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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지역무역협정

(RTA) 파트너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다. 두 국가의 선택은 유럽과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이 점차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영향

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는가? 양

국의 선택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내 이익집단들 

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노출의 정도에 따라 민족 집단, 지역 및 세대 간 

정치적 분열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열구조가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 

중 어느 쪽을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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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2016S1A3A292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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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각 집단의 선호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

며, 개별 집단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유럽과의 지역

무역협정을 선택했다. 

주제어: 유럽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무역협정, 이익집단, 집단행동문제

1. 들어가는 말

1991년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독립 이후 유사한 발전 경로를 거쳐 

온 유럽연합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1)의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6개국들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이하 RTA) 정책 

선호에 있어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는 

유럽연합과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유럽연합과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2)를 형성한 반면, 벨라루

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창설했다. 한편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양측 모두와 협정

을 시도하면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3)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

로 국제경제에 대한 개방성이 낮고 독특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

1) 유럽연합근린정책(이하 ENP)은 유럽연합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부 및 남부의 16개국과 공동
체 간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중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동부파트너십(이하 EaP)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를 말하는데 EU는 이들 국
가들과의 무역 자유화, 비자 면제 레짐의 시행 등 정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EU는 특히, 지난 2009년 몰도바 혁명 및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사건을 계기로 정
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EaP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6a)

2) 포괄적 자유무역지대(이하 DCFTA)는 유럽연합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협력협정
(Association Agreement)의 구성요소로서 유럽연합과 EaP 국가들 사이의 양자 간 경제협력 증진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EaP 국가들은 DCFTA에 참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유럽 공동시장에 접
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획득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잠재적인 가입 전망을 확인한다.

3) EU는 원칙적으로 EaP 국가들에게 DCFTA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 모두에 동시 참여를 허용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에 합의한 이후에 러시아와의 EEU 참여를 결
정했다는 점에서 아르메니아를 다각적 노선을 채택한 국가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European Commission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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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RTA 정책 선호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고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은 다양한 국내사회집단들의 힘과 이익을 반영한다는 

국내정치 접근법(domestic politics approach)을 수용하면서 이들 6개국 가운데 최

근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초점을 맞추어 이 두 

국가의 RTA 정책에 국내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

찰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이 두 국가의 RTA 정책이 러시아가 아닌 유럽연합을 향

하게 된 이유를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공동체가 점차 동진(東進)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들을 이른바 ‘완충국(buffer states)’으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동-서 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서방과 러

시아의 안보적 대립관계가 유럽과 러시아 진영 간 경제블록화 경쟁으로 확대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RTA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

기 위해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의 무역정책 목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

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국가 내에서 유럽연합 및 러시아와의 무역 노출 정도

에 따라 각 민족 집단, 지역, 세대 간 정치적 균열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한다. 또한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유럽연합과의 DCFTA를 찬

성 혹은 반대하는 이익집단들이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고의 연구범위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을 쟁취한 1991

년부터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 유럽연합 간 협력협정이 발효된 2016년 7월까

지로 상정하며, 대상 지역은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EaP 6개국 중에

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로 한정한다. 이 두 국가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이 유럽연합의 EaP 프로그램에 가장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RTA 

정책 선호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4) 

4) 통상적인 비교사회 분석에서는 쉐보르스키와 튠(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의 최대유사체
계 분석(most similar systems design)과 최대상이체계 분석(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방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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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프리든(Jeffery A. Frieden) 등 국제정치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상정

치(trade politics)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수준과 요인에 따라 네 가지 관점을 채

택한다. 첫째, 국제정치적 관점은 전 세계 각국이 외교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 

그들이 처한 세계 지정학적, 외교적 환경에 따르는 제약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서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무정부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상호간 갈등 가능

성을 인식하고 국가들 간 협력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파악한다. 둘째, 국제

경제적 관점은 국제정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에 대한 외부적 제약을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요소들보다는 국제사회·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Frieden et al. 2010: 9-10). 

 셋째, 국내제도적 관점은 국제정치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초점을 맞추

고 있지만 국제체제보다는 국내적 수준에서 국가의 역할과 제도를 강조한다. 따

라서 국내제도적 관점은 국제체제와 국내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약의 영향을 소

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사회적 관점은 국경 내 문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제도적 관점과 일치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사회, 경제적 압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

내사회적 관점은 국가정책의 결정 요인으로 정책 결정자의 독립적 행동이 아닌 

개인, 기업,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고려한다(Frieden et al. 2010: 

10). 

