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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은 이제까지의 양국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해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실익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의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러시아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대화에서
의 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
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
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평화
체제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대와 연계한다. 
  한러간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점들은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 대북 제재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 쌍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러시아
의 모르굴로프 로드맵은 실효성,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 수립의 가능성 등이다. 
이상의 논점 판단을 근거한다면 한․러간 북핵해결의 전략적 협력은 UN 북핵제재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협력을 통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 
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 형성차원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 채널 구축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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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핵문제에서 러시아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아직은 불투명하

다. 반미 카드로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시각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문제나 중동문제

에서의 중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 

동조 또는 편승하고 있다는 입장과 러시아는 NPT 체제 유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독립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양국관계에 대한 서로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

다. 북핵 해결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설치 이후 한중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정부 외교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또는 중재자적 

역할에 최근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설치

로 한중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거론되고 있는 북핵 

위기 해결에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게 된 것

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러관계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잠재적 미․중관계 

갈등구조의 동북아 역내 배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북중러의 신냉

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입장에 동조 또는 

편승해 온 러시아를 가급적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진 것이다. 
러시아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푸틴 3기 적극

적으로 추진해온 신동방정책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1) Artyom Lukin, Russia’s Role in the North Korea Conundrum: Part of the Problem or Part 
of the Solution?, frpi.org,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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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바람과 함께 북핵 위기로 고조

된 동북아 갈등을 안정시키고, 북핵 위기 심화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미국

의 역내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이 더욱 절실해졌을 것이다. 특히 최근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 시행의 필요

성과 더불어 한국과의 직접적인 외교소통의 필요성을 고려한 태도를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은 이제까지의 양국 간 많은 이견

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해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실익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의의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에 기초하여 비핵화와 동북아 다자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여 해결하

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해결 과정에 동북아 평화체

제 추진을 시사 한 바 있다. 정권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는 국정운영 과제로서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2017년 중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협상

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2) 문재인 정부의 북핵정책을 요약

한다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볼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

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면서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북제재 상

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

인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

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여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합의에 의한 다자적 평화체제에 대한 수용 가

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국의 입장 공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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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세에서 북핵해결과 다자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중간 및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북아가 대결적 질서로 전이해가는 속도가 생각보

다 빠른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북한을 생산적 대화로 

끌어들임과 아울러 역내 강대국들의 이익이 조화롭게 조정되는 과정은 사

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토

르코노프 MGIMO총장과 톨로라야 BRICS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

실상 불가능하며 대화의 전제조건도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러시

아 외교의 두 과제는 역내 긴장 고조와 인근 지역의 불안정 불용과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보장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

리비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핵포기 경로를 분석해보면 대외 안보

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의 보상, 국내정권의 성격, 기술적 

취약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4)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중 어떤 변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북핵해결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이유

는 북핵 위기가 심화할수록 한국의 한미군사동맹 의존도가 높아지고 북한

의 중국의존이 심화하여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과 한국의 대미 군사의존이 

존립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역설적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전략적 입

지를 넓혀줄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

서도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한 러시아 경제의 아시아 기

반 확대에 한반도 안정과 남북 관계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 해

결에 양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당성은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러시아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대화에서의 

 3) Г.Д. Толорая, А.В. Торкунов, Ракетно-Ядерная Угроз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чины и Ме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Полис. 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4 (2016).  
C. 131-146.

 4)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
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 세계지역연구논총 30집 3호 (2011), 22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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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인식
90년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남한경도적 인식을 보

였으나5) 북한이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입지에 중요한 자산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90년대 말부터 러․북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2000년 2월 9일의 조러우호조약, 2000년 6월 19-20일사이 러시아 지

도자 최초로 이루어졌던 푸틴의 북한 방문, 2001년 8월과 2002년 8월의 

김정일 러시아 방문이 러․북관계 부활의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러

시아 정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게 된다.
이때부터 러시아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인식도 남한경도에서 벗어나 북

한 체제가 예상외의 견고성을 보이면서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내구성과 견고성 예측이 우세해졌다.6) 이러한 

추세는 때마침 불어 닥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조응하게 된다. 특히 

러시아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인

식에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정부에 대해 더 긍정적 반응을 보여 

왔다.7) 러시아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으

 5) Mikheev Vasily V. New Soviet Approaches to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A 
Quarterly Review. Vol. 15, No. 3 (Fall 1991), pp. 442-456.

