유라시아 경

제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러시아는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탈 소비에트 지역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참여로 회원국 영

토에서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에너지·산업·농업·교통 분

야 등에서 회원국 간 조정된 정책이 실현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 출범했다. 이

어서 1월 2일 아르메니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서 회원국도 5

개로 늘어났다. 이후 EAEU는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했으며, 금융,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을 조성하

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

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역외 무역 확대를 위해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

정 또는 무역·경제협정도 체결되었다.21 

그런데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이었

다. 첫째, 문명적 차원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는 러시아 최초의 국가인 

키예프 공국의 중심지로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공동의 민족적 근원지이고, 특

히 크림반도는 서기 988년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정교(Orthodox) 세례를 받

은 성지(聖地)로 종교적 근원지이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탈소비에트 국가 중 두 번째

로 인구가 많고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통합된 산업·교통·에너

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셋째, 안보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경우, 

이는 러시아와 NATO 간 완충지대 상실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탈소비에트 지

역통합을 위협하는 미국과 NATO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EAEU 회원국, 옵서버, 파트너22 

                                           
21 이창수·제성훈 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77-78 쪽. 
22 “Uzbekistan and Cuba Become Observer Stat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uzbekistan-and-cuba-become-observer-states-of-the-

eurasian-economic-un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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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바스 내전 

가. 분열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9세기 후반~13세기 중반 키예프 공국은 흑해에서 발트해에 이루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

하고 있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을 공동의 국가적 기원으로 인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2월 24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리는 슬라브

인, 세 슬라브 민족이다. 자, 앉아서 미래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자”라고 언급하면서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23 13세기 중반 몽골-타타르의 침입

으로 인해 키예프 공국이 붕괴하면서, 이 지역은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5

세기 후반 킵차크 칸국에 맞서 싸우면서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하는 모스크바 공국은 영

토 확장을 거듭하며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했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은 다른 운명

을 맞이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동남부는 17~18세기에 이미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지만, 서부는 오

랜 기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 폴란드, 루마

니아 등의 일부로 존재했다. 1686년 ‘영구평화조약’에 따라 키예프와 드네프르 강 좌안은 

러시아 제국, 우안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의 영토로 나누어졌고, 이어서 러시아 제국

과 오스만 제국의 전쟁 후 18세기 후반 크림반도와 흑해 연안이 러시아 제국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동남부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서부는 18세기 후반 폴

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의 분할에 따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나누어졌고, 소련-폴란드 전쟁 후 1921년 ‘리가 조약’에 따라 다시 폴란드에 넘어갔다. 

                                           
23  윤성욱·제성훈 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엇갈리는 세계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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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8월 ‘독·소 불가침조약’에 따라 해당 지역이 소련에 반환되면서, 그 상당 부분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인 1919년 3월 독립을 선언하고 1922년 12월 소련 창설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되었다. 1940년에는 1918년 루마니아가 점

령한 베사라비아(Bessarabia) 일부와 북 부코비나(Northern Bukovina), 1948년에는 역시 

루마니아가 차지한 흑해의 즈메이니 섬(Zmiinyi Island)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1954년 2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양도된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오늘날 우크라이

나의 서부 국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찌감치 러시아에 편입되었던 동남부와 오랜 기간 다른 강대국의 지배하에 놓였던 서부

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공산당의 지도적 역할하에 작게는 소련의 

구성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크게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1991년 8월 우크라이나의 독립 선언과 12월 소련 해체로 인해 강력

한 구심력이 사라지자 잠재되어있던 지역 간 정체성 갈등이 표면화되었다.24 우크라이나 

동남부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러시아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교의 영향권에 속한다. 반면, 우크라이

나 서부는 다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한 민족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

크라이나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인정하면

서 정교 예식을 따르는 이른바 ‘우니아트(Uniate)’의 영향권에 속한다.25 이 때문에 동남

부는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서부는 NATO 및 EU 가입을 국가적 과제로 인

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크림반도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여 우크라이나

에서 가장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결국 이러한 지역 간 정체성 갈등은 2013년 말

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4. 우크라이나 영토: 20세기의 국경 변화26 

                                           
24 현승수·제성훈 외,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서울: 통일연구원), 75 쪽. 
25 제성훈, “'오렌지 혁명' 주도세력, 국민 지지 못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0838 
26 “Западная и Восточная Украина: от раскола к геноциду,” https://ria.ru/20220323/raskol-

1779673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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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크라이나 위기’ 

2000년 10월 EAEC 설립과 동시에 단일경제공간의 법적 기반 형성에 관한 작업이 활성

화되자 2003년 초부터 그동안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우크라이나도 참여 의

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2003년 9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대한 협정’이 서명되었다. 하지만 2005년 1월 출범한 친서방 성향

의 유셴코 정부가 자국의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우크라이나는 2007

년부터 EU와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협상을 시작했고, 2008년 2월 

WTO에 가입했으며, 2009년 5월 EU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발전을 위한 ‘동방 파트너십

(Eastern Partnership)’ 참여국이 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참여

는 사실상 어려워졌다.27 또한, 유셴코 정부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반도 주둔 기간 연

장 불가 방침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했고 크림반도에서는 NATO 가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결

국 동남부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2010년 2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부가 출범하

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다. 2010년 4월 양국 정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

급하는 가스를 할인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기

간을 기존 2017년에서 2042년까지 연장해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로 인해 우

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과 친러 세력, 서부와 동남부 간 대립 구도가 심화하기 시작했

                                           
27  이창수·제성훈 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31-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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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참

여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2013년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에 옵서

버로 참여하기로 했으나, 동시에 ‘동방 파트너십’ 차원에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제휴 협정’ 체결도 추진했다.29  그러나 협정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두 차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받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를 잠정 중단

하기로 하면서, 2013년 11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시작되었다. 2014년 2

월 21일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야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정부시위가 더 격화되자, 2월 

22~23일 밤사이에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그 가족을 크림반도

로 탈출시키는 비밀작전이 수행되었다. 30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서방 성향의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중심으로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과도정부

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2014년 3월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선언한 크림 공화국(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병합하고, 2014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내전을 시작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지원했

다. 

다. 돈바스 내전의 전개 

내전이 격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구

성된 3자 접촉그룹 대표들과 돈바스의 두 공화국 대표들이 2014년 9월 5일 ‘3자 접촉그

룹 협의 결과에 관한 의정서(민스크협정-1)’31에 서명하고, 이어서 2014년 9월 19일 ‘3

자 접촉그룹 협의 결과에 관한 의정서 조항 이행에 대한 각서’32에 서명했다. 이러한 합

의가 휴전으로 이어지지 않자, 다시 2015년 2월 1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로 구성된 이른바 ‘노르망디 4국’이 ‘민스크협정 이행에 관한 복합 조치(민스크협정-2)’33

에 합의하고, 3자 접촉그룹 대표들과 돈바스의 두 공화국 대표들이 이에 서명했다. 이러

한 ‘민스크협정’의 골자는 첫째, 휴전 및 중화기 철수와 이에 대한 OSCE의 모니터링·검

증, 둘째, 지방선거 시행 방식과 함께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향후 체제에 관한 대화 

시작, 셋째, 분쟁에 참여한 인사의 기소·처벌을 금지하는 입법 및 시행과 모든 인질·불법 

구금 인사의 석방 및 교환, 넷째,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 이후 분쟁 지역 전체에서 우크라

이나 정부의 국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 회복, 다섯째,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특성을 

고려한 분권화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는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과 이들의 특별지위에 대한 

입법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민스크협정’은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돈바스의 두 공

화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특별지위 보장, 사면, 지방선거 조

                                           
28 현승수·제성훈 외,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서울: 통일연구원), 78-79 쪽. 
29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62-63쪽. 
30  “Путин: Россия вернула Крым, чтобы не бросать население полуострова «под каток 

националистов»,” htt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15/03/10/putin-rossiya-vernula-krim-

chtobi-ne-brosat-naselenie-poluostrova-pod-katok-natsionalistov 
31 “Протокол о результатах консультаций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нтактной группы, Минск, 5 сентября 

2014 г.,” https://www.osce.org/ru/home/123258 
32 “Меморандум об исполнении положений Протокола по итогам консультаций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нтактной группы относительно шаг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имплементацию Мирного плана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П.Порошенко и инициати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Путина,” 

https://www.osce.org/ru/home/123807 
33 “Комплекс мер по выполнению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https://www.osce.org/ru/cio/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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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조항이 이행된 후에 국경에 대한 우크라

이나 정부의 통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방선거 시행과 함

께 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국경에 대한 

통제 회복, 우크라이나 언론 및 정당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

섰다. 휴전 합의 위반이 반복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돈바스의 두 공화국을 지원하면서 우

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우크라이나는 미

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NATO와 군사훈련을 이어갔다. 그 결과 러시아-우

크라이나 국경 그리고 돈바스에서는 수시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교전 격화로 인해 지난 

8년간 1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림 5. 돈바스 내전34 

 

 

I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전망 

 

1. 러시아는 왜 침공을 결정했는가? 

