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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인식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학장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만 25년이 되었

대가 아닌, 오히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넘어서 한

다. 한·러 수교 25년의 경과를 냉철히 결산해 볼 때, 양

국의 총체적 국력 증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우호

국 관계가 외연적으로는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지속했지

적인 협력 작용을 강화해야 할 국가로 변한 것이다. 산처

만, 내포적으로는 ‘속 빈 강정’처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럼 커진 사회주의 중국처럼 말이다.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9월에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웅변한다.
그렇다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 고착된 러시아에 대
한 부정적인 이미지 탓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러시아를 ‘검게 칠하는’ 냉전
의 관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경
향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러 정책에 반영됨으로
써 우리의 국익을 훼손했고 한·러 관계 발전을 지체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른바 러시아 ‘때리기’로 일관하는 서구
세계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한·러 관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
www.sisapress.com)

계가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세계적인

“국제사회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국가

권력보유자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의 핵 문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갈파한 파머스턴의 경구가 새삼

제 해결 과정에서 보듯 유라시아 강대국 러시아를 배제

상기된다. 한국 외교가 역사적 기로에 선 현시점에선 더

하고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욱 그러하다. 시장경제국가로 환골탈태한 러시아는 더 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시장에서 러시아가 비교우위

상 철의 장막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거점도, 북한의

에 있는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철도, 전력, 광물, 식량 등

후견세력도 아니다. 한국에 신러시아는 증오와 배척의 상

은 21세기 한국의 존립과 국가적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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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재다. 또 푸틴의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항해 형
성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
루오션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
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출구이자 미·중의 격돌이
야기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과도한 민감성을 안정화하는
세력균형자이기도 하다. 이 모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어젠다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 외교가 한-미 동맹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외교의 대상들이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
는 목표물이고 동시에 한국 자신도 쉬지 않고 변동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관계에
대한 관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에 기초한 대
외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21세기 러시아가 한국에 제공하
는 다중적 가치를 탈냉전의 새로운 조건하에서 한국의 독
자적인 국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내부의 창’이 아닌 외부 세계의 프레임을 통해
인식해온 러시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한-러 전략적 관계의 진입은 요원하다고 본다. 구한말의
데자뷔처럼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파워게임
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한국에 유리한 이익
균형과 세력균형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유용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자원으로 동원하는 지혜가 요
구된다. 수교 25주년이 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 10월 13일 자 필자의 시론을 전문 인용
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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