 6) Асмолов К.В. КНДР сейчас – сталинизм, застой или ползучая перестройка?. Проб
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 (2005). С. 44-56.

 7)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
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
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а, 2003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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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 

성향을 보이며 한․러수교 이후 한국이 견지한 대러관계의 기본 노선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조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미․러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냉전의 유산으로 보기 때문이다.8)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한국의 흡수통일 보다는 연방제안을 선호한다.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던 

것을 학습했던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증대의 도

구로 하여 역내 반미적 틀 형성의 카드로 활용하는 지정학적 접근과 함께 

러시아 극동 및 러시아 전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러 3각협력 

및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2000년, 2008년, 2013년, 2016년 등 네 차례의 러시아 정부의 ‘대외정책 

개념’을 분석해보면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

은 남북한 등거리 원칙, 한반도 비핵화 지위 지지, 6자회담 등 정치적 대화

를 통한 북핵 해결,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참여 보장, 역
내 경제협력 제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9) 그러나 우크라

сква: РОССПЭН, 2003
 8) Торкунов А.В.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 5 (2003). C. 61-74.
 9) 2000년대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의 한반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 대외정책 개념: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고 남북한과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의 초점을 맞
출 것이다.

   2008년 대외정책 개념: 긴장과 갈등의 근원이 계속 있고 대량파괴 무기 확산 위험이 커지
는 아시아를 위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함에 있어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북한과 
남한의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며 남북한 대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는데 초점
을 맞출 것이다. 

   2013년 대외정책 개념: 러시아는 상호호혜 협력에 기반하여 북한과 남한과의 우호적이고 
근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역내 평화, 안정, 안보에 필수적인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정치대화와 경제협력을 지지하는데 이런 관계의 잠재력을 선용할 것이다, 러시아
는 한반도의 비핵 지위에 항상 찬성하며 6자회담 틀을 포함하여 적절한 UN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단계적 진전을 완전히 지지한다.

   2016년 대외정책 개념: 북한과 남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에 관심있는 러시아는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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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태 이후에는 서방의 대러제재와 글로벌 유가하락으로 러시아 경제

가 위축되었고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

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

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

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대와 연계한다.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 입장은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분리하는 

정책기조의 유지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체제 유지를 저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핵 보유’ 및 핵보유국 지위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북한 체제 유지가 위협받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해 왔다.10) 또한 북한의 핵도발이 주변국들의 군사행

동 증대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되 

역내 긴장조성에는 반대해 왔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망을 정권생존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파악하고 북핵 위기 심화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국에 돌

리고자 하는 것이다.11) 또한 핵탄두를 소형화ž경량화하기에는 여전히 과

도에서 대립 수준을 낮추고 정치 대화 발전을 통해 긴장 약화와 남북한 협력 발전과 화해
에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 지위를 지지하며 6자회담이 비핵화달성
의 수단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모든 방법으로 비핵화를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 메커니즘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역내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0)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Россия и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
апе”, Вестник МГИМО Университета, № 4(37) (2014). стр. 82-91.

11)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Причины кризис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ения пам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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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수준이 열악하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북핵 기술 

심화 속도를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러시아 내에 한반도 안보문제 발생의 본질을 미국의 패권적 발상과 이

를 한국이 추종하는 데 있다고 굳게 믿는 집단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

다. 문제가 많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미․러 

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인식하려는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고, 대다수 한국

인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방법은 다자적 대화와 정치ž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

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2005년 6자 체제로 돌아가 6자
회담 재개하자고 하는 것이다.12) 평화적 해결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인 원

자력 이용권을 보장하고 관련국들이 대북 체제 및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

상을 제공해주는 대신 북한은 NPT 복귀, IAEA 사찰수용, 포괄적핵실험금

지조약(CTBT) 가입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을 주장하는 한․미․일과 달리 러시아는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선 협상, 후 비핵화” 
즉, 러시아는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원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선 협상으로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조