오틀리(Thomas Oatley)는 국내사회적 관점에서 정부의 무역정책 목표가 무엇

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Stolper-Samuelson theorem)를 토대로 무역을 통한 소득의 분배적 결과가 정부의 

무역정책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의 결과로 ‘부족한 요소들(scarce 

factors)’에서의 소득은 감소하고, ‘풍부한 요소들(abundant factors)’에서의 소득은 

한다. 예를 들면, 최대유사체계 분석의 경우 독립변인 간 유사성은 상수로 통제하고 사례 사이
에서 관찰되는 차이점에 주목하며, 최대상이체계 분석은 서로 이질적인 사례들 가운데 관찰되
는 유사성에 주목하는 분석방법인 것이다(Przeworski and Teune 1970). 다만 본고에서는 사례로 
고려할 수 있는 EaP 국가들 가운데 RTA 선호가 모호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두 사례의 특수성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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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기 때문에 무역으로부터의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부족한 요소들에서는 보호무역을 선호하고, 반대로 풍부한 요소들

에서는 자유무역을 선호하며, 이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Oatley 2016: 69-88).

로고스키(Ronald Rogowski)도 관세정책 효과를 통해 무역에 대한 노출 변화가 

국내 정치적 분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설명한다. 즉, 보호로부터 손익

을 보는 집단과 자유무역을 통해 손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각 

사회집단들은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집단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것이

다. 그는 토지, 노동, 자본의 전통적 세 가지 요소모델을 통해 무역확대에 따라 

계급 간, 도시-농촌 간 정치적 분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Rogowski 2008: 

3-20). 

이러한 논의를 본고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유럽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는 혹은 이익을 기대하는 집단은 유럽연합과의 DCFTA를 

선호할 것이고, 유럽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혹은 손해를 예상하는 집단은 

DCFTA를 반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국가의 사회 내에서 어떤 집단이 

유럽연합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원하고 또 어떤 집단이 반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국가 내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노출 변화에 따라 정치적 분열 구조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유럽연합 혹은 러시아와의 경제통합 및 무역

증진으로부터의 기대효과에 주목한다. 유럽연합과의 DCFTA를 옹호하는 집단들

은 단기적으로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이라는 기회

(Opportunities)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가입전망을 고려한다.5) 

이들 중 다수는 유럽연합 가입으로 향후 중동부유럽의 다른 신규회원국들처럼 

상대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유럽연합은 또한 

5) 바추도바(Milada A. Vachudova)는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이라는 지위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국들의 국내정치를 견인하는 수동적 영향력

(passive leverage)을 갖는다고 주장한다(Vachudova 2008).
6) 이들 국가들이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으로서 가입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Phare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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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로 이해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비용이 따른다. 유럽연합은 기

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정치·경제적인 개혁의 이

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차원에서 이러한 개혁은 단기적으로 국가

와 각 사회집단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

서 손실을 부담하는 집단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집단들은 DCFTA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회의적이며, 오히려 러시아-CIS의 전통적인 무역관계를 중

시한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와의 EEU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천연가스

의 할인혜택 등 크렘린이 제시하는 인센티브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표 1] EU와의 무역확대의 기회/기회비용

기회/기회

비용/비용

EU와의 무역확대

(DCFTA 선호)

EU와의 무역확대 반대

(EEU 선호)

기회

- 단기적: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 공동체로부

터 기대할 수 있는 각종 지원금

- 장기적: 공동체 가입과정에 기대할 수 있는 

보조금, 가입전망

- 러시아와의 EEU를 선택하면 러시아-CIS 

전통적 무역관계에서 오는 이익 유지

-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가스가격 할인 혜

택

기회비용
- 러시아와의 EEU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

익

유럽연합과의 DCFTA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부가)비용 EU가 요구하는 정치, 경제적 개혁 크렘린으로부터의 외교적, 대외경제적 간섭

러시아와의 EEU 참여에도 비용은 발생한다. 러시아는 EEU에 참여하는 대가

로 이들에게 서방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각국의 외교 및 대외경

제정책 목표를 러시아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EEU에 참여하는 국가는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주권을 상당부분 침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외부적 영향은 국내 이익집단들 사이의 소득 배

