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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n Revolution and African Liberation Movements 

- Focusing on Ethiopia and Angola 

Bethel Ghebru & Kim Kwang-Su

The aftermath of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influenced Africa by 

becoming an ideology that could overcome colonialism, imperialism and 

neo-liberal democracy and bring about independence and self-development 

of African countries. The liberation movements of African countries were 

influenced by the powerful supremacy of US and Soviet Union's competition 

and realistic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he adoption of 

Marxism-Leninism by African countries was intended to support the 

liberation movement through the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In 1974, the Marxist-Leninist army of Ethiopia led 

a coup to take control of the regime. Ultimately, Ethiopia aimed to bui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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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ist-Leninist state with military and economic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Angola established a Marx-Leninist government in 1975 following 

Ethiopia. The liberation movement in Angola wa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old war situation and the regional conflict. Angolan nationalists were 

divided into three nationalist groups due to cultural and political differences. 

The civil war in Angola was recognized as a proxy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the triumph of the Angolan Marx-Leninist 

government brought Namibia's independence and contributed to tear down 

the apartheid regime in South Africa.

Keywords: Russian Revolution, Cold War, African Liberation 

Movement, Soviet Union, Ethiopia, An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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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냉전시기에 아프리카는 미국과 소련연방이 권력을 다투는 각축장이었으

며, 양국의 대결구도는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냉전 당시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동부 및 남부 아프

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에티오피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혁명 이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17년 혁명 이전 두 국가 관계는 두 

제국의 황제들의 관계라 할 수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혁명

이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티오피아 황제의 두려

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난민들에게 에티오피아가 보냈던 따뜻

한 환영이 의심, 체포, 추방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후 근대사에서 1974년 헤일에 셀라시에 황제(Emperor Haile Selassie)

를 폐위시키고 정권을 획득한 멩기스투 사회주의 정권은 소련연방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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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황제와 귀족 및 이에 동조하는 친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하

나의 전략으로 러시아 혁명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멩기스투 군사정권은 

소련연방의 지원을 받아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소련연방은 에티오피아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미국이 소말리아를 지원했기 

때문에 오가덴(Ogaden) 전쟁은 냉전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1974년까지 남부 아프리카는 소수 백인의 억압적인 통치에 반발하여 아

프리카인이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앙골라

와 모잠비크에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에 대해, 남로데지아(Rhodesia: 지

금의 짐바브웨)에서는 이안 스미스(Ian Smith) 백인 소수 정권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기술함)에서는 백

인 정부의 식민지배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하

고 있었다. 1974년 4월 포르투갈의 혁명과 함께 시작된 앙골라 해방전쟁

은 냉전의 영향으로 미국과 소련연방이 개입하게 되었고 남아공과 쿠바가 

참전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앙골라가 소련연방과 쿠바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남아공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서 남부아프리카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의 해방운동에 러시아 혁명과 소

련연방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2장

에는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와 에티오피아의 관계와 그 당시 러시아 혁

명이 에티오피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1974년 에티오피아 혁명과 러시

아 혁명의 비슷한 점을 고찰한 후, 러시아가 소련이었던 시절에 에티오피

아와의 동맹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는 앙골라의 저항조직과 해방

전쟁, 그리고 앙골라 독립과 내전을 설명하여 앙골라와 소련연방의 외교

정책을 차례로 정리하여 에티오피아와 앙골라는 러시아 혁명을 어떻게 이

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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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러시아 제국과 에티오피아 

1.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와 에티오피아의 관계

에티오피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요하네스 황제(Emperor Yohannes: 

1872-1889)의 통치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국가의 종교가 정교회로 같

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방문한 러시아 사절단은 1885년 요하네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방문한 아시노프(Ashinov)와 러시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정치적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1889년에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시도했

으나 실패하였고, 러시아의 아프리카 식민지 건설에 대한 원대한 꿈은 사

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후 1892년에 마슈코프 중위(Lieutenant 

Mashkov)가 메넬리크(Menilek) 황제(1844-1913)를 방문하였다. 이탈리아가 

우치알레(Wichale) 조약 17조에 의거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보호령을 요

구하자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영국의 협력을 반대하고 에티오피

아가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는 메넬리크의 주장을 지지했다 (Eshete, 1977, 

p. 2). 

1895년 3월에 마슈코프의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대표적 인물

은 바로 레온티예프(Nikolay Leontiev)로 그는 러시아 군 장교였다. 레온티

예프의 임무는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려던 아시노프와는 달리 양국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레온티예프가 에티오피아를 1895년 4

월에 떠난 후 메넬리크는 정치인과 정교회 대표를 포함한 첫 번째 외교사

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Eshete 1977, p. 3). 외교 사절단은 40일 이

상 러시아에 머물렀다.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2세(Nicholas II: 1894-1917)와 정부

관료 그리고 정교회 관계자들은 에티오피아 사절단을 맞았다. 당시 이탈

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정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메넬리

크는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다. 에티오피아 사절단은 니콜라스 2

세가 메넬리크에게 보낸 40만 루블과 135상자의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다

량의 탄약을 갖고 에티오피아로 귀국했다 (Eshete 197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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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메넬리크는 

레온티예프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1896년 3월 1일에 이탈리아가 일으킨 

아드와(Adwa)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고문인 레

오니 알타모노바(Leonid Artamonov)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15명의 러시

아 군사 고문단과 42개의 산포를 지원받았다 (Bieschevost 2011; Great 

Biographical Encyclopedia 2009). 메넬리크 황제는 에티오피아에는 없었던 

백작(Count)이라는 작위를 레온티예프에게 내리고 아바이 백작(Count 

Abai)이라 명시된 공식 문서를 주었다. 러시아 황제는 아드와 전투 이후 

이탈리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으나 이탈리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ieschevost 2011).

러시아와 에티오피아 관계는 1896년에서 1898년 사이에 가장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적십자 사절단은 에티오피아에 1896년 7월

에 도착하여 아드와 전쟁의 부상자를 치료하였다. 러시아는 아드와 전투

에서 에티오피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적십자를 

1896년 7월에 파견하여 부상자들을 치료하였다. 적십자 사절단은 2개월 

동안 머문 후 출국하였지만, 메넬리크가 설립한 에티오피아 적십자사 운

영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의료 요원이 남게 되었다. 또한 1898년부터 러

시아는 에티오피아에 정기적으로 외교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이는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Eshete 1977, p. 3). 그러나 

에티오피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190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

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소수의 러시아인이 아디스아바바에 거주

하고 있었고, 에티오피아인들이 교육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1885년 

또는 1889년에 아시노프와 동행하여 러시아에 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최

초의 러시아 유학자들이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한 

에티오피아에 돌아와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Eshete 197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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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에티오피아 반응 

러시아 제국은 약 1,00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였으나 로마노프 왕조

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이 1918년에 암살당하며 화

려했던 제국은 막을 내렸다.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소

련연방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레닌의 지도하에 칼 마르크스의 과

학적 사회주의에 의한 10월 혁명은 1917년의 전통 봉건 군주제와 정교회 

국가인 에티오피아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10월 러시아 혁명은 

군주, 귀족, 정교회의 폐지와 사유재산의 폐지, 그리고 노동자 계층에게 

권력을 넘길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Eshete 1977, p. 5). 

