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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왜 대러시아 제재에 엇박자를 놓을까?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6시간 후

에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의 제재 여부는 오로지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 세기 말, 세르비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은 경험을 이유로 

제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며칠 뒤인 3월 2일에는 러시아 침략을 노골적으로 규

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침략을 비난했다. 이후에는 세르비아는 가중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부치치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를 밝혔다. 그는 3월 4일 우

크라이나 대사에게 ‘베오그라드는 유럽연합의 법에 따라 호텔 숙박, 거주 및 취업 허가를 

제공할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치치 대통령의 갈등 조정에는 세 가지 핵심 명분이 있다.  

 

첫째,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항상 좋은 관계를 누려왔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세르비

아 편을 들기를 거부했을 때에도 세르비아 편을 들어주었다. 러시아는 1999년 나토의 세

르비아 폭격 지원을 거부했고,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

으며, 지난해에는 세르비아군에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기도 했다.  



 

둘째, 2021년 11월 유럽 전역에서 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놀랄 

만큼 후한 거래를 맺어주었다. 유럽인들이 난방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푸틴은 1,000입방미터 당 1,000달러 정도 했던 천연가스 가격을 향후 6개월 동

안 270달러로 고정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4월에 예정된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에서 부치치의 선거운

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으며, 부치치의 

일부 지지자들은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서명한 것에 불

만을 표하기도 했다.  

 

어느 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

며, EU나 미국이 그들의 입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EU의 가장 명백한 압박 포인트는 세르비아의 EU가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이 그렇게 하더라도, 세르비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당분간 유럽연합 확

대를 중단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발언으로 보아 세르비아가 조만간 유럽연합에 가

입하리라는 베오그라드의 믿음은 거의 없다. 

 

푸틴에 맞서 유럽 연합 전선을 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EU와 미국은 세르비아가 러

시아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사적인 제안이 아닌, EU 가입을 실현 가능한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르비아가 가장 지속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로 간주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도록 설득하

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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