같은 가입 전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공동체로
부터 막대한 규모의 구조기금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신규회원국들은 
유럽연합 내 가장 큰 구조기금의 수혜자이며, 이들이 받는 구조기금의 규모는 이들이 유럽연합
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수배에 이르고 있다. (European Parliament 2016a; 2016b; Statis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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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과의 DCFTA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러시아

와의 EEU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계산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유럽연합과 러시아라는 두 가

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기회와 기회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의 이러한 선택은 이들 국가들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소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의 개별 사회집단

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RTA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게 된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정부가 RTA 정책 방향을 러시아가 아닌 유럽

으로 선택한 이유는 EU와의 무역확대에서 포착된 기회를 러시아와의 EEU 참여

로 인한 기회비용 및 부가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적 접

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국가의 무역정책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노출에 따른 

소득변화를 둘러싼 국내 각 이익집단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3.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정치적 균열과 RTA 정책 결정

이 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두 사회 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정치

적 균열로 민족,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상정하고, 특정 사회집단이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떠한 선호를 가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각

국의 개별 민족 집단을 기본 단위의 이익집단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역사

적으로 오랜 기간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국내적으로는 물론 다른 외부 세계와

도 상호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사회에서는 아직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분화된 사회집단의 출현이 더딘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개별 민족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활동 사례는 중동부유럽 국가

들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 내 헝가리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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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unea Democrată Maghiară din România)은 루마니아 사회 내 특정 민족 진영

의 이익을 대변하던 사회단체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루마니아 내 헝가리계의 이

익을 조직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쟁하는 대표적인 정치집단이자 

사회집단으로 진화한 바 있다.7) 이러한 견지에서 특정 국가 내 개별 민족 진영

을 이익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국가의 이익집단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첫 번째 요인은 민족 진

영 간 뚜렷한 대립 구도다. 이러한 대립은 역사적으로 혹은 소련의 강제이주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들 국가들이 다민족 국가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양국에서

의 각 민족 진영 간 대립은 역사가 깊고 갈등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이 독립 이후 러시아가 개

입된 내전을 경험하였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8) 다시 말하면, 소련 시절 잠

재하고 있던 민족 간 이해관계의 대립요소가 독립 이후 국가의 외교 및 대외경

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구도가 양국의 국내 경제관계에 투영되면서 이들 국가의 각 민족 

진영은 대체로 유럽연합 혹은 러시아-CIS 경제와 특수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은 그들의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게 되

었다.9) 예를 들면, 몰도바의 스프누는 몰도바 사회 내 몰도바계의 이익을 대변

하는 몰도바 재단(Moldova Foundation)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몰도바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민주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의 갈등해소, 러시아 제 

14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자유시장과 몰도바 시민사회 발전을 주장하였다. 그

7) 루마니아 내 헝가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헝가리민주연합(UDMR)은 루마니아 상하 양원에서 꾸
준하게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 정당이자 소수민족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스
티븐 로퍼 2018: 189-229).

8) 공교롭게도 러시아 측이 개입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3국의 전쟁은 그 성격이 매우 유사
하다. 몰도바는 1992년 러시아-CIS를 벗어나 루마니아, 서방 진영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다 트란
스니스트리아 러시아계의 봉기로 내전을 겪었으며, 우크라이나는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유럽연
합과의 협력협정(AA)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우크라니아계와 
러시아계 사이의 내전을 경험하였다. 조지아 역시 2008년 8월 친 러시아 성향의 남 오세티아 분
리주의자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개입된 전쟁을 경험하였다.

9) 두 국가 내 거주하는 러시아계는 구소련에서 유래한 산업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무역관계를 유
지하는데 이익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소외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인들은 유럽연합과의 무역증
진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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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몰도바가 미국, 유럽연합, 루마니아와 정

치·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Brezianu and Spânu 2010: 

245). 

반대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증진으로 기대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DCFTA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다. 이들은 유럽연합에 접근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단기간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회비용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즉, 

유럽연합과의 무역 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기회보다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지역적 요인이다. 드네프르강 동쪽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러시아계가 다수를 이루는 지역이 되었으며(Haran and 

Burkovskiy 2014: 14), 판금과 석탄 광산, 화학가공 사업장 등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중공업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한 곳만 보더라도 전체 국가 GDP의 약 10~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Bloomgerg. March 11, 2014). 이들 지역의 러시아인

들과 산업계는 대체로 유럽연합과의 무역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궁극적

으로는 러시아와의 EEU 참여를 원하고 있다.10)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의 산업시