따라서 러시아 혁명은 당시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소련연방과 마르크스주

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러시아 혁명으로 의인 

초래된 시민과 혁명 운동가들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에티오피아인에게 볼

셰비키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하였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런 인

상은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서방 외교관들과 에티오피아로 유입된 서구 

보수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에 있는 러시아 난민들에 의

해서도 알려졌다. 당시 국내 신문에도 볼셰비키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새

로운 체제를 에티오피아에 도입하기를 원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공산주

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Eshete 1977, p. 5).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신

문의 해석은 잘못 알려졌고 위조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메넬리크 정부

는 과거의 러시아 황제를 지지하였고 볼셰비키주의자 소련연방 혁명정부

에게는 전적으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 (Eshete 1977, p. 6).

1918년 7월 16-17일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처형 소식이 에티오피아에 전

했을 때 1918년 10월에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성조지교회(St. George 

Church)에서 에티오피아정교회 교황과 서방 외교관, 그리고 아직 아디스

아바바를 떠나지 않은 러시아 대리 공사(Chargé d' Affaires)와 함께 애도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Eshete 1977, p. 6).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서면

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마지막 대리 공사가 1919년에 공사관 건물을 폐지

하고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러시아 제국과 에티오피아의 외교관계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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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단되었다. 공사관 건물은 에티오피아 정부재산이 되었으며 나중에 

벨기에 대사관에 임대하였다. 임대료 수입은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가난

한 러시아 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Eshete 1977, p. 6).

1.3 1917-1935, 에티오피아의 러시아 난민들

에티오피아에 온 대부분의 러시아 난민들은 볼셰비키의 적군에 대항하

여 백군 편에서 내전 (1917-1921)에 참여한 군 장교들이었다. 대부분이 귀

족이었으나 귀족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러시

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에티오피아로 직접 

온 러시아 난민은 없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서 체류한 후 에

티오피아로 온 사람들로 주로 프랑스의 파리에 살다가 에티오피아에 온 

것으로 보인다. 한 무리는 라스 타파리(Ras Tefari: 이후 셀라시에 황제가 

됨)의 초청으로 에티오피아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인들이나 

다른 러시아 난민으로부터 에티오피아가 러시아인을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에티오피아 국적을 받았고, 일부는 아디스아바바

의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했다. 러시아 피난민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 프랑스어는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

에 통역사를 통해 귀족과 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며, 당시 유학을 마

치고 돌아와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젊은 에티오피아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 대부분의 난민들은 

암하라어를 배웠다. 그들은 성 니콜라스 (St. Nicholas)라는 러시아인들의 

교회에서 미사를 올리고 외국에 있는 러시아 기관들과 접촉하여 Les 

Dernières, Nouvelles Russes, La Renaissance, La Russie Illustré와 같은 러시

아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러시아 난민은 에티오피아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현재 굴레레(Gullele) 지역에 있는 퍼런지(Ferenji 

Cemetery)공동묘지에 40여기가 넘는 러시아 난민들의 무덤이 있다 (Eshete 

1977, p. 12).

볼셰비즘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정교회, 귀족에게 용납되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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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군주제와 귀족의 폐지, 교회와 종교의 폐지, 노동 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 그리고 사유 재산의 폐지 등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볼셰비즘과 공산주의가 에티오피아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했다.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공산주의가 성장한 후, 특히 1920년대 

이집트에서 볼셰비키가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

는 볼셰비키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로 메넬리크의 에티오피아 정부 각료회의에 저항하는 메넬

리크의 경호원인 마할 세파리스(Mehal Sefaris)가 이끄는 첫 번째 대중운동

이 러시아 혁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Eshete 1977, p. 12). 아디

스아바바에 있는 외교관들은 마할 세파리스를 소련연방 또는 에티오피아

의 혁명가로 언급하였다. 마할 세파리스가 1918년 5월에 발표한 선언문은 

1907년 메넬리크 황제가 처음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임명한 장관

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마할 

세파리스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2명의 장관을 “열두 명의 사탄”으로 

규명하고 모두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저항 운동은 점점 더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따라서 섭정이던 라스 타파리는 마할 세파리스

에게 편지를 보내 장관들의 해임 요청을 수락했다 (Tessema 1971, pp. 53–

56). 이는 볼셰비키 유형의 운동이 에티오피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마할 세파리스 저항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혁명 이전

에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에티오피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

고, 이 운동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볼셰비키식 대중 운동에 대한 경고를 

해 준 최초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야 에티오피아가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볼셰비키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다수의 신문 논설

에서 표출 되었다 (Eshete 1977, p. 12). 

1929년 아디스아바바의 영국 대표는 이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초기 러시아 난민 중 한 명인 가브릴로프

(Gavriloff) 박사의 추방 소식을 공개했다 (Eshete 1977, p. 14). 영국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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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아디스아바바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볼셰비키 비밀 요원임

을 입증하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보내 은 편지를 포함한 볼셰비키 관련 

서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브릴로프 박사가 받은 의심스러운 편지에는 

러시아어로 “독일산 기관총과 시한폭탄을 항구를 통해서 운송할 예정이며 

50개의 폭탄의 대가로 300파운드가 필요할 것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shete 1977, p. 1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의 대표들

도 에티오피아에서 볼셰비키 요원을 척결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였다.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는 그 당시 

볼셰비즘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shete 

1977, p. 15).

베르하네나 셀람(Berhanena Selam) 신문 논설에 따르면 “볼셰비즘을 싫

어하는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탈출하여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유럽국

가 등으로 피신을 했다. 이것은 볼셰비키주의자들이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유럽 각지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즉시 체포되어 모스크바로 추방당하였다. 에티오피아

도 러시아 난민을 수용하였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술자들에게는 일자리

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이 중에

는 가브릴로프 박사 같은 볼셰비키 사상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러시아 난

민들도 유입 되었다 (Eshete 1977, p. 12). 몇 주 후, 1929년 8월 23일에 또 

다른 러시아 난민이 체포되었다. 그는 아디스아바바시 지자체에 고용되었

던 기술자 트라첸버그(Trachtenberg)로 아내와 함께 추방되었다. 에티오피

아 농업부에 고용되었던 기술자 페레노브스키(Verenowsky)와 메넬리크

(Menelik)와 타파리 마콘넨(Tefari Makonnen) 학교 의 미술 교사였던 예술

가 디트리히(Dietrich)도 체포되었다 (Eshete 1977, p. 17).