건을 맞춰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협상과 6자회담 재개를 위

해선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한․미․일이 남한과 

인근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는 관

련국들이 대화 재개를 위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자국이 의장국

으로 있는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을 통해 신뢰강화

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ти Евгения Петровича Сычевского, № 14 (2014). стр. 35-40. 
12)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Усилия России во имя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в Корее”, К дорожной 

карте мира и развит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т конфликта к диалогу на Кор
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ладивосток, 29-31 мая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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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하면서 과거에 북한과

의 관계 악화가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던 경험에 더하여 

북핵의 비핵화과정에서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염두

에 두는 전략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 대화에 의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서방제재에 소극적이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강

화해 나가는 전략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르코노프 MGIMO총장

과 톨로라야 BRICS사무총장은 6자회담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참여

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보면서도 6자회담이 비핵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 국익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의제화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13) 러시아가 동북아 체제의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에서 동북

아 신체제의 주요 행위자고 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leverage)을 강화하기 위해 북

한에 대한 후견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의 블라디보스토크 간 페리 항해를 허용한다든지, 북한의 ICBM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UN의 결의안을 무산시키거나 제재의 강도

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1월부터 6월

까지 러․북 교역액이 전년도 대비 두 배나 증가한 총 5,000만 달러에 달

했으며, 이 중 원유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중유

(M100)를 북한에 공급하여 북한이 이를 항공유로 정제하거나 중국에 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에 편승하며 동조하는 태도

를 보여 왔던 소극적 자세에서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선도자적 역할

을 자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북핵의 원인을 미국

의 강압외교의 결과로 몰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불안정화시키려

13) Г.Д. Толорая, А.В. Торкунов, “Ракетно-Ядерная Угроз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чины и Ме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Полис. 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4 (2016). 
C.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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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을 

강조함과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 생활 억압

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지속적

으로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함에 더하여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

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정부에 더 우호적이었던 러시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과 함께, 미국 주도의 북한 압박에서 가급적 

거리두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ASEAN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

적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동남아 국

가들로부터 협력의 신뢰성을 증대시켰듯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증대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존중 얻어내기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월 27일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발표한 

‘핵을 포함한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메커니즘 형성을 위한 로드맵’은 

주목할 만하다.14)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알려진 바

에 따르면 이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틀 속에

서 미․북간 직접대화를 북핵 해결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상정하고 있다. 

첫 단계 상호자제에서 출발하여 매 단계 조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6자 

회담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북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에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2003년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북핵 패키지 딜과 다자안전보장의 

중재안에서부터 패키지 딜 방식의 북핵 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러

시아의 입장은 지난 7월 4일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중

러간 공조로 추진될 것이다.

14) Sputnik 27.06.2017. https://sputniknews.com/politics/201706271054999083-north-korea- 
roadmap-draft/ (검색일: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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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
전장에서 분석되었듯이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 중 한국이 러시아와 북핵 해결

의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은 첫째는 북핵의 미국 책임론 또는 북핵 옹호론

이다.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북핵 위기의 심화를 가져왔고 북한

의 핵 보유는 북한의 체제유지 또는 대미 협상용이라는 시각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론이다. 문제는 북한

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을 한․미․일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결이 국제적 공조와 제재만으

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잠재적인 전략적 협력 상대인 러시아와

의 협력 가능성 모색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협력의 가능성 판단은 결국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이익과 실현가능성

에 달려있다. 스나이더(S. Snyder), 드라우트(D. Draudt), 박(S. Park) 등의 

연구에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어진 전략의 선택 

옵션은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헤징

(hedging)전략,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여 중국과 더 긴밀한 정치․경제․군

사적 연결을 형성하는 수용(accommodation)전략,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부상에 대항하는 균형(balancing)전략, 중립화 선언이나 핵

무기 무장을 통한 중립성(neutrality) 추구 전략, 지역평화 이니셔티브를 촉

진하고 기존 협력 활동을 강화함에 의해 동아시아에 제도화된 안보메커니

즘 창설을 추구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 전략, 강대국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커 또는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전략 

등 여섯 가지의 전략 선택지를 제시한바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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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여섯 가지의 전략 옵션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한국의 

역대정부는 헤징, 지역주의, 네트워킹을 혼합하는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정

부마다 그 비중이 조금씩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전

략이었던 헤징 전략이 미․중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지역주의는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왔지만 강대국 지지와 국