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이 실현될 경우 거대한 범유럽권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지역 산업이 고사되거나 개혁의 과정에서 구

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11) 즉,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는 유럽

연합과의 무역확대로 인한 기회보다 손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

럽연합이 요구하는 경제적 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몰도바에서도 관찰된다. 니스트루강 동안에 위치한 티

라스폴 등 몰도바의 동부 지역들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계가 다수

를 이루는 지역이 되었다. 이들 지역의 산업은 가구와 전자제품 등 경공업 생산

10) 이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자료는 Ukraine Today 기사를 참조(Ukraine Today. April 15, 2016).
11)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사회집단은 EU와의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럽과의 무역증진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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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소수의 철강 등 중공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

의 산업시설 역시 구 소련의 국제적 분업생산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국

제 경쟁력이 취약하다(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2015). 따라서 티라스폴을 

비롯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유럽연합과의 DCFTA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CIS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New Eastern Europe Online. January 23, 2015), 트

란스니스트리아 정부 역시 러시아산 가스의 통관료 수입이 주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 의존도가 강하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구체제로부터 물

려받은 산업과 전통적 무역관계에서 기회가 크지 않다고 파악한다. 동부 트란스

니스트리아의 러시아인들과 달리 서쪽의 몰도바인들은 식료품이나 텍스타일, 

농기계 등 주요 수출 거래에서 이미 서방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몰도바의 주요 수출국은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러시아, 벨라루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다(Biroul Naţional de Statistică 2017). 드네프루강 서쪽에 거주하는 우크

라이나인들도 철광석 등 광물과 화학, 농산품 등 주요 수출 거래에서 유럽연합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Ukrinform 2018). 하지만 

두 지역의 서쪽 주민들은 수입 거래,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이 크다

는 점에서 유럽연합과의 DCFTA 참여의 단기적 기회비용도 고려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연령층, 즉 세대 간 RTA 선호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2014년 

초 키에프의 유로 마이단 광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1991년 독립 이후 교육을 받

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 유럽연합의 발전모델에 더 

호의적이다.12) 이들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규 회

원국들의 발전상을 목격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그러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생

각한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세대는 러시아와의 EEU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보다 유럽연합과의 무역증진에서 오는 기회에 더 주목한다.

12) 퓨리서치센터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사이 우크라이나 성인남녀는 50대 이상의 중장
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
은 EU와의 결속에 대해 67%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 중장년층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Pew Research Ce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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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거 구소련 시기를 경험한 중장년층들은 두 가지 이유로 유럽연합과의 

협력에 부정적이거나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세대

가 유럽식의 발전모델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은 에너

지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러시아식 성장을 보다 현실적인 발전모델로 고려한다. 

중장년층이 유럽연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구체제를 경험

했고,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과의 DCFTA가 채택될 경우 이러한 안보적 고려는 곧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세대 간 균열은 몰도바에서도 관찰된다.13) 2009년의 몰도바 혁명은 트

위터혁명(Twitter Revolution)으로 불릴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

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혁명이다.14) 혁명기간 동안 몰도바의 젊은층은 루마

니아 및 유럽과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협력 증진을 기대했

다(Mungiu-Pippidi and Munteanu 2009). 그러나 몰도바의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유럽연합과의 DCFTA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는 1992년 몰도

바 내전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 몰도바 정부가 루마니아

와의 통합, 친 유럽 성향의 외교·대외경제 노선을 채택하면서 국내의 러시아계

와 대립했고,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Cimpoeşu 2010: 58). 이들

은 몰도바의 대외경제 노선이 유럽연합을 향할 경우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3) ENPI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몰도바 젊은층의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는 65%를 기록해 중장년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몰도바인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층, 거주 지역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EU Neighbourhood Info Centre 2016).

14) 친 러시아 성향의 몰도바 공산당은 몰도바 젊은층의 유럽지향적 성향을 크게 우려한 바 있다
(Cioculesc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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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와의 무역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

확대 축소

서부 경제

지역-민족, 세대 균열:

우크라이나계; 젊은층

(몰도바계; 젊은층)

DCFTA 선호

민족-세대 균열:

러시아계; 중장년층

DCFTA 반대

(EEU 선호)

동부 경제

민족-세대 균열:

우크라이나계; 젊은층

(몰도바계: 젊은층)

DCFTA 선호

지역-민족, 세대 균열:

러시아계; 중장년층

DCFTA 반대

(EEU 선호)