이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된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

하려고 한 혐의 때문이었다. 이들과 뜻을 함께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사람들 중에 당시 러시아 유학파인 아세베 타파리(Asebe Teferi) 

주지사였던 진보적인 성향의 타클라 하와르야트(Tekle Hawariat)가 있었다 

(Eshete 1977, p. 18). 자신의 종이 대포를 수입했다고 당국에 신고하여 그

는 볼셰비키와 관련이 있었다는 죄목으로 검거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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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개월 후에 사면을 받았고 복직했다 (Eshete 1977, p. 21). 그의 종이 

대포라고 신고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된 제분기에 사용되는 실린더였다. 

타클라 하와르야트는 1930년대 초에 재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토지 소유권

과 자유주의 개혁을 지지했다 (Eshete 1977, p. 18). 그리고 그는 에티오피

아의 첫 헌법의 도입과 1906-17년 러시아 두마(Duma: 1906-1917년의 러시

아 의회)를 모방한 에티오피아 의회의 창립에 큰 역할을 했다. 

1.4 러시아 혁명이 에티오피아에 미친 영향

에티오피아에서 볼셰비키 관련 음모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인들은 러시아 혁명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극도의 예

방 조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피해 고국을 떠나 온 아르메니아 출

신 아디스아바바 보안경찰대장 바비키안(Babikhian)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Eshete 1977, p. 20). 바비키안은 아디스아바바

시 자치구역의 경찰수장으로 있으면서 에티오피아의 볼셰비키 음모에 관

한 이야기를 만들어 베르하네나 셀람 신문에 글을 썼다. 그러나 그가 신

문에 작성한 내용은 후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추방된 가브릴

로프 박사가 불가리아에서 받은 편지조차 바비키안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

져, 사실 1929년에 에티오피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만한 네트워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shete 1977, p. 20). 

나중에 러시아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추방된 후, 타클라 하와르야트

(Tekle Hawariat)의 무죄를 확신한 에티오피아인과 파리 소재 러시아 난민

기구(Russian Refugee Organization)의 요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바비키안의 위험성을 인지한 정부는 그를 직

위에서 해임했으며 더 이상 에티오피아에서 정부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저지른 일인지, 반볼셰비즘에 현

혹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런 

것인지는 밝혀지자 않았다 (Eshete 1977, p. 21). 확실한 것은 바비키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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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에서 추방됐던 러시아 난민들은 그들의 결백이 입증되어 원할 

경우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메넬리크는 1896년에 아드와 전투에서 이탈리아에 승리 한 후 에티오피

아 남부 전역을 침략했다. 그가 정복한 땅에는 봉건제도가 수립 되었고 

봉건 제도는 민족집단에 대한 억압을 수반하였다. 에티오피아가 맞닥트린 

근본적 문제에는 계급과 봉건 문제였다. 메넬리크 때 고착화된 봉건제도

는 이후 셀라시에 황제 시기의 계급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에

티오피아가 봉건과 자본가, 억압과 작취, 중세와 현대시대의 중간지점을 

배회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1974년 2월 에티오피아 혁명 당시 주도

적인 역할을 했던 젊은 노동자 계층, 학생 지식층, 에리트리아 민족해방 

운동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로 통합되었다(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978, p. 465).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

를 넓혔고 1950년대 후반에는 소련연방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지원을 받

기 시작하였다. 1935-36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을 당시 소

련연방은 이탈리아 침략을 비난한 5개국 중 하나였다. 에티오피아와 소련

연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흔적은 아드와 전투가 끝난 

후 에티오피아가 아디스아바바에 소련연방의 대사관 건설을 위해 넓은 토

지를 제공하였으며 소련연방이 아디스아바바에 병원을 건립해 준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소련연과 에티오피아는 1943년 4월 21일 공식적인 외교관

계를 수립하였고, 1956년에 양국에 대사관을 개설하여 더욱 긴밀한 관계

가 되었다 (Shinn & Ofcansky 2013, p. 357). 에티오피아와 미국이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연방은 동부아프리가 지역에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1947년에 아디스아바바에 소련 적십

자 병원(Soviet Red Cross Hospital)을 건설했다 (Mott 2002, p. 259). 양국의 

관계는 셀라시에 황제를 걸쳐 지속되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

에는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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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련연방과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의 1974년 혁명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식민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에티오피

아의 대부분을 정복하지 못하며, 고도로 조직화 된 토착의 봉건 제국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그것은 도시 지역의 무산계급와 농촌 지역의 소농계

급의 존재를 자각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계급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

의 씨앗을 억눌렀다. 1974년 에티오피아 혁명은 언뜻 보기에 1917년 러시

아 혁명과 비슷했다. 오랫동안 통치했던 독재자는 혁명을 통해 쫓겨났다. 

아디스아바바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소요사

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수 개월간의 개혁 시도가 이어지면서 헤일에 셀라

시에(Haile Selassie) 정부가 1974년 9월에 결국 무너졌다. 그러나 이 혁명 

초기모습은 에티오피아의 길고 복잡한 볼셰비즘의 역사뿐만 아니라 혁명 

자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추고 있다 (Cowcher 2017). 귀족에 대한 국

가의 의존이 감소하게 된 것은 1920년대에 시작된 군현대화 작업 때문이

었다. 군현대화 작업은 셀라시에가 섭정과 왕위 계승자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1916-1930)와 왕이 되었을 때(1930-1974) 강력하게 추진되

었다. 벨기에 군사 사절단과 프랑스 장교들의 훈련을 통해 1920년대 왕실

경호원(Royal Bodyguard)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1934년에 홀레타(Holeta) 

육군 사관학교가 설립되었다 (Tiruneh 1993, pp. 10-11). 셀라시에의 이러한 

정책은 많은 귀족에게 독재정치로 비쳤고, 그의 탄압이 지속되자 많은 에

티오피아인이 1974년 2월에 반란에 참여했다. 개혁 초기에는 자발적 성격

이 강했지만, 수백만 명의 농민, 노동자 및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진

보주의자들이 참여했으며, 당시의 봉토-부르주아(feudo-bourgeois)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1970년부터 심각한 기근과 수에즈 운하 폐쇄

에 의한 유가 상승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국민생활을 악화시켰다 

(Nathaniel 2006, p. 40). 기근으로 인해 아사자가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지

만 일부 지배층은 식량을 쌓아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황제는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기근을 은폐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

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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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1989). 1973년 이후 파업과 시위가 빈번히 발발했고, 에리트레아에

서는 내전이 발생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황제가 궁전에서 사

육하고 있는 애완 사자에게 고기를 주고 있는 사진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혁명 발생한 지 8개

월 만에 절대 군주인 셀라시에 황제가 45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고 봉건 

군주제의 악순환이 종식되었다 (Nathaniel 2006, p. 40). 에티오피아의 1974

년 2월 혁명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시대에 노동자 계층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한 계기였다. 따라서 에티오피

아 혁명은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현존하는 부르주아지는 

대다수의 경우 토지와 봉건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대신

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자체 규칙에 따라 대량 노동력을 축적

하고 자본주의의 지배력을 보장 할 수 없었다.    