                                           
34  “Ситуація в зоні бойових дій на Донбасі 24 липня – карта,” 

https://www.radiosvoboda.org/a/30744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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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사적 시위’의 목표와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러시아가 자국의 대외정책이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고 주장했으며, UN 안보리의 결의 없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하는 군사적 개입, 특히 이른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의 

실현을 구실로 국제법의 규범을 위반하는 군사적 간섭 및 기타 일방적 개입의 불용을 강

조했기 때문이었다. 35  2021년 12월 중순 러시아가 ‘안전보장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 간 

조약’ 초안36, NATO에 ‘러시아와 NATO 회원국들의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협정’37 초안

을 제시하고 이후 이들과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연이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외교적 해결도 가능해 보였다. 더구나 미

국 및 영국 언론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러시아의 침공 예상일로 지목한 2022년 2

월 16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내년 ‘침공’ 일정을 알려달라. 휴가를 계획했

으면 한다.”라고 언급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38  이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단호한 의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2월 20일로 예정된 벨라루스와

의 군사훈련 종료일에 국경에 배치된 군사력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2월 

24일 오전 6시 이들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 군사 작전’ 수행을 선언했

다. 

애초 ‘군사적 시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안보적 위협인 NATO와 적대관계 청산하는 것이었다. 둘째, 

‘민스크협정’ 이행으로 우크라이나 내 친러 지역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시간이 갈

수록 달성되기 어려워졌다. 첫째, NATO는 ‘문호개방정책’을 고수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핵심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오히려 미국은 침공 예상일을 거듭 지목하면서 러시아의 침

공을 기정사실로 했다. 둘째, 우크라이나도 NATO 가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립화’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침공 시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 및 

NATO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2월 19일 젤렌

스키 대통령은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해 침공 이전에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요청하면서 1994년 12월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영국, 

미국의 안전보장을 명시한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

크라이나는 1994년의 모든 패키지 결정이 의심된다고 간주할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이

다.”라고 언급하면서 핵무기 포기 재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39 셋째, 2월 16일부터 돈바

스에서 교전이 격화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민스크협정’ 이행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표

명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는 친러 지역에 거주하는 약 370만 명의 주민을 여

                                           
35 제성훈·이혜정·김재관,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70-171 쪽. 
36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о гаранти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https://mid.ru/ru/foreign_policy/rso/nato/1790818/ 
37 “Соглашение о мера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https://mid.ru/ru/foreign_policy/rso/nato/1790803/ 
38 “Захарова предложила СМИ США и Британии огласить график "вторжений" России,” 

https://n.tass.ru/politika/13722645 
39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на 58-й Мюнхе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https://www.president.gov.ua/ru/news/vistup-prezidenta-ukrayini-na-58-j-

myunhenskij-konferenciyi-72997(검색일: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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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내전 상태에 남겨두고 철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 과정 

2022년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과 관련한 ‘러시아연

방 안보 회의’40가 진행되었다. 라브로프(Sergey V. Lavrov) 외무장관이 미국 및 NATO

와의 안전보장 협상 경과를 보고하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NATO 가입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작

(Dmitry N. Kozak)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은 ‘민스크협정’ 이행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면서, 

합의사항이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쇼이구(Sergei K. Shoigu) 국

방장관은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경계에 우크라이나군 병력 5만 9,300명이 배치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보유국 지위 회복 언급으로 인해 이미 존재

하는 운반 수단인 ‘Tochka-U’에 탑재한 전술 핵무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

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및 NATO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도 

NATO 가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

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민스크협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면 돈바스를 탈환하기 위한 군

사적 공세 역시 계속될 것이고, 향후 크림반도 탈환까지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강력해지고 급진적 민족주의도 공고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미국 및 NATO와 협상을 계속하여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이는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실패로 인한 리스크도 

작은 방안이었다. 둘째,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서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당시의 판단에 근거하면 이는 성공 가능성은 크지만, 실패로 인한 리스크도 큰 

방안이었다. 물론, 이 선택지에서도 평화유지군 명목을 내세운 돈바스에 대한 제한적 개

입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

도 결국 러시아는 사실상 전면적 침공을 선택했다. 

칸시안(Mark F. Cancian) CSIS 국제 안보 프로그램 선임고문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 배후에는 확실한 전쟁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틀린 것으로 판명된 다섯 

가지 주요 가정이 있었다.41  첫째, 우크라이나는 심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되거나 효

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는 약한 지도자이다. 셋째, 러시아의 군

사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넷째, 우크라이나군은 약하다. 다섯째, 미국과 NATO는 우크라

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느리고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의 판단 오류가 명백히 드러났다. 첫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식을 오판했다. 2014년 초 동남부 지역에서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된 것처럼 침공이 적어도 일부 국민의 지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착각했

다. 둘째, 우크라이나군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러시아군의 군사력은 과대평가했다. 지

                                           
40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5(검색일: 2022.5.25) 
41 Mark F. Cancian, “Putin’s Invasion Was Immoral but Not Irrational,” 

https://www.csis.org/analysis/putins-invasion-was-immoral-not-irrational(검색일: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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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영토 수복을 준비한 우크라이나

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반면,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등에서 승리를 거둔 러시아군의 능력과 전술을 과대평가

했다. 셋째,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 그동안 NATO 확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확보한 대응조치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렸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의 고강도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이 가능해졌

다. 

2. 러시아의 목표와 전쟁의 전개 

가. 러시아의 목표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공식적 목표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와 ‘비나치화(denazification)’이다. 2022년 2월 21일 도네츠

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과 관련한 ‘러시아연방 안보 회의’ 속기록과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2월 22일 이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2월 

24일 ‘특별 군사 작전’ 수행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에 기초할 때,42 여

기서 ‘비군사화’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크림반도 탈환과 돈바스 내전 해결이 불가능하도

록 우크라이나군의 시설 및 장비 파괴와 병력의 무장해제, 러시아 공격을 위한 미국과 

NATO의 ‘교두보’ 역할 중단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2021년 7월 12일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고 ‘러시아인과 우크

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대하여’, 2022년 2월 24일 ‘특별 군사 작전’ 수행을 선언한 푸

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에 기초할 때,43 ‘비나치화’는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

시즘적 정책 중단, 나치 전범에 대한 미화와 네오나치 활동 금지, 권력을 장악한 극우 민

족주의자 제거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질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화와 지도부 교체이

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가 선행되어

야 한다. 지도부 교체는 침공 초기에는 목표가 될 수 있었지만, 키예프 점령을 사실상 포

기하고 평화협상을 통한 종전을 시도하는 경우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로 보인다. 

둘째,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의 두 공화국 주권 인정이다. 2014년 3월 연방 구성 주체

를 명시한 기존 헌법의 65조 1항에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연방시가 포함되었고, 

2020년 7월 개정된 헌법의 67조 2.1항에는 “영토 일부의 양도를 지향하는 행위(인접국

들과 러시아연방의 국경 확정(delimitation), 설정(demarcation), 재설정 제외)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호소는 허용되지 않는다.”44라고 명시되었다. 또한, 2022년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2월 22일 러시아 상·하원은 두 공화국과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비준했다. 