이러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어떠한 집단이 유럽연합과의 

DCFTA를 선호하고, 어떠한 집단이 러시아와의 EEU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

다. 우선 양국에서 상대적으로 서쪽에는 토착민들이 거주하고 동쪽에는 러시아

계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민족 구성과 세대를 포함하는 행렬

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에 위치한 집

단들은 유럽연합과의 DCFTA를 선호하며, 동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와의 EEU를 

선호하는 집단이 많을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해 독립 이후에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으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유럽

연합과의 RTA에 유보적이면서 러시아-CIS의 전통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몰도바의 경우에도 이와 동

일한 형태의 행렬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집단이 행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대략적인 RTA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집단들 사이의 선호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과의 DCFTA에 대한 선호에 있어 서부지역의 중장년층과 동부지역의 젊은

층 가운데 어떠한 집단의 선호가 더 높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선

호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이슈, 즉 내전이나 안보적,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들 집단들이 실제로 정책결정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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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법은 선거나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구체제 유산의 영향으로 민주적인 정부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들 집단의 이익 활동

을 설명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독립 이후 줄곧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에 가

까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 무리는 없다. 준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절충한 제도로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과 같은 

내각제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을 의회가 아닌 직선제로 선출하고, 대통

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준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총리와 

행정부 권력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는 인접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채택

하고 있다. 

하지만 몰도바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르다. 몰도바는 1996년 선거까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모스크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몰도바 공산당

(Partidul Comuniștilor din Republica Moldova)이 집권한 2000년부터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간접 선출했다. 그러나 몰도바 역시 준대통령제를 지향하

고 있는 국가이며,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례 선정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15) 다만 여기에서는 보로닌(Vladimir 

Voronin) 집권기 이래 몰도바가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접 선출했다는 점에서 

2009년의 의회선거 결과를 통해 정책결정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

다. 

우크라이나 사회 내 각 민족/지역 진영 RTA 선호가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영

향을 미쳤는지는 2004년과 2014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대선에서는 친 유럽 성향 후보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강한 

지지가 관찰되었다. 2004년 11월 현직 총리인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후

보가 결선투표 끝에 대선에서 야당 인사인 유센코(Viktor A. Yushchenko)를 이겼

으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오렌지혁명(Orange Revolution)’이 일어났

다(Karatnycky 2005: 32-52). 

한 달 후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친 서방 성향의 유센코 후보는 51.99%를 득표

15)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16년 다시 직선제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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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44.20%를 획득한 야누코비치 후보를 제치고 첫 번째 평화적-수평적 정권교체

를 이룩하였다(D’Anieri 2007: 135). 친 유럽 성향의 우크라이나계는 개표방송에

서 서부지역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였으나, 동부지역은 러시아계를 상징하는 파

란색으로 뒤덮이면서 극단적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5년 취임한 친 유럽 성향 유센코도 러시아와의 전통적 경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주

요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와 동부 지역의 산업 등 러시아와 얽힌 

경제관계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유센코는 유권자들의 바람대로 

전임자인 쿠치마(Leonid Kuchma)가 서명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경제지

대(single economic space) 참여를 보류하고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EU와의 경제

적 통합으로 정했다(Wokzuk 2005). 우크라이나계의 RTA 선호는 유센코의 취임 

이후 분명 정책에 반영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선거는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을 계기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하면

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 선거에서는 친 서방 성향의 포로센코(Petro 

Poroshenko) 후보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54.70%를 득표해 티모센

코(Yuliya Tymoshenko)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Shekhovtsov 2014). 

 그러나 이 선거는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에서 시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2014년 3월 푸틴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갑작스럽게 러시아 연방에 병합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는 크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Donbass)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

의 친 러시아주의자들은 새로운 우크라이나 대선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럼에도 포로센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RTA 선호는 곧

바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대선 약 한 달 후인 6월 27일 포로센코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A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통합의 가속화를 

천명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날(most 

important day)”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다(Pifer 

2014).

