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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바

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분쟁,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의 불안정, 한

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지속 등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고도화를 유지한 가운데 동북아 군비경

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의 단절과 대북 국제공조를 둘러싼 한일 간 의견 차이 등 

대북 국제공조의 구조적 한계 역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

아시아 지역은 역내 높은 경제 교류 및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

야 다자협력체제의 부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심화는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의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

중 패권경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상호 견제하며 전개 중이다. 이

러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 내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도전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 미중 대립과 한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선택의 강요 상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과 주변국 

협력 방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 평화 실현은 한

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한반도 지역 평화

만이 아닌 동북아, 동남아를 포함한 지역 범위의 평화를 포괄한다. 또한 

주변국 협력을 안보 및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주변국 간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다자 및 소다자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10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주변국을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을 

고려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주변국의 

협력 방안을 비중 있게 분석한다. 주변국/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아세안, 유럽으로 설정하였는데, 냉전 시대의 남북 vs 북방 대결 

구도를 벗어나 아세안, 유럽을 포함한 포괄적 주변국 및 지역 협력 방안

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및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 및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및 실현 방안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주

변국 간 안보 및 평화 문제 관련 양자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 및 소다자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및 입장,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주변국 협력을 얻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인 평

화를 지속가능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

력 도출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 주변국 협력, 미중 전략경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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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ter-Korean Relations: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building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Lee, Kitae et al.

The year 2021 has witnessed moun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ove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as ever 

deepe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Var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al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have increasingly worsened: China has feuded with 

Japan over Senkaku Islands; Cross-strait relations have 

stabilized between China and Taiwan; Korea and Japan have 

continued to see deteriorating ties. Moreover, th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has accelerated with North Korea’s ongoing 

pursuit of nuclear advancement.

In the meantim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en severed 

since the breakdown of the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The DPRK-U.S. dialogue subsequently came to a halt. 

Structural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over 

North Korea have become more apparent as countr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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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ing opinions on how to coordinate on an issue of North 

Korea at the international level. More specifically, Northeast 

Asian regions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lack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in the security sector despite 

ever-growing regional economic exchange and interdependence.

The deepen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worsen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made ‘confrontation’ more 

likely than promoting ‘cooperation’ for regional peace.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has pitte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s)’ led by the U.S. and 

Japan against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reasingly finds itself forced to choose 

amidst the following situations: China and Russia challenging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Japan on a 

path of relative decline; The U.S. and China in confrontation; 

And the ROK and Japan in disput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seeks to define what 

it mean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other words,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fers to a phase of 

building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indicates the peninsula 

itself but also encompasses broader regions that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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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The study hence identifies 

measures for cooperation that not only facilitate bilateral 

cooperation on security and peace with neighbors but also 

demands neighboring countries to participate and take 

responsibility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and 

minilateral cooperation.

Furthermore, the research consider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environment surrounding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s stated above, 

the study conducts in-depth analysis on promoting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le illuminating the deepen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Japan’s FOIPs. The U.S., China, 

Japan, Russia, the ASEAN, and Europe were selected as 

subjects and called ‘neighboring countries/regions’ in the 

research. The study also takes one step further by going 

beyond the Cold War structure of the South-North vs. 

Northern region and then explores how to facilitate regional 

cooperation with a broader range of neighbors that encompass 

the ASEAN and Europe.

In more detail, the study examines neighboring countries’ 

perception of chang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tion of peace on the Korean 



14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Peninsula,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illustrates neighboring countries’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Building on such analysis, 

the research derives implications for bilateral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 security and peace and analyzes 

their perception, position, and policy changes on establishing 

a multilateral and min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at involves 

the ROK and its neighbors.

The conclusion lays out recommendations for the ROK’s 

desired responses that will help garner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neighbors to realize peace on the peninsula.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responses’ recommended for the ROK—necessary to induce 

neighbors to cooperate—to harbor more stable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wor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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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2021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

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분쟁,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의 불안정,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의 지속 등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고도

화를 유지한 가운데 동북아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

계의 단절과 대북 국제공조를 둘러싼 한미일 간 의견 차이 등 대북 

국제공조의 구조적 한계 역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

시아 지역은 역내 높은 경제교류 및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

야 다자협력체제의 부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가 밀착

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

가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을 통한 긍정적 기여 방안 모색이 매우 필요

한 시점이다. 2021년 들어 미중 갈등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심의 4개국 안보협력(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QUAD)과 미국, 영국, 호주의 3국 안보협력(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 출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중첩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출현하고 있다.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은 고위급 차원의 연이은 긍정적 공식 반응과 함께 2021년 10월 

4일 남북 통신선이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시사하였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이중적 행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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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장기간에 걸친 대화경색 국면에서도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최초의 운용적 군비통제 모델로서, 과거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이 장기간의 긴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

환 방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

저를 제공하였다. 결국 향후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공조의 구

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선순환 시나리오 구도 마련이 중

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력과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판문점 선

언 및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 및 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이다.