1974년 9월 13일에 아만 안돔(Aman Andom) 장군은 데르그(Derg)로 알

려진 임시군사행정위원회(Provisional Military Administrative Council: 

PMAC)1)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테페리 벤티(Teferi 

Benti) 준장을 국가원수로, 멩기스투 중령을 제1부의장으로 임명했다 

(Johns 1989). 멩기스투는 그 후에 일어난 온건파와 급진파의 대립 당시 

스위스에서 병으로 요양 중이었던 황태자를 맞아들이자고 주장했던 온건

파의 아만 안돔 PMAC 의장과 대립했다. 온건파는 지식인층이 대부분이

었지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고, 군 일부가 참여했던 급진파

는 공화제를 주장했으며 학생이나 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지지하고 있었

다 (Johns 1989). 11월 22일 급진파는 에리트레아 해방전선(Eritrean 

Liberation Front: ELF) 토벌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아만 안돔 

의장을 해임한 후 연금했다. 11월 24일 온건파와 총격전을 벌여 아디스아

바바 각처에서 아만 의장을 포함해 전 수상 2명,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1

세의 손자인 해군 사령관, 61명의 온건파 고위지도자, 정부 고관, 황족 등

을 살해했다. 멩기스투는 이를 계기로 에티오피아의 실권을 장악했다. 초

기에 친미와 친소 사이에서 모호함을 유지했던 멩기스투는 결국 소련연방

을 선택하고 공산주의 에티오피아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1974년 12월 12일, PMAC는 에티오피아를 사회주의에 기초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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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했다. PMAC가 발표한 사회주의 선언은 총 10개항으로 구성되었고, 

선언문의 내용은 소련연방이 에티오피아에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인

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에티오피아 틱뎀

(Ethiopia Tikdem)’이라는 ‘에티오피아 제일주의’의 선언은 민족주의 성향

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공산주의라고 하기에는 이념적 간극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변웅 2015, p. 203). 1975년 1월 1일에는 혁명위원회인 PMAC

은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은행, 보험사, 섬유기업, 제당기업, 

정유기업 등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철도도 접수했다. 2월 3일에는 사회주의 선언 항목 제6항과 제8항을 근거

로 72개의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을 국유화했다. 2월 7일 PMAC은 ‘사회주

의 에티오피아 경제정책선언’을 표명하고 정부와 민간자본, 민간기업과의 

합병을 발표했다. 2월 11일 이미 대통령으로 선언을 한 멩기스투는 

PMAC의 의장에 취임하는 동시에 에티오피아 원수가 되었다. PMAC은 3

월 4일에는 제7항을 근거로 토지 개혁을 발표했다 (변웅 2015, p. 205). 봉

건적 토지 소유 시스템을 폐지하고, 교외에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국유화를 발표하였으며 정부 하부 조직으로 농업조합의 설립을 허용했다. 

멩기스투를 중심으로 한 군의 소장파 장교들이 수립한 군사정권은 친소

련 사회주의 노선을 천명하였으나 중화학공업 발전이나 농업발전계획 수

립보다는 국유화와 같은 정책에 집착했으며 소련연방의 군사원조에 힘입

어 군사행동에 신경 썼다. 당시 소련연방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변을 진보 세력과 연대해 사회주의를 이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제3세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소련연방은 여러 차례 경제, 정

치, 군사적으로 수령에 빠지게 되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도 결국 그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은 소말리아 독재정부

에 대규모의 지원을 하여 친미 정권으로 만들었으며 에티오피아 반군을 

지원하였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의 침공에 직면해 있었고, 소말리

아의 지원을 받는 에리트레아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 이후, 소련연방

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개전 후, 처음에는 소련연방이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사이에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Westa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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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63).

<지도 1> 냉전시대 동아프리카 상황 

출처: 조인스 블로그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lamin&folder=5&list_id=12441783)

2. 소련연방과 에티오피아의 동맹관계

소련연방과 에티오피아의 동맹관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 

멩기스투는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고 소련연방을 향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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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구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혁명에 대한 당시 소련연

방의 평가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소련연방은 초기의 멩

기스투 반란이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고 오히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황제

와 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적 요

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후 멩기스투는 소련연방

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집착과 헌신을 하였다 

(변웅 2015, p. 207). 멩기스투는 소련연방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에티

오피아 국내에서 데르그 지지자들에게 데르그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변웅 2015, 211).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인

정을 받음으로써 구체제 엘리트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Westad 2005, 196-201). 데르그가 에티오피아를 장악하면서 역사상 처음으

로 사회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종주국인 소련연방에

게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변웅 2015, p. 212). 결국 소련연방과 미국 사이에서 전

략적 위치에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르그는 오히려 냉전과 강대강

(强對强) 세력 간 힘의 대치를 권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결과적으

로 멩기스투는 냉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미소의 대결구도를 자신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이용하며 소련연방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소련연방은 왜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에티오피

아와 동맹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을까? 소련연방은 미국의 세력 확장과 이 

지역의 반공주의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당시 소련연방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동부 아프리카 진출 가능성을 두려하며 에티오피아

의 전략적 활용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미소냉전의 각축전, 그리고 중국

의 심상치 않은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동아프리카 국

가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전략적 요충지로 

파악하여 ‘지역적(regional)’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변웅 2015, 

p. 213).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6년 12월 14일, 마침내 소련연방과 에티

오피아는 군사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고, 1977년에 소련연방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고 있던 카스트로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멩기스투의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 1978년 11월에 양국은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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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조약을 조인하였고 소련연방은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에

티오피아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하였다. 당시 70년대 초에는 소말리아는 

인도양에 있는 해군, 공군 기지를 소련에 제공하고 있었다. 

1974년에 소련연방 외무장관 구로미코(Andrei Gromyko)에 따르면 소련

연방과 에티오피아의 동맹관계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 아파르

트헤이트와 시오니즘에 반대하여 평화, 국제단결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를 수립하는 협력관계로 성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Gromyko 1988, p. 529). 

1980년대에는 24,000명 달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이 소련연방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Tetrault-Farber 2015). 소련연방은 1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1,0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도 파견했다. 소

련연방은 또 에티오피아를 지원할 쿠바 병력 및 기술인력 17,000명을 에

티오피아로 수송하는 데도 지원했고 남예멘과 북한, 동독도 군사훈련을 

위한 고문단을 파견하는 등 에티오피아를 지원했다 (Woodroofe 2013, p. 

192; Stone & Kuznick 2014).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소련연

방의 개입에 박수를 보내면서 소말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여겼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말리아를 지원하여 오가덴 전쟁

은 냉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소

련연방과 대립하던 중국과, 차우셰스쿠 치하에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루

마니아도 소말리아측에 가담했다. 