                                           
42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5;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38;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43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12 июля 2021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181;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44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kremlin.ru/acts/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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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크라이나 내 동남부 지역 친러 벨트 복원이다. 여기에는 지리적으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사이에 있는 헤르손 주와 자포로지예 주가 우선 포함되고, 돈바스와 서쪽으로 인

접한 하리코프 주와 드네프르페트롭스크 주, 그리고 크림반도와 몰도바 내 친러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니콜라예프 주와 오데사 주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2000년대부터 대선 및 총선에서 이른바 ‘친러’ 후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초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그림 6. 우크라이나의 지방45 

 

 

나. 전쟁의 전개 

2022년 3월 25일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 군사 작전’ 1단계 주요 임무가 완료되었고, 우

크라이나의 전투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46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 공군과 방공 체계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해군은 사라졌다. 우크라이나 군

사 장비 비축분의 70%가 보관되어있던 무기고들이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군에는 조직

된 예비군이 남아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수리하던 방위산업체 30곳이 공

격을 받았다. 또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의 거의 전체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영토

                                           
45 “File:Ukraine Political Regions.pn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kraine_Political_Regions.png 
46  “День 30-й: задач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операции выполнены, переговоры затягиваются,” 

https://ria.ru/20220325/spetsoperatsiya-1780174839.html 



19 

 

의 절반 이상이 해방되었고, 키예프, 하리코프, 체르니고프, 수미, 니콜라예프가 봉쇄되었

으며, 헤르손 주와 자포로지예 주의 대부분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다. 

이어서 3월 29일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방면과 체르니고프 방면에서 군사 활동을 근

본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방차관인 포민(Alexander V. Fomin) 중장이 발표한 이스탄

불 평화회담 결과에 관한 국방부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 및 비핵지위와 우크라이

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조약 준비에 관한 협상이 실무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오늘 회담 과정에서 논의된 원칙들을 고려하여 러시아 국방부에 의해 상호 신

뢰 제고와 향후 협상 수행 및 궁극적 목표 달성, 위에서 언급한 조약의 합의 및 서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조성의 목적에서 키예프 방면과 체르니고프 방면에서 군사 활동의 

여러 배 축소라는 근본적 결정이 채택되었다.”라고 명시되었다.47 그 결과 북쪽 방면에서 

러시아군 철수가 이루어졌고,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이 돈바스로 집중되었다. 

4월 22일 러시아 중부 군관구(Central Military District) 부사령관인 민네카예프(Rustam 

Minnekaev) 소장은 ‘특별 군사 작전’ 2단계가 이틀 전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면서, 2단계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 확립이며, 이것은 

돈바스에서 크림반도를 향한 육지 회랑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향한 또 하나의 출구 조성

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48 ‘특별 군사 작전’ 2단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이 병력 

손실과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 전투에서 병력 투입을 통한 신속한 장악을 포기하고 투항을 종

용하면서 봉쇄와 폭격을 병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는 돈바스 방면에서 러시아

군의 느린 진격 속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될 수 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러시아군과 돈바스의 두 공화국군은 돈바스 방면에서 루간스크 주

의 거의 전체, 도네츠크 주의 약 60%, 남쪽 방면에서 헤르손 주의 거의 전체, 자포로지

예 주의 약 70%, 니콜라예프 주의 일부, 동쪽 방면에서 하리코프 주의 약 30%를 점령했

다. 이들 지역의 상황을 보면, 먼저 돈바스 방면에서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2월 22일 상·하원이 이들과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을 비준한 바 있다. 따라서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남쪽 방면에서는 헤르손 주와 자포로지예 주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통용되고 있고, 러시아의 연금 및 사회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러시아 TV·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러시아 인터넷 및 통신이 연결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이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민·군 합동 정부는 이미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 병합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지

역 역시 종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반환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다. 평화협상 진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1차(2월 28일), 2차(3월 3일), 3차(3월 7일), 외무장관급

(3월 10일), 비대면, 4차(3월 29일), 대표단장급(4월 22일) 평화협상을 진행했다. 그중 3

월 29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이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47 “МО РФ решило в разы сократить военную активность на киевском и черниг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https://n.tass.ru/armiya-i-opk/14216235 
48 “В Минобороны назвали задачи второго этапа спец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https://n.tass.ru/armiya-i-

opk/14446141?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

r=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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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틀간 계속될 예정이었던 회담이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과 함께 

첫날에 바로 종료되었다. 대통령 보좌관인 메딘스키(Vladimir R. Medinsky) 러시아 측 대

표단장은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동의한 우크라이나 측의 서

면 제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49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돌려받으려는 열망을 포기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받을 안전보장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적 보장 하에 영세중립국을 선언한다. 넷째, 우크라이나는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키예프가 희망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 자세하

게 언급했다.50 첫째, 크림반도와 돈바스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고 평화조약에 크림반도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을 명시하며,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지위에 대한 양자 

협상을 15년간 진행한다. 돈바스 공화국들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양국이 이 15년간 크림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이용하

지 않을 것을 조약에 명시한다(키예프는 여기서 여전히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일련의 국가로부터 명확하고 엄격한 보장의 존

재 하에 비동맹 및 비핵지위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군사·정치

적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국제군사훈련은 보장국

들의 동의 하에만 수행될 수 있다. 넷째, 보장 조약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국민투표

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국, 중국, 미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이 보장국이 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이미 제공했다. 

하지만 이스탄불 평화협상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은 변화했고, 협상은 더 진전되지 

않았다. 5월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채텀하우스(Chatham House)가 주최한 온라인 포럼

에서 종전 협상의 첫 번째 단계는 2월 24일부터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

의 철수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승리’ 개념과 관련하여, “나에게 승리는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우리 사람들을 최대한 구하는 것이다. 1,100만 명을 잃지 않는 것이 승

리가 될 것이다. 국경 너머로 떠난 그 500만 명의 귀환이 승리가 될 것이다. 시작을 위

해서라도 이 끔찍한 전쟁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를 되돌리는 것이 승리가 될 것이

다.”라고 덧붙였다.51 

3. 전망 

가. 시나리오 1: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거부 

시나리오 1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평화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

가 영토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동쪽 방면에서는 하리코프를 포함한 하리코프 주, 남쪽 

방면에서는 우선 자포로지예를 포함한 자포로지예 주, 이어서 니콜라예프 주와 오데사 

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오데사 주까지 점령하면 돈바스~크림반도~트란스

니스트리아 육지 회랑이 건설되고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돈바스 방면

                                           
49 “К чему пришли Москва и Киев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о дворце османских султанов,” 

https://news.mail.ru/card/340/ 
50 “К чему пришли Москва и Киев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о дворце османских султанов,” 

https://news.mail.ru/card/340/ 
51 “Зеленский: первым шагом к остановке войны будет отход России на позиции до 24 февраля,” 

https://www.golosameriki.com/a/zelensky-chatham-house/65608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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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인접한 드네프르페트롭스크 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지역을 점령할 경

우, 우크라이나 동남부 ‘친러 벨트’가 완성된다. 이 경우 평화협상이 재개되면 러시아가 

우위에 서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더 압박하기 위

해 ‘특별 군사 작전’ 2단계로 전환하면서 철수한 북쪽 방면에서 키예프, 체르니고프, 수미

에 대한 재공세를 시작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추가 영토 점령 시도에 맞

서 동쪽 방면에서 하리코프, 남쪽 방면에서 니콜라예프와 오데사, 북쪽 방면에서 키예프, 

체르니고프, 수미 방어에 나설 것이고,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벨고로드 주와 쿠르스크 주

에 대한 공격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효과를 거둔다면,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병력 손실과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키예프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지만, 만일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구금되거나, 서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서방의 지원을 받아 서부를 중심으로 군사적 저항이 조직되고 러시아의 점령지

역에서 사보타주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키예프를 점령한 러시아는 친러 과도정부를 조

직하고 협상을 통해 비무장 중립화 개헌, 영토 포기, 러시아군의 점령지역 장기 주둔 등

을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서방은 협상 결과를 최소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고, 대러 경제제재를 철회할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만일 키

예프 점령에 실패한다면, 역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다. 

 

나. 시나리오 2: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실패 

시나리오 2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전선이 고착화하는 경우

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동쪽 방면에서 하리코프 주, 돈바스 방면에서 반격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남쪽 방면에서는 러시아의 추가 영토 점령 저지에 나설 것이다. 또

한,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벨고로드 주와 쿠르스크 주에 대한 공격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

만 서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장기화에 접어들 것이

다. 평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상대적 우위에 서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다. 시나리오 3: 평화협상 타결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 또는 시나리오 2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서 평화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이다.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조약에 첫

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화 개헌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강대국 안전보장, 둘째, 크림

반도 병합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 헤르손 주 및 

자포로지예 주 병합 인정 등 영토 포기, 셋째, 러시아군의 점령지역 장기 주둔, 넷째, 서

방의 대러 경제제재 철회 요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조약에 첫째, 우크라이나의 무장 중립화 개헌과 러시아를 배제한 강대

국 안전보장, 둘째, 크림반도 병합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

립 묵인 등 사실상의 주권 상실 인정, 셋째, 러시아군의 기타 점령지역 반환 및 철수 등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라. 시나리오 4: 확전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1 또는 시나리오 2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다른 국가가 공

식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는 서방의 무기 수송 수단 또는 서방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될 수 있고, 이에 대해 NATO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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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2차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70여 년 만에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시나리오 5: 전쟁의 장기화 

시나리오 5는 시나리오 1 또는 시나리오 2가 시나리오 3 또는 시나리오 4로 이어지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

다. 전선에서는 병력 손실이 증가하고, 보급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전비 부

담 증가와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

는 반전 여론 확산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러시

아가 전쟁의 장기화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평화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력한 무

기를 사용하거나 많은 병력 손실과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는 극단적 전술을 구사할 가능

성도 있다. 