내 합의 부재로 큰 효과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APSI)’이 선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회의수준에 머문 것이 좋은 예이

다. 네트워킹 전략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미국의 역내 위치와 민주화 같은 쟁

점에 대한 차이는 타협 불가능하며 결국 한 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네트

워크 외교의 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똑 같은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워를 통해 이

익을 얻기 위해 지역을 통해 실질적 그리고 전략적 연결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냉전 종식이후 최악의 상태이고 한․일관계도 개선

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선택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사

실이다. 일부 진영에서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 유지가 유일한 대안이며 중

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진영에서는 중국

의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과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 균형

화 정책은 포기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헤징 전략의 복원 필요

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논쟁에 러시아에 대한 고려가 없다. 
만약 러시아가 중국과는 다른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의 건설적 중재자 역

할에 동의한다면 지역주의와 네트워킹 전략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5) Scott A. Snyder, Darcie Draudt, and Sungtae “Jacky” Park, “The Korean Pivot: Seoul’s 
Strategic Choices and Rising Rivalries in Northeast Asia”,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iscussion Paper,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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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에 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국

의 입장은 같지만 북핵의 도발적 행위를 제어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실효적인 제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국은 다소 의견을 

보인다. 따라서 제재의 필요성보다는 대화만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볼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추가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면

의 의도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대화의 의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

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 축소 또는 잠정적 중단과 러시아와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

콧을 포함한 대북 실효적 추가 제재 합의를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 인정과 러시아의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허용 원칙 고수를 타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러간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논

점은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이 2017년 5월 24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대

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바 있고 푸틴 대통령은 수용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16)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북․중간 관계가 경색

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 관심이 제고된 것은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인 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중국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UN에서의 제재 

결정도 미․중간 타협이후 러시아에 통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다.17)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후견국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가 적극 개입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침해하면서까지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

는 의문이며 중국은 이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

16)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6550 (검색일: 2017.12.14.)
17) 게오르기 톨로라야, 「2017 한러정경포럼」, 2017.10.26. 제주도 해비치호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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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고위급 특사 파견을 통한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대북 제재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이다. 전술했듯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 정권의 유지는 비핵화만큼 중요한 이익이다. 따
라서 체제 유지마저 위협이 되는 수준의 제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그동안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90년대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 경제 자체가 제

재에 이미 적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쌍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러시아의 모르굴로프 로드맵은 실효성

이 있을 것인가이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쌍중단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이미 거부

했으며 설사 합의하더라도 중단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이다.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고도화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핵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미군사 훈련도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

에 일시적 중단으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쌍

중단을 수용해서 대화가 시작되어도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은 과거로 되돌아 가능성이 크다.  

넷째,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 수립의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이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르코노프 MGIMO총장과 톨로

라야 BRICS사무총장은 6자회담 개최에 대비하여 6차 회담 참여국의 교차

합의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

의 합의 형성 기반에서 전문가 포맷의 5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18) 또한 최근에 러시아의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양한 안보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UN 주도의 동북아 다자안보회의 포맷을 주장하

18) Г.Д. Толорая, А.В. Торкунов, “Ракетно-Ядерная Угроз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чины и Меры Реагир-ования,” Полис. 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4 (2016). 
C.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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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스트렐쬬프 MGIMO 교수는 북핵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동
중국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결정문제, 조어도(센카쿠) 영토분쟁, 러․

일간 영토분쟁, 기후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동북아 다자안보회의 개최

를 주장하였다.19)

이상의 논점 판단을 근거한다면 한․러간 북핵해결의 전략적 협력은 

UN 북핵제재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협력을 통한 6자회

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 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 형성차원에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 채널 구축과 중장기적

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북방정책

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다음의 몇 가

지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위기관리의 양국 협력 채널 구축이 시

급하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중재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국의 국가안보

실의 핫라인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차관급 회의인 한러전략대

화를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장관의 2+2 전략대화로 승

격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제의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낮

기 때문에 6자회담을 대체하는 새로운 포맷의 다자회의를 러시아와 함께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다자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현재로

는 어렵지만 북한에게 정치․경제적 이익이 있는 회의에는 참여할 가능성

이 있을 것이다. 이바셴쬬프 전주한 대사는 한반도에 대한 UN 후원의 UN 
사무총장, 5개 이사국,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한

다.20) 북한이 ARF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남북한 합의로 몽골, 베트남, 

19) Дмитрий Стрельцов, “Пу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бле
мы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2017 Korea-Russia Forum, 2017.10.26. 
Jeju Island.