한편, 몰도바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각 민족/지역의 RTA 선호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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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적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활용하기 어렵다. 여

기에서는 2009년 7월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를 토대로 이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 

선거를 관찰하는 이유는 2009년 4월 몰도바에서 친 러시아 성향의 보로닌 대통

령과 집권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친 유럽, 친 루마니아 성향 몰도바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혁명의 결과로 7월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7월 선거에서는 친 러시아 성향의 공산당(PCRM)이 44.69%의 득표를 기록해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친 유럽 성향의 야당들이 “유럽통합을 위한 

동맹(Alianța pentru Integrare Europeană)”이라는 선거연합을 결성하고 원내에서 

53석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승리하였다. 이로써 몰도바는 다소 불안하지만 유

럽경제와의 통합에 긍정적인 국내적 환경을 마련했다(Senyuva 2010: 190-195; 

Hur 2012: 70에서 재인용). 

이 선거의 결과로 몰도바 의회는 8월 친 유럽 성향의 자유당 출신 의장인 김

푸(Mihai Ghimpu)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결정하고, ‘유럽으로의 복귀’ 프로젝트

에 착수하였다. 몰도바 의회는 2014년 7월 2일 친 러시아 성향 정당들이 보이콧

을 선언한 가운데, 친 유럽 성향 정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찬성 59표, 반대 4

표) 유럽연합과의 AA 및 DCFTA를 비준하였다(EurActiv. July 3, 2014). 

4. 집단행동의 문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들 사회집단의 RTA 선호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틀리는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 이론을 통해 거대한 동질적 

집단인 소비자들(즉, 개인)이 이익을 조직하고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

운 반면, 산업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들은 무역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를 조직하기 쉽다고 설명한다(Olson 197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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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틀리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조직하고 무역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데 성공하면 그에 따르는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들의 이익이 

조직되기 어려운 이유를 ‘무임승차(free rider)’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즉, 개인이 

이익의 조직에 공헌하더라도 전체적인 조직의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고, 개인은 

자신의 공헌 여부와 관계없이 집단이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을 조직하고 로비를 위해 자원을 투입

하는 것보다 무임승차에 인센티브를 갖는다(Oatley 2016: 79). 

이러한 견지에서 오틀리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지라도 그들이 

정치과정에 압력을 가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과 몰도바인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무

역선호를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은 양국에서의 혁명(revolution)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13년 말

부터 2014년 초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혁명은 이들이 이러한 집단행동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혁명은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열망인 ‘유럽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발생했다. 

친 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새로운 권한을 획득했

으며,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보시키고 유럽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16)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2013년 여름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무역 분쟁이

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취약성이 드러나자 러시아는 외부적 압력

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시장인 러시아는 연

방 관세청을 통해 우크라이나 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면적인 무역보복

을 시도했다(Kapitonenko 2016). 동년 러시아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

입한 상황에서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Pomeranz 

2016: 51-53). 

야누코비치는 결국 유럽연합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무역블록 사이에

16) 2004년 오렌지혁명으로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2011년 “혼합체제(hybrid regime)” 수준
으로 전락하고 야누코비치가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계의 불만이 축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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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유럽연합과의 AA 및 DCFTA 합의 파기를 

결정하였다(Pomeranz 2016: 51-53). 이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계의 분노를 촉

발시켰고, 이들 사회집단들은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광장에서 시위를 열고 유

럽통합과 야누코비치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계의 이러한 

조직적 행동은 야누코비치 정권을 붕괴시키고 유럽통합으로의 외교적, 대외경

제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Pomeranz 2016).

우크라이나인들과 마찬가지로 몰도바 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몰도바계 또한 

혁명을 통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했다. 공교롭게도 몰도바 혁명의 촉발 원인

도 민주주의의 퇴보였다.17) 2001년 보로닌이 이끄는 공산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서 몰도바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게 

되었고 민주화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국가의 외교적, 대

외경제적 정책 노선이 유럽보다는 러시아를 향하면서 몰도바계의 불만이 누적

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몰도바계의 조직적 행동으로 결집된 계기는 2009년 4월의 부

정선거였다. 친 유럽, 친 루마니아 성향의 몰도바인들은 유럽연합과 루마니아 

국기를 흔들며 4월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Spiegel. April 8, 2009), 이러한 시위는 몰도바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뿐

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주요도시를 비롯해 런던과 워싱턴, 뉴욕의 교민들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혁명의 결과로 친 유럽 성향의 몰도바 야당들은 직전 선거

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친 러시아 성향의 공

산당은 정권교체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몰도바는 2009년 7월 선거와 2010년 11월 의회선거를 통해서 구체제의 유산

을 그대로 물려받은 공산주의 계승자들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세력으로 엘리

트 교체를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보로닌 정권에서 보

여준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종식시키고 유럽의 인근 국가들과 유사한 준대통

령제로의 복귀를 이끌기도 했다(Prisac 2015: 88).