 

IV.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1.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가. ‘신냉전’ 구조의 형성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월 16일 ‘이즈베스티야’에 게재한 기고 ‘러시아는 집중하고 있다 

– 우리가 대응해야 할 도전들’52에서 “‘단극성’ 현상을 포함하여, 소련 붕괴 이후 20년 동

안 성립되었던 체제의 종언이 명백해졌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의 세계를 “이전의 단일

한 ‘힘의 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지만,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

들은 아직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질서가 단극체제

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이행기에 진입했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었다. 

실제로 탈냉전기 30여 년간 세계질서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주요 강대국 주도의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단일 패권체제에 맞

서 주요 강대국이 수행한 최초의 군사적 도전이자 그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한 축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

국을 한 축으로 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나. 국제규범의 혼란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념’53은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와 관련

해 “러시아는 일관되게 국제관계의 법적 기초 강화를 지지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라면서,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이익을 위해 실현되는,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불사용, 국제적 논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의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의 존중, 민족자결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규범 및 원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 시

도’ 등에 대항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2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https://iz.ru/news/511884 
5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11.30),”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15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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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30여 년간 국제규범은 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의 잦은 위반에도 불구

하고 군사적 수단에 의한 갈등 해결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적어도 주요 강대국 간에

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본질이 미·러 갈등과 패권 전략의 충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 침공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그러한 갈등과 충돌의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향후 갈등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

는 이른바 ‘야만의 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 기반 약화 가속화 

전문가 다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트럼프 정부 시기 이완되었던 미국 주도의 

동맹, 특히 NATO를 강화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또한,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무기와 에

너지 자원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장기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히려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 기반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 세

계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정치적 패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안보 공약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러시아와 최소한의 타협도 시도하지 않았

다. 러시아를 전쟁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희생한 것이 명백해지면서, 미국

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참여와 우

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요하고, ‘국제정치의 이념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을 줄 

세우기 바빴다. 그리고 이는 유럽 국가들의 분열과 독일,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재무장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달러 표시 자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 기반이 침식하고 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러 표시 자산의 이용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외환보유고에

서 달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역대금 결제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대안적인 은행 간 국제금융거래 결제

망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독점적 영

향력이 약화하고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첫째,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북방 삼각(북·중·러)과 남방 삼각(한·미·일) 간 대립 구도의 약화

를 추구했는데, 이것이 수포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이 대립 구도는 더 심화할 것이고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더 줄어들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신

경을 쓸 여력도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도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립 구

도 하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셋째, 이른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균형외교론’이 힘을 잃고 ‘동맹

강화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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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논리 간 균형이 중요한데, ‘동맹강화론’에 지나치게 힘이 실리면 안

보 딜레마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나.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러시아와 육지국경을 접한 나라는 총 14개국인데, 그중 이번 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

크라이나, 한국으로 총 8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당사국인 우크

라이나, EU 회원국이자 최근 NATO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면 모

두 NATO 회원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육지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에 무기 지원까지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다. 한국이 캐나다나 호주처럼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면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국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관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여지도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에서 압박이 심해지면 아시아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향후 더 

적극적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미국과 강한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장기적으로 근

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러시

아가 대러 제재 참여국을 모두 ‘비우호국가’로 규정하고 비자 간소화 조치를 중단하면서

도 한국을 예외로 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 인해 섣

불리 움직이기 어렵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

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전쟁 전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을 통해 상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탈소비에트 국가들 역시 러시아로부터 이른바 ‘우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

었다. 특히, 2013년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역, 

투자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높은 경제적 상

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은 일어났다. 이번 경우에는 물론 러시아와 경제협력 

수준이 낮은 미국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아무

리 크더라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해보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안보 딜레마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과장된 수사를 사용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로 해석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치 지도자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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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I. 엄구호 박사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1. 총평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현재 상황과 전망,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치밀하고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음. 많은 연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음. 

다만 한반도의 시사점 설명에서 경제적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강대국들이 지정학 

경쟁에서 자원을 경제적 레버리지로 하고 있기 때문임. 

2. 세부 논평 

전쟁의 배경 

1) 전쟁의 배경에 미러 갈등이 주요 배경인 것 맞지만 얄타 트라우마나 몰타 트라우

마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 먼 원인이며 미러관계가 특히 나빠진 오바마 2기, 그리

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정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마그니츠키 법

안을 포함한 여러 대러 법안들 그리고 2014년 이후의 대러제재, 트럼프 시기의 

민주당의 대러 강경 자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또한 유로마이단 이후 포로셴코 행정부와 젤렌스키 행정부의 대러 및 대미 입장

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젤렌스키 행정부의 민스크 협정 재개정 요구, 미국

과의 비나토 동맹 파트너십 체결 등이 포로셴코 행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탈소비에트보다는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  

전쟁의 전개 

1) 전망 시나리오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푸틴의 실패 또는 실각이라는 시나리

오도 가능해 보임.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면 가능성의 순서도 제시해

주면 좋을 것임.  

2) 애초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으로 전쟁의 결말은 매우 불확실해

졌다.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지역의 점령이 

종전의 최소 조건인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쟁의 지속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과 크림 반도의 육상 통

로인 헤르손과 마리우폴을 잇는 소위 ‘노보 로시야’ 지역 점령 후 우크라이나 영

토 분할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이 시점에서 국제협상을 원하겠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향후 난민 문제로 미국에게 

협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국제협상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타결 전망은 부정

적이다. 국제협상이 결렬된다면 영토를 빼앗긴 우크라이나도 강력한 대러 제재 

지속에 불만일 수밖에 없는 러시아도 전쟁을 종료하기는 어렵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이 건강 문제나 국내 반전 여론으로 실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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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의 전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디고 지속

될 수 있는 가이다.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가능성,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

지, 중국의 경제적도움 등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다.  

■ 디폴트 일어날 가능성은 반반 

- 바이든 행정부는 5월 24일 기한이 만료된 후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러시아 채권 

지급을 완전히 차단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를 한 세기 만에 처음으

로 해외 디폴트에 빠뜨릴 수 있다.OFAC 면제:일반 라이선스 9A는 “미국인이 2022

년 5월 25일 오전 12시(동부 일광 시간)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 국부 기

금 및 러시아 재무부의 부채 또는 자본에 대한 이자, 배당금 또는 만기 지급금을 받

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이후 미국인이 계속해서 이러한 지

급을 받으려면 특정 면허가 필요 

-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빚진 거의 200억 달

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채무 불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송금이 차단될 경우 루블로 

지불하겠다고 천명 

-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부채를 갚도록 허용하면 금고가 더 고갈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기와 군사 작전에 쓰일 자원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사적으로 주장 

- 러시아 국가 부채는 매우 낮고 여전히 자원이 있고 약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따라서 계속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나 디폴트가 되면 

러시아 민간기업의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임(민간부채 약 1300억달러) 

■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 어려울 것 

-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2/3이상 줄이겠다고 발표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500억~600억m3 조달해야--> 사실상 불가

능 

-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은 어느 나라로도 

대체 불가능 

- 러시아 노박 부총리: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시 유가 300달러로 급증할 

것 

■ 러시아 경제 대책 나름 성공적 

- 전쟁 후 러시아는 수입대체와 국내산업구조조정 정책가속화 전망 

- 탈달러화 본격화 

- 가스가격 루블 지불 (3월 30일 러시아 하원의장 비료 곡물 석유 석탄 철강 목재 

등 루블로 수출 제안, 메드베데프 지역통화시대)  

- 국내시장 보호와 고용유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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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화와 유연성 보장 

- EAEU 공동 노력 

- 상품 병행수입 허용(브랜드 소유자의 직접적 허가 없이 상품 수입, 현재는 권리자 

또는 공식 딜러만 수입 가능, 자동차 및 전자 부품 등 영향 예상, 중소기업, 개인 기

업 기회 확대, 전자상거래에서도 벤더들에게 허용) (활용방안 강구) 

■ 중국은 러시아 경제 위기의 탈출구? 