멩기스투 정권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소련연방은 에

티오피아 혁명정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Westad 2005, p. 276). 혁

명에 참여한 청년들 중 일부는 멩기스투의 군사혁명이 러시아 혁명과 달

랐다는 점에 큰 배신감을 느껴 시위를 하였고 멩기스투는 이러한 수 천 

명의 젊은 에티오피아인들을 잔인하게 처단하였다 (Cowcher 2017). 에티

오피아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1977년 7월 13일 오전 3시에 소말리아

군 7만 명이 항공기 40대, 전차 250대, 장갑수송차량 350대, 화포 600문을 

동원하여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로 침공했다 (Woodroofe 2013, p. 7). 이

것은 당시 소말리아가 보유한 모든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7월말에 소말

리아는 오가덴 주의 60%를 장악했지만 에티오피아 공군의 활약으로 제공

권을 탈환했다. 당시 소말리아군은 MiG-21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에티오피



642    외국학연구 제46집

아 공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F-5로 대항했다. 이후 전쟁은 장기화되

어 1983년 7월 에티오피아군이 소말리아로 침공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소련연방의 지원으로 에티오피아는 반군들이 장악했던 지역을 회복했다. 

소말리아는 오가덴 분쟁에서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소련연방과 국교를 단

절하고 그들이 군사기지로 사용하던 베르베라(Berbera)에서 소련연방의 해

군을 추방했다. 하지만 냉전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과 소련연방의 관계회

복, 내전으로 인해 소말리아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1988년에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는 정전에 합의했다 (Woodroofe 2013, p. 126). 이후 소말리아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1980년에는 미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

와 같은 상황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의 사례

는 국내 분쟁이 전형적인 양극체제의 냉전 상황 속에서 대리전으로 변화

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에티오피아 정부군의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

격은 대규모의 가뭄과 기아의 발생으로 실패로 이어졌다. 멩기스투가 혁

명 10주년 경축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에티오피아는 20세기 최

악의 재앙인 1984년 기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984년에서 85년까지 

발생한 기근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약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

다 (마틴 메러디스 2014, p. 475).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서구의 구호 활동 덕에 수천, 수만 농민이 목숨을 건 졌다. 

그러나 멩기스투 정부는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의 근거지인 광활한 티그레이 지역에 서구의 구호 활동이 미

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서구 외교관들이 열심히 움직였지만, 멩기스투는 

300만 명에 이르는 티그레이 주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위해 '안전 통행로'

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마틴 메러디스 2014, p. 475).

멩기스투의 사회주의 정권은 1990년 냉전 종식에 의해 후견국인 소련연

방의 붕괴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1991년 내전 끝에 반군조직 연합체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Ethiopia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은 데르그 군사정

권을 몰아내 주요 도시를 장악했고, 멩기스투가 짐바브웨로 망명하면서 

데르그는 1991년 5월에 무너지게 됐다. 미국은 5월 말에 런던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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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과 에티오피아 정부간 휴전협상 때 반군의 수도 장악을 지지하였고 

멩기스투가 망명하기 훨씬 전부터 EPRDF와 휴전에 동의하고 임시 거국

정부를 세워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했다. EPRDF은 1994년 신헌법을 제정

하고, 내각제와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1995년 총선에서 네가소 기다다

(Negasso Gidada) 대통령을 에티오피아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991년부터 대통령이었던 멜리스 제나위(Meles Zenawi)는 여당의 수장으

로서 총리에 올랐다. 이와 함께 1993년에는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멩기스투 정권 당시 소련연방의 군사차관 등을 포함하

여 에티오피아의 대(對)러시아 외채는 60억 달러에 육박하였으나, 1999년 

48억 달러를 삭감한 이후, 러시아가 파리클럽의 회원국으로 가입 하면서 

2005년 4월 11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현재 1.6억 달러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간혹 양국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었지만,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동부 아

프리카의 소비에트 정책을 지지하였다. 소련연방은 멩기스투 정권이 권력

을 유지함으로서 소련연방이 에티오피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소련연방은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와 같

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긴밀한 유대 관

계를 맺고 싶어 했다. 즉 소련연방은 홍해 지역과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

리카 국가와의 관계에서 에티오피아를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

구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소련연방은 에티오피아를 이용해 아프리카 대륙

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IV. 소련연방과 앙골라

1. 앙골라 저항조직과 해방전쟁

앙골라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여러 개의 민족주

의자 집단으로 분열되었으며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에 저항해 3개의 저항조

직이 출현했다. 앙골라의 북쪽은 로버트 홀든(Robert Holden)이 이끄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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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민족해방전선(Frente Nacional de Libertaçào de Angola : 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 FNLA)이 바콩고(Bakongo)인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로베르토는 바콩고 왕족은 물론 지역 자본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도 루안다(Luanda)와 중부지역은 급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를 따르는 음분두(Mbundu)인이 앙골

라인민해방운동(Movimento Popular de Libertaçào de Angola :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 MPLA)을 지지하고 있었다. 남부에는 벵겔라 고

원지대(Benguella Plateau)를 중심으로 오빔분두(Ovimbundu)인이 주로 거주

하고 있었는데 죠나스 사빔비(Jonas Savimbi)가 이끄는 앙골라완전독립민

족연합(Uniào Nacional para a Independência Total de Angola : Nation Union 

for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 UNITA)이 지지를 받고 있었다 (김윤진·

김광수 2013, p. 347-349).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한 반면 남부 아프리

카 국가들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백인 이주민이 

많았던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인 지배가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었다. 

남아공의 백인정부와 인종차별정책, 로데지아 백인 정부, 행정 군사 체제

를 확대하려는 앙골라와 모잠비크에 대한 포르투갈의 지배는 이들 국가들

의 독립을 막고 있었다. 

앙골라의 민족주의 운동과 해방전쟁은 중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탄자

니아,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 포르투갈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국

가들, 콩고, 자이레,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

되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는 국제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앙골라의 정치조직은 각각 소련연방, 쿠바, 중공, 미국, 남아공, 자이레 등

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에 대항한 1961년 2월 4일에 일어난 루

안다(Luanda)의 반란은 앙골라 해방전쟁의 시작이라고 평가된다. 약 180명

의 아프리카인들이 정치범들을 석방하려고 경찰서, 교도소, 군 시설, 라디

오 방송국을 공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르투갈 백인은 아프리카

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슬럼가인 무세퀴스(muceques)를 공격하여 아프리카

인들을 살해하면서 촉발되었다. 1959년 3월과 6월 사이에 지도자인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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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틴호 네토(Agostinho Neto)를 포함해서 많은 수의 MPLA의 지지자들이 

포르투갈 비밀경찰인 PIDE(Polícia Internacional e de Defesa do Estado ; 

International and State Defense Police)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다른 

지도자들은 망명을 하였다.

<지도 2> 1974~1994 남부 아프리카 백인정권의 몰락

출처: 김윤진·김광수 (2013, 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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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 후, 북쪽에서 포르투갈의 지배에 저항하는 훨씬 더 강력한 시

도가 있었다. 루안다의 폭동 이후 몇 주 간 앙골라 북부 지역인 자이레

(Zaire)와 우이게(Uige) 지역에서 반란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3월 12

일, 조그만 규모의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 습격으로 시작된 저항은 3일 후 

절정에 다다랐다. 첫 주 동안 250명의 포르투갈 공무원과 농부들이 살해

되었고 이후 3달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앙골라 남부 지역

에서도 적어도 같은 수의 플랜테이션 농부들이 사망했다. 루안다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백인 시민군(Corpos de Voluntarios)에 의해 보복이 

행해졌는데 그들은 반란의 규모를 매우 과장하여 20,000명의 희생자가 발

생했다고 주장하였다. 4월에는 해방전쟁 지도부가 두 번째 게릴라 전쟁의 

시작을 알렸고 8월에는 포르투갈 군 병력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Shillington 2005, p. 84). 얼마 안가 FNLA와 MPLA는 경쟁 관계가 되었다. 