20) Глеб Ивашенцов, Корейский кризис: есть ли выход?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Июль, 
2017, с.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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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같은 일부 ASEAN 국가 같은 다른 국가들도 초청 가능할 것

이다. 이 컨퍼런스에서 남북한 간 평화, 상호 무기 감축, 경제협력 뿐만 아

니라 미일과 북한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다. 페레슬라브쪠프 네벨스

코이 해양대학 교수의 동해의 해항로 안전에 대한 환동해국 다자컨퍼런스

도 검토해 볼만 제안이다.21) 미국과 중국과 함께 북한을 초청해서 해항로 

안전 논의를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처럼 역내국에 잠재적 위협

을 주는 행위에 대한 모라토리엄이나 사전 통지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페레슬라브쪠프 교수는 장소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안하고 

있는데 동방경제포럼이 열릴 때 같이 개최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파
노프 전주한대사는 유엔 지휘차원의 국제적 포맷 형성을 주장한다. 그간 

경험으로 6자회담의 무용성이 입증되었고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도 현실

적으로 한계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대화의 새

로운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상호불가침 

조약 등 많은 문제 같이 토의가 가능하며 회의 참여국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건설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며 일본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

도 논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회의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서방 압

박으로 핵이 체제보장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명분을 잃을 것이라 주

장한다.22)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북아 다자안

보 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장기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도

록 신북방정책 강화를 통한 공유이익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미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불

안정 요인이며 한․미간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

21) Переславцев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еверо-Вос
точной Азии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2017.

22) 알렉산드르 파노프, 2017 한러정경포럼 , 2017.10.26. 제주도 해비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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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 진출에 미국이나 일본기업과의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러․

일관계를 감안하여 한․일․러 또는 한․중․러의 새로운 소다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아 3성에서의 공동 프로젝트에는 향후 

북한과의 연계성 그리고 통일 한국과의 연계성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특
히 이 지역의 프로젝트에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

면 북한과의 연계성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신북방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의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의 제재국면에서는 사

실상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들

을 당장 시작할 수 없더라도 이 사업들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

을 논의하는 국가간 위원회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핵대화 이전에 남․북․러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대

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남․북․러 경제협력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은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정학

적 이익이 크다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함

을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남․북․러 협력사업

을 무조건 북핵해결 이후로 미루지 말고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비추

어 최초의 북한과의 대화는 북핵문제에 한정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대화의 진전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재개를 고려해

야 한다. 다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위한 양국 공동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나진-하산 사업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

고 있기는 하지만 단․중기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큰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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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 

FTA의 역외가공센터의 역할을 하는 나선지구 공단조성과 함께 컨테이너 

화물이 훈춘, 남양 등을 통해 TSR뿐만 아니라 TMR, TCR과도 연결되는 

다방향 물류망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 계획으로 재수립하여 협

상에 나서야 한다. 신정부에서 한․러관계 개선을 위해 급하게 나진-하산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대화 정상화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은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러시아와의 민간수준의 공동연

구도 바람직하다.

가스는 2030년경 OECD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될 것이며, 전력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새로운 규

제가 이러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가스 공급 안보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제 가스 공급자

의 증가와 거의 3배 늘어난 전 세계 가스액화플랜트 단지 그리고 지역 가

스시장간 연결 필요성 증가에 따른 LNG 교역 비중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 LNG 시장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의 

가스 수요가 러시아로부터의 대규모 수입으로 충족되면서 한국, 일본, 인
도 같은 국가들이 기존의 해상 LNG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런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아시아 시장의 가스 공급이 과잉될 가능

성마저도 있다.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 철광석 산업이 보여준 것처럼 더 높

은 비용의 공급자인 러시아를 흔들기 위해 호주, 미국, 캐나다, 모잠비크 

등은 오히려 가스 공급의 양을 늘릴 것이다. 특히 셰일가스의 출현은 러시

아 가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셰일 가스 생산이 급속하게 증대되는 

10~15년 후가 되면 러시아 가스 수출은 20% 정도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지정학적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격적정성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서 중러간 협상 추이를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러시아편이 아니지만 러시아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이 시