- 금년 중러교역 증가율 12%(중국교역증가율 7.75%보다 높음. 그러나 전쟁이후 3

월 증가율 12.76%는 2월 증가율 25.7보다는 낮음, 2021년 중러교역 성장률은 36%) 

중국의 4월 러시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 그러나 대러 수출액은 25.9%감

소 

- 금융협력은 가속화 (Union Pay-Mir, CIPS-SPFP)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 2021년 13.1%(2017년 6월 0.1%), 달

러 비중은 같은 기간 45.3%에서 16.4%로 떨어짐 

지난 20년 동안 미국 달러가 금에 대한 가치를 80% 잃음 (러시아는 1그램에 5천 

루블 금본위제) 

- 에너지 협력 증가에는 한계 (현재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비중 15.5%, 시베리

아의 힘2 2024년 완공).  

4)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가가 향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일 것임.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준 가장 큰 타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

범국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나름 소프트파워 구축에 노력해 온 러시아로서는 

큰 손실이며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진영화하고 있다. G20 중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와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10:10이다.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 수가 

세계 절반을 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미국은 아시아와 유

럽에 두 개의 전장을 갖게 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의 압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대중 의존성도 커져 중국의 경제력과 러시아의 국방력이 

결합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도 가능해질 수 있다. 전통적인 대러 우호국이며 쿼드 일

원인 인도가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 편중적 중립 입장을 취한 것도 미국

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불분명했던 BRICS가 러시아 지지 입장을 

보인 것도 향후 냉전 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선결조건은 물론 이번 전쟁의 평화

적 협상타결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이 전

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화적 입장을 갖

기 어렵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정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도 돈바스를 포기하는 협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민족주의 정서가 폭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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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도 돈바스를 포기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에 국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돌아올 가

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무한정 러시아를 압박하기는 어렵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필두

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있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명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어 서구가 무조건 계속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소멸로 이끌 가능

성도 있다. 천만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유럽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도 인명 피해가 적지 않고 경제적 타격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전쟁을 지속

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모두가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도 사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결국 미국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러중 

밀착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에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양보를 통한 미국

의 협상 주도만이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정책 제언 

1) 가치외교와 경제안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외전략 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는 같은 동슬라브족으로서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의 역사적 모태국가이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과 같은 민족이 대립

하고 있는 남북한의 상황을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한국에 대해 우호적 마음을 갖고 있다. 독립 초기 핵무기

를 포기하는 대신 열강의 안보 보장을 확인한 부다페스트 각서에도 불구하고 국

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지정학적 단층 국가인 한국도 안보

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선과 악의 대

결로 보지 않고 저마다 이유가 상당한 각 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국제관계의 갈등

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잔혹한 장면이 이어지는 뉴

스를 보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악마처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처지에 있

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간, 중러간 상호의존 관

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더욱 드리울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체제

가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한러간 전략적 협력의 공간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신냉전적 국제정치 환경과 스태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의 

국제경제 환경에서 국정을 펼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중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구 민주주의 진영과 소위 수정주의 진영의 대결이 심화되

고 대결의 수단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용되어 공급망도 진영화 된다면 한국 정부

도 일정 수준 가치외교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교 정책 수립에 경제안보 

요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단기적 국익 차원에서는 미중간 균형외교와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수정주의 세력의 부상을 국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국

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용외교에 편중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치외교를 강조

해야 함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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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제협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외교적으로 대러 규탄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

난하고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으로 지정학적 부담을 더는 전략은 꼭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아

시아와의 협력을 유지·강화하여 북방정책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

앙아시아를 통한 우회적 대러 경제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대러 제재의 틀 

속에서라도 민간의 대러 경제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2) 주요 금속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로 대응해야 함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이후 해외자원개발은 크게 위축되었다. 신냉전이 

심 화되면 주요국의 원자재 무기화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장기

적 안목에 서 해외자원개발을 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를 과거 정부의 실패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내공기업의 해외자산을 매각한

다는 방침에 따라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총 4개 자산을 매각했고 한국광해

광업공단이 가진 15개 광산 지분도 처분할 예정이었다. 최근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지만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수립

이 필요하다. 

3) 전쟁위기 동안 한국 기업차원에서 다음 사항 고려할 필요 

1. 러시아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이 나빠지면서 ESG 경영의 차원에서 많은 서

구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외국기업들의 결정을 업종별로 

보면 지분투자 형태인 에너지 기업들은 지분매각을 하고 있고 하이테크 분야 

기업들은 어차피 FDPR 제재와 환리스크 때문에 영업중지나 수출금지를 택하

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도 고정투자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철수

를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규모 영업 팀을 보유한 자동차 및 기술 회사와 

투자 집약적인 제조업체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영구 철수보다는 중단 결

정을 해서 평판도 유지하면서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는 계속 지급하고 있다. 고정설비 투자가 큰 한국 제조업기업들은 완전 철수

나 협력 중단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자 금지를 선언하여 국제 여

론에 대응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의 SWIFT 탈퇴로 한국기업들의 수출입 대금결제에 혼란이 커질 것이

다. 또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한 한-러 쌍방 수출통제로 양국 교역활동은 경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중국 지사를 설립하여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 

거점으로 활용하여 결제도 원화-위안화-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3. 러시아 항구 운항 축소, TSR과 유럽 구간이 중단되면서 물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물류 중개국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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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수출통제 면제국

가이므로 카자흐스탄에 무역지사 및 물류창고를 마련해서 러시아와의 공급망 

연결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II. 주장환 박사 (한신대 중국학과/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1. 총평 

○ 22년 러우 전쟁의 배경, 전개 그리고 전망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을 진행하고 있음 

 발표문이 논문 형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많은 양의 내용이 글에 담

겨 있음 이로 인해, 집중점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음 

 러우 전쟁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고전적 의미에서 상

호 선전 포고에 의한 전쟁이 드문 상황을 감안하면, 선제 공격을 먼저 적시하

는 것은 유의 미하다고 판단됨  

cf: 이라크 전쟁? 미이전쟁?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공? /625전쟁? 북한의 남한에 대한 

침공?남북전쟁? 북남전쟁? 한반도 전쟁?  

○ ‘국가’라는 본질적으로 폭력을 그 주요 요소로 삼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의 행위를,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 

 이런 측면에서 필자의 ‘제한적 합리성’(본인이 이해하기로는 ‘합목적성)’차

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제한적 합리성 함수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셋팅이 진행된다면, 게임이론 차원에서의 분석도 가능해질 것임 

2. 세부 논평 

○ 러우 전쟁의 배경을 ‘미러 갈등과 세계질서 주도권 경쟁’(얄타와 몰타 트라우마, 

NATO의 확대,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돈바스 내전’(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우크라이나 

위기, 돈바스 내전) 등으로 들고 있음  

 일견 내/외부의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요인간의 러우 전쟁과

의 직접 성 내지 연관성 차원에서 다소 큰 차이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병렬하는 것보다, 필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배치

를 시도 하던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 함 

 이 부분은 러우 전쟁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 해당 되기에 또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 고 있는 것이기에 이 점에 착목하여 접근하면 좋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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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의 시나리오 셋팅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독자적인 논문으로도 구성될 수 있을 

정도도 중요하므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함 

 현재 4가지의 시나리오(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우크라이나의 평화협

상 거부,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실패/ 평화협상 타결/ 확전/ 전쟁의 장기

화)는 대칭적 이지도 추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지도 않고 있음 

시나리오 셋팅 시, 직접 이해 당사국/ 역내 상관국/ 국제적 상관국의 차원으로 나 누어 

진행하는 것이, 물론 현실은 그 중간의 어디에 해당되겠지만, 이 사건의 본 질을 파악하

는 데에도 또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ex) 러우 전쟁 시나리오 가장 기본적으로 16가지. 즉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여 부

와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긍 여부를 기본으로 4가지×이에 대한 역내 상관 국의 찬