로베르토가 자이레의 지지와 국제적 인정을 받았던 반면에 MPLA는 그렇

지 못했다. 게다가 MPLA는 심각한 분열을 보였다. 1964년 조나스 사빔비

는 로베르토와 결별하고 킨샤사를 떠났고 2년 후 새로운 조직인 UNITA

를 만들었다. 포르투갈 식민정부는 3개 조직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였다 

(Shillington 2005, p. 86). 

앙골라의 민족주의 해방운동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민족주의 운동을 이

끄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시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아프리카 국가들

의 지도자나 OAU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단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권력투쟁을 향한 치열한 내전으로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과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포르투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조직을 일망타진

할 수 없었다. 포르투갈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예산의 거의 반

을 소비하였고, 1969년에만 아프리카에 150,000명의 군사를 파병하였지만 

매년 평균 100여명의 군인과 그보다 많은 200명의 시민들이 앙골라에서 

죽어갔다. 앙골라 해방전쟁에 피로해진 포르투갈 군부는 1974년 리스본에

서 쿠데타에 성공하자 식민지 독립을 허락하였다 (Shillington 2005,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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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골라 독립과 내전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마르셀로 카에타노(Marcello 

Caetano)의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포르투갈

의 새로운 군사정권은 앙골라에 대한 독립협상을 시작하였고 1975년 11월 

11일에 독립을 인정했다. MPLA는 정부를 구성했고 안토니누 아고스틴호 

박사(Dr. Antoniu Agostinho)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앙골라는 

1975년 독립을 앞두고 이미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1974년 내전은 

FNLA이 수도 루안다를 향해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촉발되었다. 1975년 3

월 MPLA와 FNLA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였고 UNITA도 휘말려 들

었다. 소련연방은 MPLA에 군사적 지원을 하였고 미국은 UNITA와 FNLA

에 군사적 균형을 위해 지원을 하였다. FNLA는 자이르 대통령 모부투 세

세세코(Mobutu Sese Seko)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아프리카에 마

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인 원조를 받았다. 미국의 지원과 앙골라에서의 남아공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남아공은 UNITA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군사력을 원조하

였다. MPLA는 소련연방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았으며 쿠바는 군사력

을 직접 앙골라에 파병하였다 (Lye 2002, p. 102). 

레이건은 UNITA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하는 1976년 제정된 클

라크 법안(Clark Amendment)을 피해 제3자를 통해 사빔비에게 무기를 공

급하였으며 이후에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직접적인 원조를 하였다 (마틴 

메러디스 2014, pp. 822-823). 1975년 8월에 쿠바와 남아공은 각각 군병력

을 앙골라에 파병하였다. 쿠바는 MPLA를 지원하기 위해 3,000명을 파병

하였고 남아공은 쿠네네 댐(Cunene Dam)과 수력발전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앙골라 남부에 500명을 파병하였다. 이후 소수의 백인 정착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들어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남

아공의 파병은 궁극적으로 UNITA를 지원하려는 의도였고, 사빔비는 미국

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1975년 11월 11일 앙골라는 불완전

한 상태로 독립을 맞게 되었다. 앙골라는 소련연방의 지원과 쿠바군의 보

호아래 MPLA가 장악한 해안지역과, 미국, 자이레, 남아공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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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A와 UNITA가 장악한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Gall 

& Gall 1999, p. 36). 

1976년 쿠바군 병력은 55,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UNITA와 

FNLA는 내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앙골라에 쿠바

군이 파병된 것을 이유로 앙골라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였고, 결국 그 다

음해인 1977년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앙골라 내전은 MPLA 정부에 대한 

게릴라 전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1979년 네토

는 소련연방이 앙골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하여 소련

연방의 신임을 잃게 되었다. 1979년 네토는 모스코바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조세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José Eduardo dos Santos)가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UNITA는 사빔비의 노련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지원을 계

속 받으면서 내전을 확대하였다. 앙골라는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하면서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Gall & Gall 1999, pp. 36-37). 

1975년 12월에 아프리카에서 베트남과 같은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

려한 미국의회가 앙골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쿠바의 파병으로 MPLA는 빠르게 FNLA를 패배시켰다. 그리

고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던 UNITA와 남아공 동맹군을 향하여 전

선을 이동시켰다. 1976년 4월 MPLA는 적을 물리치고 앙골라의 15개 주 

중 12개 주를 장악했다. 이에 따라 UNITA는 급속히 붕괴되었고 남아공은 

국경을 넘어 철수하였다. 1988년 12월 앙골라, 쿠바, 그리고 남아공은 나

미비아 독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쿠바와 남아공이 군 병력을 철수한다는 

데 동의하고 협정을 체결하였고 마침내 1991년 4월 평화협약이 체결되었

다 (Lye 2002, p. 102).

1992년 9월에 치루어지 다당제 선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책을 포

기한 MPLA가 승리하고 도스 산토스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그

러나 UNITA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1992년 내전이 다시 시

작되었다. 1995년에 UNITA의 지도자 사빔비는 20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키

고 MPLA의 지도자 도스 산토스를 앙골라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데 동

의했다. 그러나 1997년 연합정부가 형성되었지만 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사빔비는 합작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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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면적인 내전이 다시 발발했다. MPLA는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석유로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빔비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

했다. MPLA는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약 30억 달러의 군용물자를 소

련연방으로부터 구입했다 (마틴 메러디스 2014, 823). 반면에 UNITA는 그

들이 통제하고 있던 룬다 지역에서 캐낸 다이아몬드를 이웃 국가로 밀매

하여 얻은 수익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Lye 2002, p. 103).

1985년 이후 MPLA는 경제가 파탄이 나게 만들었고 도스 산토스를 개

인숭배로 몰아갔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회주

의에 대한 열정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소련연방의 관심이 멀어지자 

MPLA는 1990년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폐기하고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마틴 메러디스 2014, pp. 825-826). 

3. 앙골라와 소련연방의 외교정책

아프리카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내전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이었으며 

미국과 소련연방의 세계 전략이 집중된 곳이었다. 아프리카는 냉전의 영

향을 받기 전부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레닌

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하였고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로 ‘식민주의’를 지적하며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에 치열

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20년대에 들어와 소련연방은 비

유럽국가들의 마르크스주의 혁명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혁명을 세계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 소련연방의 대외정책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반제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노선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지원에 대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아공만이 공산

주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흐루시초프와 브레

즈네프가 집권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소련

연방은 알제리 독립전쟁과 이집트 수에즈운하 국유화에 대한 지원을 하였

다. 냉전의 개입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미국, 그리고 식민종

주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과거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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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연방은 아프리카를 혁명을 위한 ‘제2의 전선’이라

고 규정하며 개입하였다. 냉전에 따른 적극적인 소련연방의 개입은 앙골

라와 에티오피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개입을 했다 (리처드 2013, pp. 