간은 한국에게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셰일 가스의 영향력을 과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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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지정학적 이익을 갖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를 사장시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2035년 경까지 유럽이 대러 가스의존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셰일 가스도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러시아 가스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은 LNG 공급 안정성에 대응하여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 

등 LNG 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중․일의 대러 가스협력을 

선도하여 동북아 통합가스망 사업에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포함시키는 전

략의 실현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0년 후

면 많은 국가에서 핵발전소를 퇴출해야 하고 일본도 LNG 발전을 확대해

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클린 에너지 핵심이 가스이다. 이에 따라 예측보

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스 가격은 여전히 매우 가변적임을 명

심해야 한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재개의 핵심은 시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재와 함께 대화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북핵대화 이전에 재개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

서도 러시아와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러 

또는 한․중․러 소다자 에너지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셰일

가스 생산이 증대된다면 한국의 대미흑자 관리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셰일

가스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향후 아시아 LNG 시장 상황을 

볼 때 러시아 수입량을 너무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북방정책이 러시아 극동개발 중심의 나인브릿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수입대체산업화와 산업 혁신(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간이 걸리는 극동개발 및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상트페테르

부르크 경제포럼, 예카테린부르크 이노프롬,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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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대화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 

참여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한․러관계 발전과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 관

계의 실현 기제와 공유 이익을 도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신뢰구

축을 위한 경제협력 우선원칙이 불가피하다. 특히 러시아는 여전히 시장

실패 요인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정부 주도의 협력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철도와 자원 분야가 기존에 많이 

논의되었으나 북한 변수를 고려해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화, 혁신경제 분

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각 정부의 북방외교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성과를 얻지 못한 근본

적인 원인은 한국의 전략적 구상이 지구적 수준의 변화, 지역적 수준의 변

화. 남북관계의 변화를 포괄하는 복합적․포괄적 구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탈냉전기 변화의 동학을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

적으로 성급하게 외교정책의 기조를 단순화하였기 때문이다. 북방정책이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핵 위기를 불러온 측면이 있음도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북․러간 관계차단(delink), 북․중간 관계 단절 시도

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지경학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향후 

북한 참여 가능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북․러간 관계 진전을 러시

아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한반도 문제에 해결에 긍정적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의 평양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에게도 골칫거리이다. 제재참여와 북한 압력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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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한․러관계를 정체시킬 위험이 크다. 한국과 러

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매몰된 그간의 외교안보적 관심에서 벗어나 글

로벌 차원에서 공유 이익을 도출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의제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추진하고 단

기적으로는 ARF에서의 공조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 워킹그룹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다자안보 

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설계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도 적극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양국의 협력

을 통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 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을 만

들어 내는 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생산적 효과를 도

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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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n-Russian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om, Gu Ho

This study starts from a proposition that there is a great opportunit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is time because there are 
more areas where the two countries share much in common in the Moon 
Jae-in government’s approach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an in 

any previous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Russia in international dialogue and Russia’s role as a constructive 
mediator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A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ussia's strategy and policy goa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PT system in the region should 
be maintained and for this, Russia can restrictively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Second, Russia 

pursues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multilateral dialogues in order to prevent the strengthening of the US 
supremacy in the process. Third, in order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northeast region of Russia, it rejects the isolation or containment of North 
Korea and any military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urth, 
Russia expands the space for its political role through a leading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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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its geopolitical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ifth,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linked to the expansion 

of Russia's position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and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clude the possibility of Russia’s role as a constructive arbitrator, the 
possibility of Russia’s active participation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feasibility of Morgulov’s roadmap for Korean settlement, 
and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a new dialogue channel other than the 
six-party talk.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should be 
pursued to form a new UN-led dialogue platform replacing the six-party 

talks through sincere implementation of the UN nuclear sanctions and 
cooperation in encouraging North Korea to engage in dialogue.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aggressively promote the new northern policy that, 

in the short term, will be conducive in establishing a cooperation channel 
for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n the mid to 
long term, will help Russia to take an independent position from China.

Key word: North Korean Nuclear Weapon, Russia, Korea-Russi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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