한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이러한 혁명이 잘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 중 

17) 유럽연합과의 A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정치적 민주화라는 점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장
기간 독재, 부정선거 등은 몰도바가 유럽으로 가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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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1989

년 말과 1990년 초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 일어난 통합운동은 양국 사이 국경 

철조망이 제거될 정도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위를 비롯한 조직적 행동

의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도 있었다. 양국에서의 통합운동은 실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1990년대 초 갑작스럽게 동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2009년 몰도바혁명은 상황이 달랐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시위대의 행동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부정선거가 드러난 직

후인 2009년 4월 7일 수도 키시너우에서 약 3만 명의 시위대가 빠르게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도 참가자들이 바로 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시위 장소 및 노선을 

함께 논의했기 때문이다(The New York Times. April 7, 2009).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혜택은 2014년 우크라이나혁명에서 빛을 발했다. 유로

마이단 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보안 당

국의 무차별적 진압이 계속되었지만 시위대는 쉽게 와해되지 않았고, 사회관계

망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이익결집과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

5. 맺는말

본 사례는 과거 유럽 강대국들과 러시아(혹은 소련) 사이에 끼인 약소국들의 

지정학적 딜레마가 경제적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확대에 따른 소득변화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회 내 이익집단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이익

이 어떻게 조직되고 정부의 RTA 정책 결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이 지역 RTA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주로 국제적 관점에 머

물러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중소국 경제의 RTA 선택이 강대국들의 이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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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각 사회경제적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같은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고는 국내적 관점에서 민족, 지역, 세대 간 대립 및 갈등에 따라 RTA 정책 

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는 민족 

간 뚜렷한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러한 구도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

에서 각 민족 진영의 특수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익 수호

를 위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조직을 촉진했다. 또한 양국에서는 지역적 요인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에서 러시아계가 다수를 이루고 구체제의 영

향으로 소련의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은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

고 러시아와의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의 DCFTA를 반대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에서 세대 간 차이 역시 RTA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서쪽에 위치한 사회경제적 집단들은 유

럽연합과의 DCFTA를 선호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러시아와의 EEU를 선호한다

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독립 이후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 유럽연합

을 선호하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러시아 등과의 전통적 무역관계를 현실적 방안

으로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집단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거와 여론조사를 활용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과 

2014년 대통령선거에서, 몰도바에서는 2009년 7월의 의회선거를 통해 이러한 선

호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었고, 이들의 이익은 양국이 2014년 6월 유럽연합과의 

AA에 서명하면서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양국에서의 집단행동 문제는 혁명이

라는 수단을 통해 극복될 수 있었으며, 모바일 기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발

전도 이익의 효율적 조직에 기여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러한 분석은 개별 집단

들의 선호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둘째, 본고에서는 이들 사례에서 관찰되는 

국내정치의 안정성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국가에서 관

찰되는 국제정치의 불안정에 따른 정책 결정의 지연 혹은 결정의 번복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결정요인의 추적과정에서 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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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적 관점에서 개별 사회집단들이 가지는 이

익과 선호를 매우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분

석의 틀을 정교화하거나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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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oice of Region: Domestic Politic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Ukraine and Moldova

Changbae Hur · Jinwoo Choi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Ukraine and Moldova, locat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Russia, chose 

Europe, not Russia, as a partner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countries made this choice during a clash of foreign policies between Europe 

and Russia, a conflict caused by the gradual expansion of power of European 

integration to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while Russia was in the midst of 

pursuing foreign polic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recognize the region as its 

buffer states. Why did the two countries choose Europe over Russia? This 

choic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dynamics among domestic interest groups 

with different preferences for RTAs, and these cleavage structures were pivotal 

in the policies and decision-maki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both countries 

chose RTAs with Europe,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interest groups.

Key Words: European Union, Eurasian Economic Union, Regional Trade Agreements, 

Interest Groups, Collective Action Problem

18)

논문접수일: 2018.10.10  / 논문심사일: 2018.11.07  / 게재확정일: 2018.11.08

허창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 국제정치 전공.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4763). 관심분야: 동유럽 정치경제. 유

럽정치. Tel: 010-9604-1222 / e-mail: cbhur60@gmail.com,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비교정치, 유럽정치 전공.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4763). 관심분야: 

유럽정치. Tel: 02-2220-0824 / e-mail: jinwooc@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