566, 568, 571-574). 

소련연방은 포르투갈공산당(Portuguese Communist Party)의 소개로 

MPLA와 인연을 맺었다. 네토는 1964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연방의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1968년 재차 소련연방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말까지 소련연방은 MPLA에 대해 제한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았

다. 그러나 소련연방은 네토가 너무 비밀스런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도력 역시 의심하고 있었다. 앙골라가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무기지원을 대폭 늘렸다. 소련연방 군사고문단이 루안다에 파견되었고 

MPLA가 UNITA와 FNLA를 물리치도록 도왔다. 쿠바군의 지원을 돕고 약 

2억 달러 상당의 무기도 공급하였다. 1976년 10월 소련연방과 앙골라는 

20년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여 군

사기지의 사용을 허락했다 (조부연 1994, 66). UNITA와 내전이 격렬해지

면서 MPLA 정부에 대한 소련연방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되었다. 1981년

부터 1987년까지 매년 약 10억 달러의 원조를 하였다. 롬바강전투(Battles 

of Lomba River)에서 쿠바군이 소련연방 장군에 의해 지휘를 받았다. 그러

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은 후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해외의 

군사개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치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UNITA를, 소련연방은 

MPLA에 대해 내전을 종식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소련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서면서 관계는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James 

2004, pp. 113-114, 154-155). 

흐루시초프는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전당대회에서 제3세계에 대해 

“우파전략(Right Strategy)”2)을 주장하며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제3세계와 적극적인 협력을 선언했다. 이는 소련연방이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소련연방은 민족민주주

의(National Democracy)를 주장하며 신생독립국이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여 민족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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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다. 이 당시 기네의 세쿠뚜레, 가나의 은크루마, 콩고의 패트리스 

루뭄바와 같은 신생제국과 관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콩고에서 루뭄바가 

UN의 지원을 받아 퇴출됨으로서 소련연방의 친소세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가 저지당했고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소련연방의 군사적, 정치적 영

향력이 축소되게 되었다. 이는 1962년 쿠바사태 당시 미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도전이 실패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1964

년 이후 집단지도체제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침투전략보다는 서

방국가와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해방전쟁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

다. 이는 1960년대 중동전쟁, 월남전 격화, 중공의 혁명으로 인해 아프리

카에 대한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강창보 1984, pp. 36-40, 조부연 1994, pp. 54-55).

1970년 소련연방은 MPLA를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혁명민주당

(Revolutionary Democratic Party)라고 주장하며 MPLA에 대한 지원을 주장

했다. 이는 1920년 레닌이 제2차 코민테른에서 민족혁명운동을 공산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과정으로 인정한 사례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974년 포르투갈의 혁명으로 앙골라에 ‘정치적 힘의 공백’이 발생하

자 소련연방은 앙골라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

다. 약 4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고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다 (강창보 1984, pp. 42-44, 조부연 1994, pp. 42, 

56-57).

소련연방의 대앙골라 정책을 통해 소련연방은 아프리카에 친소정권을 

수립하여 남부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직접적인 군사개입

보다는 쿠바군의 참여와 소련연방의 병참지원이라는 개입형식을 확립했

다. 또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련연방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

대하고 서구 및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하며, 중공의 대아프리카 외교 및 

제3세계 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창보 

1984, pp. 47-48, 조부연 1994, pp. 56-57).

소련연방은 쿠바를 통해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소련연방의 개입으로 인해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미국과 서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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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연방의 직접개입이 

아프리카국가들에게 강대국의 또 다른 패권주의로 보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쿠바는 유색인종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

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민족주의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프

리카 국가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앙골라 내전은 대리전 양

상을 띠게 되었다 (조부연 1994, pp. 45-46).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반작용적이며 기회주의적이었다. 아프리

카 각국의 상황과 주요 강대국, 특히 중공의 태도에 따라 대아프리카 정

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1975년 초 소련이 앙골라의 MPLA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MPLA의 강력한 혁명의지와 함께 중공이 남아프리카

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삼순 1988, 

p. 60). 중공은 앙골라 내전 당시 FNLA와 UNITA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

써 소련연방과 중공은 분열되었다. 그러나 중공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

로 소련을 경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부연 

1994, p. 43). 

소련연방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소련이 제3세계의 일원으로 차처하

면서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제3세계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을 끌어들여 아프리카 문제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며 더 나아

가 세계의 패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였다 (이삼순 1988, pp. 68-69).

그러나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갖지 못했으며 장

기적인 안목에서 소련연방의 국가이익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반식민주의를 주창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프

리카의 국가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갖게 했으며 서구열강처럼 아프리카

에 대한 식민주의 경험이 없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성공을 얻지 못한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첫째, 소련연방은 아프리카 국가

들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둘째, 중공의 대아프리카 외교력은 소련보다 더 강

력했고 지속적이었다. 셋째,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혁명의 선봉으로 간주하

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아프리카 국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아프리



러시아 혁명과 아프리카 해방운동     653

카 국가들 중 남아공을 제외하고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

았으며 공산주의 운동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혁명투쟁이 성공한 적이 없었

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종족사회의 생산양식을 유지하고 있

었다. 셋째, 실질적으로 브레즈네프 정부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1975년 앙골라 사태, 1977년 오가덴(Ogaden) 

분쟁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었

다. 소련연방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장하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거

나 지원하기보다는 수사적 지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넷째, 아프리카 국가

들은 어느 강대국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강대국의 경쟁을 

아프리카에서 추방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독립과 해방전쟁을 하는 

상황은 물론 독립이후에도 어느 국가의 지원이라도 받았다. 특히 중소의 

대아프리카 외교경쟁 역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식민주의와 독립에서 정치적 경제적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어느 국가의 도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삼순 1988, pp. 63-66, 70).

이는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이 세계혁명목표의 달성이라는 세

계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으나 소련연방의 독자적 결정보다는 미국, 중

공, 일본 등의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최의태의 주장은 설

득력이 있다. 소련연방은 아프리카에서 공산주의를 침투시키는 전략보다

는 민족주의 세력을 확산시켜 반서방적 국가를 증가시켜 소련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을 진행했다. 특히 70년대 중

공의 등장과 미중 관계개선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중공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소극적인 전략을 선택하였다 (최

의태 1988, pp. 3-4).  