반 태도 2가지×이에 대한 국제적 상관국의 찬반 태도 2가지= 16가지 

3. 정책 제언 

○ 필자의 전망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은 신냉전 일

수도 ‘초(trans)’ 냉전 일수도 있음 

 직접적으로는 이 전쟁의 결과와 연동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사건 수습 과

정의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결정론적으로 이 사건의 결과를 예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성해야함○ 보수적으로 봐도 종합국력 세계 

10위권의 한국의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구상되어야 함 

- 단순한 이분법적 결과 내지 흐름(신냉전/ 미국과의 관계 강화 Vs 초냉전/ 중러와 

의 관계 강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면 안됨 

 

○ 이런 고려에서 필자가 제기한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함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적 토대인 국가의 외교 행위를 접근

하는 기준이 가치가 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가치를 그 준거 기준으로 제시

한다면, 그 진의에 대해서는 의심해봐야 함 (끝) 

 

 

 

III. 장세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 총평 

 

o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한적 합리성’과 주객관적 환경에 대한 선택

적 인지의 결과로 전제하면서, 동 전쟁의 배경, 전개와 전망,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o 동 전쟁의 배경, 전망,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구성과 형식이 체계적이며, 주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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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그 설명에 있어서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글로 사료됨 

 

2. 세부적 논평 

  

o 본 논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

역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장점 중 하나 

  - 대체로 동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 가운데 해당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많지 않음 

  - 제성훈 교수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과 다극체제 형성이라는 목표의 연계성에 

기초해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해당국

의 이탈 저지를 주요 배경으로 지적 

 

o 8쪽 드네프르 강 좌안과 동안 표기 수정 요망 

 

o 15쪽 2022년 2월 21일 안보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분석적 기여로 평가 

  - 즉, 당시 러시아는 △서구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에 변화가 없고 △우크라

이나의 돈바스와 크림 반도 탈환 시도가 지속될 것이며 △이런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 

  - 이 같은 견해는 푸틴 대통령의 외교책사 겸 대외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세르게이 카

라가노프의 국내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남 

    ※ “지금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몇 년 후에는 러시아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

이다.” 

 

o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몇 가지 변수와 기준에 의해 체계성을 담보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 

  - 이를 테면, △러시아의 돈바스 완전 점령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평화협상 수용 △외

부 세력의 개입과 확전 여부 등 

  - 실제로 시나리오1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쟁의 장기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시나리오5에서 전쟁의 장기화를 제기 

 

3. 정책 제언 

 

o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

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당분간 강대국 경쟁의 강화와 

미/서방 대 중러로 대변되는 대립적 세력권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국제적 차원에서도 안보 지형이 훨씬 더 경직되고, 진영적 대결 구도가 강화될 것임 

  - 그러나 향후 국제질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냉전의 공고화’ 과정을 그대로 

반복할 지는 의문 

  - 냉전 시기에는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대립’의 구조가 명확했으나 현재 영역별 

대립·갈등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 전선의 동기화 수준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 또한 현 국제사회에 냉전기와 달리 그 범위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훨씬 넓고 강력한 

‘중간지대’(hedging middle)가 존재 

  - 이런 점에서 전쟁 종료 이후 양 세력권 간 대립과 갈등의 심화 국면 속에도 국제관

계는 상당한 유동성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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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의 문제를 고려 

  - 적극적·능동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바라보고, 한국(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중하고 정교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 모

색 

-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입지와 이로 인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할 때 한-러, 한-우 양자관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 (끝) 

 

 

 

IV. 정재흥 박사(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총평 

 

❍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배경 설명과 함께 전쟁 발발 이유 등을 

설명해 주고 있음  

 

❍ 현재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다수 서방 보도와 자료

에 근거하여 설명되는 것에 반해 각종 러시아 자료를 포함하여 역사적 배경, 

사실과 지정학적 맥락 등에서 정확한 분석과 문제의 본질을 해석해 주고 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전략경쟁 격

화와 국제질서 대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본인 역시 중국측 자료를 통해 우크라

이나 사태를 보고 있으나 한국과 서방측 보도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분석을 

해주면서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측면이 많았으나 상기 글을 통해 비교적 정확

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 전개 상황과 향후 전

망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2. 세부 총평(질문)  

 

❍ 상기 글을 읽으면서 크게 몇 가지 질문 위주로 세부 총평을 하고자 함 

 

1. 러시아 생각하는 나토(NATO)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은 무엇인

지? 나토의 BMD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보적 

위협 요소가 있는지?  

 

2. 미국과 나토(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전쟁

을 통해 러시아의 내부 분열 혹은 푸틴 정권의 레짐 체인지 인지?  

 

3.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혹은 소모전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과연 러시아가 전술(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지? 이는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점이 클 수 밖에 없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  

 

4.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확전 될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예컨대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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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 여부와 상하이 협력기구(SCO) 유관국들까지 참전하는 방식으로 나타

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5.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신냉전식 대외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이나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3. 분석 및 제언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유럽)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본격화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중심으로 하는 서방(유럽)국가들이 기존 자

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지난 90년대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이후 30여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동맹

(Transatlantic Alliance)인 나토(NATO)를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 미국과 나토 주도의 

동진(东进)정책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짐 

 

-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군사-경제적 부담을 상호 경감하고 러시아의 

군사안보위협 대응차원에서 유럽(독일)의 국방예산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새롭게 나토에 가입함54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유럽(나토) 對 러시아의 전방위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

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55 

 

- 향후 미국은 유럽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들과 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분리하면서 각개 격파식으로 대응하며 미-

유럽(나토)관계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쿼드(Quad) 공고화

를 상호 연계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봉쇄하고 약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추진이 본격화됨  

 

❍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 지점으로 1. 

우크라이나 2. 아프칸 3. 남중국해 4. 대만해협 5. 한반도 5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이를 놓고 미국(서방)과 중국(러시아)사이 제2차 그레이트 게임(second the great 

game)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을 통해 다자주의 국제질서 

변화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함  

                                           
54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2021 년 국방비는 470 억 유로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 년도 독일의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2 배가 넘는 1000 억 유로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함 
55  미국은 2011 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2017 년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2.0 으로 지정학-지경학 대결과 기술, 가치, 이념, 체제 등 전방위적 

방면에서 매우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중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함 



35 

 

-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 맞춰 자국

의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부정하고 의도를 왜곡하며 러시아 제재를 강요한다면 적극 맞대응 할 것이라 

밝힘 

 

- 미국 주도의 단극적 국제질서에서 탈피하여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을 통해 다자주의 국

제질서 변화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열린 중러 정

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인 위협을 끼치는 각종 군사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토 동진 확장과 인도-태평양 전

략인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함 

 

<그림-1> 중러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주요 내용  

 

-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의 동진(東進)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쿼드 확

대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라시아와 역내 지역 영향력 대응 차원에서 긴밀한 전

략적 안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긴밀히 공유함 

 

❍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정치-경제의 안보화 현상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

터 모든 대립 사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요구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위 

안미 경중(安美经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점차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함  

 

-  주요 사례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사드배치와 북핵문

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첨단기술분야(반도체, 5G, 밧데리, 빅 데이터 등) 모든 정

치, 경제 안보 사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과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산업의 빠른 고도화에 따른 한중간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갈수록 축

소되고 있으며 미중전략 경쟁 격화와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인해 한중간 산업 분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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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화가 발생함  

-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굴기 억제와 중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

제 프레임 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공

정한 무역, 공급망 재편, 반부패와 탈세, 부패 방지와 노동자 인권 강화 등을 제시하

며 새로운 역내 경제-안보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한중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

가피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차원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

임 워크를 출범시키면서 미중 간 본격적인 경제-안보 헤게모니 경쟁은 지경학적 리

스크(첨단기술 탈동조화와 공급망 재편 등)뿐만 아니라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대만/

남중국해/한반도문제 등)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한반도 안보 문제 연계 가능성 

 

- 그동안 한국은 줄곧 미중 전략 갈등이나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연대 등에 연루되지 

않으려 적극 노력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오해나 판단의 착오를 야기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짐  

 

-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과 역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의 일반론적인 입

장을 중국이 진영논리로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희망하고는 있으나 미중 전략 경

쟁 격화와 사안별 정치적 인식 차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대북제재 완화와 주고받기식 행동 對 행동 원칙을 토대

로 미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북한의 先 비핵화를 통한 실질적인 행

동과 중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됨  

 

- 한국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희망하나 우크

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전략 경쟁 심화와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상호 인식격차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사드배치 이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오커스) 확대추진,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대중 봉쇄

망으로 인식함 

 

 

- 한국은 대중 포위/압박 성격이 명확한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

며,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안보 동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우크라이

나 사태 이후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각종 안보이슈 등에 있어 대중 안보 피드백이 부족

한 상황에서 한중간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이 나타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으

로 인해 역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한미일 3국안보협력강화, 사드 추가배치, 미

군 전략자산 전개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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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박종수 박사(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1.총평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를 보면서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튜체프의 싯귀 

가 연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푸틴의 침공은 비도덕적이었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았다.”라는 칸시안(Mark F. Cancian) CSIS 선임연구원의 변명도 

납득이 간다. 