소련연방의 군사원조는 제3세계 국가에서 소련연방의 영향력을 증가시

키고 소련연방의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년 10억달러 미만이었으나 1972년부터 1978년 

사이에 매년 20-38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하였다. 브레즈네프의 전략

은 앙골라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MPLA에 대한 원조를 확

대하여 정권을 잡는데 확고한 도움을 주었다. 이후 소련연방은 이를 계기

로 미국과 중공에 비해 대아프리카 외교경쟁에서 뒤지고 있던 상황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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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앙골라와 최초로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니콜라

이 포드고르니(Nikolay Podgorny) 소련최고회의 의장이 1977년 3월 2일부

터 2주간 100명이 넘는 수행원을 이끌고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소

말리아 4개국을 순방하였고 모잠비크와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소련연방이 해방운동의 후원자로서 확고한 지위

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소련

연방을 비롯한 특정한 국가의 주도적인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최의태 1988, pp. 185-187).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의 근간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세계혁명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의 

일부로서 소련의 국가이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구되었다. 소련

은 세계혁명으로 이르는 국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국의 정치외교적 영

향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다 (최의태 1988, p. 207).  

최의태는 소련연방의 외교정책은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외교목표를 지향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련연방은 국가이익과 공산주의 세계혁명을 성취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실제로 외교정책에서 적

용될 때는 국가이익에 맞게 해석되었으며, 현실주의적 입장이었다는 것이

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민족혁명론, 그리고 평

화공존론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적용되었고 분쟁개입의 동기와 정당성을 갖도록 하였다 (최의태 

1988, p. 207).  

흐루시쵸프는 대아프리카 외교에서 융통성 있는 전략을 보였으며 새로

운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과 반제

국주의, 반식민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의 낫세르(Nasser), 알제리

의 벤 벨라(Ben Bella), 가나의 은쿠루마(Nkrumah), 말리의 케이타(Keita) 

등 진보적인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과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대아프리

카 외교형성기(1953-1964)를 구축했다. 1960년 소말리아가 독립하자 즉각

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군사원조를 하였으며 1964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분쟁에 개입하였다.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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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지만 말리, 기니, 이집트, 소말리아 등에서 소련연방의 이익을 일

정부분 확대하였다. 브레즈네프는 대아프리카외교 수정기(1965-1973), 확장

기(1974-1979), 쇠퇴기(1980-198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정기인 1965년에

는 알제리아의 벤 벨라, 1966년 가나의 은쿠르마가 통치권을 상실하였는

데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소련연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다

지 관심이 없었다. 말리 역시 소련연방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

았으나 집권당이 붕괴한 후 소련연방과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다. 이후 소

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현지상황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OAU를 

지지하면서 소말리아, 기니 등과 외교관계를 확대하며 군사시설을 확보하

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확장기에는 콩고와 소련연방이 긴밀한 관계를 맺

게 되었다. 

1977년까지 기니와 나이지리아 군사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

고 1974-1979년 사이에 앙골라와 에디오피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

바가 군사적 개입을 하였다. 쇠퇴기에는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이 소련연방

의 대아프리카외교정책에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 리비아

가, 1980년 기니비소가 소련과 외교관계를 폐지하거나 우익으로 전향하였

다. 1981년 소련연방이 콩고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소련의 항구

건설 제의를 거절하고 서방으로부터 경제개발원조를 받아들였다. 앙1984

년 모잠비크와 앙골라가 미국의 중재로 남아공과 공동안보협정을 체결하

자 소련연방은 기존의 아프리카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

황이 되었다. 흐루시쵸프와 브레즈네프 시기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의 특

징은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하며 서방측과 군사적 대결을 회피

하였고 브레즈네프는 데땅트 정책을 추구하며 실용주의노선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추진하였다.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외

교정책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거 소

련연방과 가장 친밀한 국가였던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이 소

련연방에 적대적이며 비판적인 국가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소련연방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체제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강대국

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최의태 1988, pp. 212-214).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기존의 외교관계를 부인하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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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는 과거 식민종주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비동맹주의

를 표방하면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소련연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원조가 확보되어

야 했다. 그러나 소련연방의 대아프리카 경제원조는 만족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소련연방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소

련의 군사원조는 주로 무기원조인데 이러한 원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

영의 지원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소련연방의 정책

을 패권주의, 팽창주의에 바탕을 둔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정책이라

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의태 1988, pp. 215-216).

V. 결론

소련연방은 아프리카에 대해 초기에는 사회주의 노선에 의한 경제개발

이야말로 아프리카 국가건설의 장기적 목표라고 주장했고 그 단기적 목표

로서 아프리카 국가통합의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교정책을 수행

해 왔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실질적으로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팽창

주의 전제하에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소련은 냉전시기 

미국의 세력 확장과 지역의 반공산화라는 위기인식, 그리고 당시 중국의 

동부 아프리카 지역 진출 가능성을 두려하였고, 소말리아보다는 에티오피

아의 전략적 활용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1978년에 소련연방은 지원을 

에티오피아로 변경하여 군사고문단의 파견과 쿠바군의 파병을 지원하였

다. 그러나 소련연방이 원했던 동부 아프리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역

동맹은 실패로 돌아갔고,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내재된 갈등은 

오가덴 전쟁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소련의 냉전패권을 상실하는 시발

점이 되어버렸다. 반면에 멩기스투 정부가 냉전이라는 대결구도를 이용해 

미소의 경쟁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며 소련연방의 지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명실 공히 에티오피아에서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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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내전(1975-88)과 같이 에티오피아 내전(1977-91)도 결과적으로 미

국과 소련연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냉전의 대결

구도가 확대되었다. 이 두 국가는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정부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면서 전개되었다. 에티오

피아와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냉전의 양축인 미국과 소련연

방을 선택한 이유는 새로 형성된 국가권력의 공고화 및 정당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이념의 실질적 해석과 실천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즉, 체계화된 이념의 실현을 위한 혁명이라기보다 전략적 상황에 맞는 효

율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소련연방은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왜 존재감이 없을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소련연방은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

았으며 그에 따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않았다. 소련연방의 지원

에 의해 쿠바가 대리자로 앙골라에 참전한 것 역시 소련연방의 잘못된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연방은 국익을 위해 대규모의 전면전을 벌여서

라도 아프리카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부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확고한 교

두보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

둘째,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탈식민지화를 위한 해방전쟁과 내전에

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소련연방의 힘을 이용한 것이었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지도자의 

권력지향적인 태도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으며 충성

심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소련연방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었다.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군사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원조를 받고 싶어 했으나 소련연방은 아프리카를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았다.   

넷째, 소련연방의 해체와 러시아연방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현재 아

프리카에서 소련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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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이르게 하였다. 

앞으로는 러시아 혁명 또는 소련연방이 아프리카 해방운동에 미친 영향

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1) 데르그(Derg)는 게즈(Ge’ez)어로 위원회의 뜻임으로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존재한 에티오

피아의 군경행정관련 최고의결기구이며 나중에 공식 명칭을 임시군사행정위원회(Provisional 
Military Administrative Council: PMAC)로 변경되었다.

2) 후진국은 식민종주국의 경제권을 갖고 있어 프로레타리아 계급만으로 혁명이 성공할 수 없

기 때문에 부르조아 계급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레닌의 전략을 말한다 (강창보 

198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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