제성훈 박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전개와 전망 분석은 객관적이고 

탁월하다.  이번 사태가 미·러 갈등과 세계질서 주도권 경쟁, 단적으로, ‘얄타 트라우마’와 

‘몰타 트라우마’에 연유한다는 지적은 촌철살인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세계질서 재편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견을 첨언코자 

한다. 

 

2. 세부 논평 

 

(1) 세계질서 재편 

 

우선 우크라이나사태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흑백논리에 기초한 저질적 심리전이다. 좀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하이브리드전이다. 온갖 가짜뉴스가 판친다.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진실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이다. 전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전쟁의 

양상을 선과 악으로 단순화해 버린다.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선’이요 침략하는 

러시아는 ‘악’이다. 논리적 귀결은 권선징악이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범지구적 갈라치기 전쟁이다. 나토의 동진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권위주의세력간 대립구도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외형에 불과하다.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미국·EU,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삼각구도다. 인도와 터키는 외교적 중재역할을 자임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체제의 공통 가치보다는 상호 이익에 

따른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다. 즉 동아시아의 미중 경쟁과 유럽의 

나토·러시아 경쟁에서의 ‘안보적 분업’이다. 유엔의 141 개국이 러시아 비난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대러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48 개국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냉전식 

갈라치기전쟁이 아닌 것은 선악 전쟁이 아닌 것과 동일한 논리다.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전쟁이다.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주의 체제 

고수와 이에 대항하는 러중식 산업자본주의 및 국가자본주의 세력간 대결이다. 2014 년 

크림반도 병합때는 서방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역제재(counter-sanctions)의 공세적 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팽팽한 제재체제(sanction 

system)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달러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금, 가상화폐, 

위안화 등 외환보유의 포트폴리오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안보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식량안보까지 가세하고 있다.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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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최대 우군은 북한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되던 작년말부터 반미친러 입장을 노골화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2 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 개월간 총 18 회 37 발에 이른다. 처음에는 

단중거리 미사일이었으나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되던 2 월 24 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집중 발사했다.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측은 3 월초에도 ‘우크라사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패권정책”이라고 

비난했고, 3 월말에는 “그 어떤 초강도 제재와 위협, 공갈로써도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선택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월 중순경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 월 20 일에도 ‘대리전쟁을 통한 미국의 군수업계 이권 챙기기’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러북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결사옹호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는 대외적 요인이다. ‘2022 미국 

군사력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에 이어 미국에 ‘높은 위협’을 가하는 

적성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고강도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비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둘째는 대내적 요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김정은 정권에게 이중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핵없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장기간 경제제재로 인한 국민들의 만성적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킬 수 있는 출구다.   

 

셋째는 북러관계 요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구소련 당시 자동군사개입 동맹조약이 2000 년 개정된 신조약에서는 ‘유사시 

즉각 접촉’으로 톤다운됐다. 고립무원의 김정은에게는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빵은 중국, 총은 러시아’라는 북한의 양다리 외교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동부전선’, 러시아는 ‘서부전선’으로 역할분담하고 

있다.  

 

3.  정책 제언 

  한국은 분단국, 반도국, 동맹국, 그리고 통상국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정세에 

대한 세심한 전략적 판단 없이 친서방 편향의 외교정책을 택함으로써 자국의 운명을 

주변 열강에 내맡기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도한 온정주의도, 러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배타주의도 바람직하지않다.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신냉전 구도속에 갇히지 않는, 좀 더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공격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왜냐면 최근 항간에 떠도는 한국제 탱크나 실탄의 우회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완성용 민감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우크라이전쟁에 자국의 병력을 파견하거나 

미사일을 지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평화보다 못하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찰떡공조 과정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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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매개로 대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 위기는 

기회다. (끝) 

 

 

 

VI. 강윤희 박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I. 총평 

전체적으로 러시아 공식 담화 문건 및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문이 작성되어 있음. 자료를 

충실히 조사,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팩트체크 상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다만 러

시아 자료를 주로 인용하다 보니 러시아적 시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현

재 사방 및 한국 언론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시각, 서구의 시각을 압도적으로 반영하고 

팩트체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적 시각을 살펴보는 것은 그 나

름대로 의미 있음 

 

2. 세부 논평 

 

얄타 트라우마 및 몰타 트라우마에 대해 기술한 것은 현재 러시아와 서구,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가 상호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보하지 않는 배경을 설

명하는데 큰 도움이 됨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통합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큼. 

다만 나토의 팽창,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의 정치변동 및 돈바스 내전 전개 등에

서 역사적 팩트들이 많이 기술되다 보니 발표문이 팩트들의 나열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

도 있음. 물론 역사적 요인들이 작금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모두 관련이 되는 것은 사실

임.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군사적 시위’라 언급했는데, 군사적 시위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

지, 무엇에 근거한 용어인지 궁금함. 러시아 공식 발표에 따라 특수군사작전이라 표현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생각됨 

발표자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이를 재고하겠다고 언급한 점, 즉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고 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한 요인이 된 점을 기술하였음. 

이 부분은 한국의 일반적인 기사나 논평에서 흔히 간과되는 점인데 이를 부각한 것은 의

미가 있음 

카시안의 러시아의 오판에 기여한 5가지 가정에 관한 언급은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일반적

으로 언론 등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 별다른 이론을 제기하기는 어

려움. 다만 러시아의 오판의 근거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거꾸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일 

뿐 러시아 측 자료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음.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내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목표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민네카네프 소장의 말을 빌려 “돈바스에서 크림반

도를 향한 육지회랑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향한 또 하나의 출구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고 기술하였는데,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다다르기까지 영토를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함.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오

데사를 위시한 우크라이나의 흑해 남서부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몰도바의 영토까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가 트란스니스

트리아, 즉 몰도바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 우크라이나 측과 서방 측에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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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하였음. 그 이유는 러시아의 공격성을 부각함으로써 몰도바, 더 나아가 발트 

3국까지 모두 반러 전선에 규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여짐. 이 문제에 대해 발표

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평화협상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4차 이스탄불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측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 태도가 돌변하였음. 발표자는 그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태도 변화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치

세력, 혹은 서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관련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발표자는 이 중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음. 

러시아가 돈바스의 완전 점령에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때, 우크라이나가 상대적 우

위에 서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자는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함.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못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1/5 정도에 상당하는 영토를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에게 끌려가는 협상을 할 것인

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전쟁의 장기화(시나리오 5)의 경우에도, 이것이 푸틴의 인기도 하락, 러시아의 위기로 꼭 

이어지게 될 지 의구심이 듦. 전쟁의 장기화는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에게도 모두 고

통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쪽의 타격이 더 큰가를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 이것은 양 측의 경제 규모, 인구 규모 등에 대비해서 볼 때, 같은 정도의 피

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에

게 무기를 제공하는 서방 국가의 태도 변화도 예상됨.  

전쟁의 여파로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고 국제 규범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동의함. 

다만 이것이 곧바로 미국 패권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전망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미국 

주도 세력권에서는 오히려 미국 패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즉 세계가 

2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미국 패권 강화지역, 미국 패권 도전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음. 

현재 루블화 가스 대금 결제 추진으로 러시아 루블화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달러도 강세를 띠고 있음. 따라서 경제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쉽게 잠식되지 않을 수 

있음. 

 

3. 정책 제언 

 

우크라이나 사태로 균형외교론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론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동의함.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정권 교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외교와 맞물리면서 더

욱 가속화되고 있음. 안보 위협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국과의 적대 관계가 강화되

면서 안보 위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지원 등을 하되 군사무기 제공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함. 

관건은 이러한 시각 혹은 정책 제언을 어떻게 현 윤석렬 정부에 전달, 설득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불행히도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중국,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미국의 전략이 구축될 경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외교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고심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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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프로필> 

 
총괄기획/진행: 곽태환(郭台煥) 박사 

 

한국 외국어대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전) 통일부정책자문위원, (전)전국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장, 

Global Peace Foundation(GPF)이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수상(2012.12.1). 

경남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6.4),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기획주관),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 제 19 기평통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미주민주참여 

포럼(KAPAC)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재 명예이사장, 

현 한국외국어 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Los Angeles) 

회장 등. 32 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자이며 450 편 이상의 칼럼, 시론, 논평 등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 强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저서『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주요 영문책 편저/공동편저 (Editor & 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등 

통일뉴스, LA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칼럼리스트. 

 

연락처: thkwak38@hotmail.com; 02-3217-2105(Home); 070-8864-2106; 미국 +1-

310-729-8383 (Kakao talk)  
 

 

<발제자: 제성훈(諸成勳, Jeh, Sung Hoon) 
한국외국어 대학교 노어과 교수 

 

1)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철학부 정치학과 정치학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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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前)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3) 주요 논문과 저서 

논문 

“러시아의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과 서방의 대응: RT와 스푸트니크 뉴스를 중심

으로.” [中蘇硏究] 45-4(2022, 공저) 

“러시아의 ‘중대 국면’과 푸틴 체제의 대응: 2020년 러시아 헌법개정의 배경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25-4(2021, 공저) 

“2012년 이후 조지아의 대러 정책 변화 – 양상과 요인.” [슬라브연구] 37-2(2021, 공저)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몽골 관계의 변화.” [슬라브학보] 36-1(2021)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과 ‘군사독트린’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2020) 

“푸틴주의와 한반도 – 2000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 [슬라브학보] 35-

1(2020) 

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엇갈리는 세계](2022, 공저)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2021, 공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2021, 공저) 

 

4) 주요 학술활동 

現) 한국국제정치학회 러시아·중앙아시아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노어노문학회 대외협력이사 

現) 한국유라시아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회 위원 

 

5) 연락처 

shjeh@hufs.ac.kr, 010-5501-1403 

 

 

 
 

 

<토론자 프로필> 

 
1. 강윤희 박사  
현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학력: University of Glasgow (UK) 박사(러시아지역학) 서울대 석사/학사 

경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멘토, 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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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분과위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러시아와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9) 

『유라시아 역사·문화: 제국, 권력과 경계』 (서울: 민속원, 2019)  

하영선 외(공저),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서울: EAI, 2015) 외 다수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실패: OSCE 민스크 그룹의 중재 노력과 그 한

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1권 1호, 2021.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1877-78 러시아-투르크 전쟁과 베를린 회의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8권 2호, 2018. 

「러시아 제국 주변부에서의 혁명: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와 단명한 아르메니아공화국」,” 『러시아연구』, 

27권 2호, 2017.  

 

기타사항: 한국일보 칼럼 기고, KBS, YTN 외 방송 출연 

 

연락처: Email: yhkang@kookmin.ac.kr  전화번호 010-5172-3343 ; 02-910-4368(Office) 

 

 

 

 

 

2. 박종수 박사  
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학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영국 런던대학교(SSEES) 러시아정치경제학 수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국제경제학 석·박사 

 

경력: 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1등서기관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HK사업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중원대 조교수, 서강대 겸임교수/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역임  

 

주요 논저 

『현대 북러관계의 이해: 후견관계에서 동반관계로의 전환모색』 (명인문화사) 

『러시아와 한국: 잃어버린 백년의 기억을 찾아』 (백의) 

『G-20국가의 인재개발』 (공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신화,비화,진화』 (오름)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공저, 디딤터) 

『북방에서 길을 찾자』 (총괄집필 공저, 디딤터)  

mailto:yhkang@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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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핀 코리아』 (공저,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Ф:значение,направления и формы привл 

ечения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논총) 

“푸틴-김정은시대의 러북간 경제협력 실태 및 전망” (중앙대 외국학연구29집)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역사와 관련국 입장평가” (기독교통일학회 

지) 외 다수 

 

연락처: chongsoo0301@hanmail.net, HP: 

 

 

 

 

 

 

3. 엄구호 박사 
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학력: 1984. 2.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1994. 9.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대학원 정박사과정 국가관리학과 졸업(법학 박사) 

 

경력: 

2005.2. - 2006. 2.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European, 

Russian, and European Studies 방문교수 

2006.3. - 현재 중소연구 편집인 

2008.12. - 현재 Journal of Eurasian Studies 편집장 

2011.1. 러시아 국가훈장 푸슈킨 메달 수상 

2015.7 – 2017.7.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15.7 –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2016.7 – 2018.7.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겸 국제학부 학장 

2019.3. - 현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2021.6. 우수연구성과 교육부장관상 수상 

 

주요논문과 저서: 

Междицсиплинарны Подход к Госдарственному Регуливанию на Современом  

Этапе(현대 정부규제의 다학문적 이해), (모스크바대학출판부, 1993). 

- “부문별 동북아경제협력 구상과 러시아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2호, 

2003, 53-88면. 

-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통합모형과 색채혁명의 설명“ 「한국과 국제정치」26집, 1호, 

pp. 33-68.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정책과 극동·동시베리아 가스의 공급 안정성” 「슬라브연구」, 제

29권 2호, 2013, pp. 78-103. 외 다수 

 

연락처: gosha@hanyang.ac.kr  010-900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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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세호 박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학력: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조선대학교 정치학 석사 

조선대학교 공학사 

 

경력: (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2010-2018) 

 

주요저역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권력엘리트, 선거와 정당, 한러관계이며, 주요 저역서

로 『탈공산주의 다민족 국가들의 정체성 정책』, 『푸틴 4기 행정부 고위관료 인선: 사회적 배경

과 정치적 함의』, 『한국 슬라브학 30년사』, 『극동의 부상, 러시아의 미래』 등이 있다. 

 

연락처: 전화번호: 010-8983-1768 * 이메일: sohill@hanmail.net 

 

 

 

 

 

 

5. 정재흥 박사(鄭載興, Jae-Hung CHUNG) 
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학력: 중국 북경대학교 졸업,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現) 경기도 국제 평화교류위원회 위원,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겸임교수, 중

국 산동대학 동북아학원 외국인 겸임교수, 중국 정법대학 외국인 객좌교수, 前)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 

 

주요 연구분야: 중국 안보(국방),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문제, 한중-북중관계 등. 

 

최근 주요 저서: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2019, 공저), 『새로운 동북아 질서

와 한반도의 미래』 (2019, 공저),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연구』(2020, 공저), 

『 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 』 (2020, 공저), 『 미중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2021, 공저), 『2020 동아시아 안보전략 평가』(2021, 공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

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연구』(2021, 공저),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2021, 공저) 등.. 

 

연락처: HP(010-7577-0400) 

        jameschung@sejong.org / jame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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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장환 교수  
현 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 

 

학력: 

정치학 박사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當代中國政府與政治 전공)  

정치학 석사 베이징대학교 정치행정학과 (當代中國政府與政治 전공) 

문 학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주요 경력: 

현) 한국유라시아학회 8대 회장 

현)  Issues & Alternatives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디지털트랜스 포메이션 시대 한반도 정세예

측모형 개발을 위한 신북방지역 엘리트 연구(NRF-2021S1A5C2A01090085)” 연 

구 책임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국제협력분과) 

전) 한신대 기획처장, 사무처장 
 

주요 저서/논문: 

중국 엘리트 정치: 구조, 행위자, 동학(2013), 제2차 중국 정치 엘리트의 전환: 기술관료에서 일반 

간부로(2017, 2018년 세종우수도서 학술부문 선정) 등의 저서와 체제 전환기 국가, 엘리트 연구: 

쟁점과 제안(2022), 중국몽과 중국지식인 담론 지형의 변화(2019), 한중관계의 동학: 형태발생론

적 접근(2017) 등의 논문이 있음.  

연락처 joojh@hs.ac.kr/ 01071918620 

 

  

mailto:joojh@hs.ac.kr/


47 

 

 

Special Note: 제 39 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견해와 

내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하이투자증권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실: 전화번호: 02-3448-8500; 070-0505-

3803(직통); Fax:02-325-8509.  

담당자: 최형규 차장 (GPF 교육&후원개발 차장). Mob: 010-4841-0082.  

Email: hungkui@globalpeace.org 

총괄기획: 곽태환 교수 (02-3217-2105; 070-8864-2106; 카카오 토크 +1-310-729-

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mailto:hungkui@global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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