2021년 현재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우선 대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위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급에서 면밀히 모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음은 물론, 북한과 언

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대외 메시지를 지

속적으로 발신하였다. 또한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검토 등 북미 간 

신뢰구축조치, 인도 협력 등 구체적인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긴밀

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특히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중

국은 적극적인 관심과 기여하고자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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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의 행위 자제를 위한 대북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이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등 실질적 

기여를 할 때 미중 간 협력의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한국은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가 자칫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견

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

다.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 상황이 재현될 때 ‘중국 패싱’과 같이 자국

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이 인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심

화는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의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

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상호 견제

하며 전개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 내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도전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 한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이 증대되

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간 과거사 등 현

안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이 한반도 상황 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

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한미

일 차원의 구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소외감과 피해의

식 극복 및 긍정적 기여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양

자 협력 분야별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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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별도의 접근을 통

해 최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밀착 관계에 의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차별적인 기

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체 상황과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는 역내 핵무기 및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UN 핵무

기금지조약 발효와 함께 ‘핵 없는 세상’에 대한 국제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NPT체제 유지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방비 증가 및 그 내용, 예산 집행에 

대한 불투명성,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 등 동

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역내 군비통제 필요성 역시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 국제공조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

환 구조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일관계 악화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 상당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 필요성 부상과 함께 ‘한 ‧ 미 ‧ 일 vs 북 ‧ 중 ‧

러’라는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 대결이라는 냉전 구도 재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전략 환경 변화를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발상에 기반한 연구

가 시급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중국의 부상, 한일관계의 

새로운 정립 모색, 미러 간 강대국 관계 유지, 아세안의 급속한 발전

을 목도하면서 한국의 주변국 협력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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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향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의 대한반도 긍정적 인식 형성과 역할 확장을 위한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구성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와 미래상(3/5년차)’ 과제 중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미래

상을 구현할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세부과

제로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평화 실현과 주변국 협력 

방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 평화 실현은 한

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한반도 지역 

평화만이 아닌 동북아, 동남아를 포함한 지역 범위의 평화를 포괄한

다. 또한 주변국 협력을 안보 및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주변국 간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다자협력 체제 구축

을 목표로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협력 방안

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주변국을 둘러싼 국제전략 환

경을 고려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서 주변국의 협력 방안을 비중 있게 분석한다. 주변국/지역은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유럽으로 설정하였는데, 바이든 행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이 

부상한 가운데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냉전 시대의 남북 vs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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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구도를 벗어나 아세안, 유럽을 포함한 포괄적 주변국 및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및 실현 

방안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주변국 간 안보 및 평화 문제 관련 양자 협력 방안을 도출하

고, 한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주변국의 인

식 및 입장, 정책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체제 모색을 위한 추진 방안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지역에 역내 높은 경제 교류 

및 상호의존에 비해 안보 분야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NATO 논의도 존

재하였지만,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다자 안보협력체제 형

성이 필요하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을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주변국 협력을 얻

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내용

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주변국의 협력 도출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고려

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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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와 특징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

개혁개방 이후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던 중국이 마침내 2010

년에 이르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국

제전략 환경에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G2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꾀하였고, 마침내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중국몽의 

실현을 향하여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및 국제체제에 편입되는 

것보다, 자국의 비전이 투영된 새로운 국제질서 및 국제체제 등을 

구상하며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세력으

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

는 상황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1)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

너로 삼고 이해 공유의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초강대국

을 향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게 되

면서 미중관계는 전략적 경쟁과 대립으로 변화하였다. 

미중관계의 대립은 트럼프-시진핑의 시대에 점점 심화되었고, 

2020년에 접어들어서는 ‘신냉전’의 격렬한 대립관계로 악화되었

다.2)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대립

의 격화, 타이완(臺灣)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격화, 인도태평양지역

1) 日本國際問題硏究所, �戰略年次報告2020� (東京: 日本國際問題硏究所, 2021), p. 9.

2)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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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미중 대립의 심화, 미중의 기술 패권경쟁 등으로 미중관계는 

상호불신의 심화와 더불어 신냉전 수준의 격렬한 대립관계로 악화

되었다. 이와 같은 미중 간의 대립은 미중 양자 간의 수준을 넘어 

블록화 대립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나.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

(1)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의 촉매제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화의 연결 흐름을 타고 국경을 넘어 지구촌의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코로나 19의 전파력은 그 이전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빠르고 강력하였고, 감염력도 훨씬 높

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바이러스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국가

로, 국가에서 국제사회로 연계되고 있는데,3) 전파 및 확산 속도, 피

해의 범위 및 강도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즉 코로나 19 팬데믹은 인간들의 개인

적 삶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미 이전부터 진

행되어 오던 탈세계화 또는 반세계화, 민족주의의 부활 및 일국주

의 ‧민족주의 추세, 국가의 부활, 미중경쟁의 심화, 다자주의 및 국

제협력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등의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3) 은진석 ‧ 이정태, “코로나 사태의 국제정치학적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28집 4호 

(2020), p. 265.

4) 오영주, “코로나 19 이후 국제협력의 방향과 한국 외교,” �코로나 19 이후 국제정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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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전략 환경 변화

의 추세에 촉매제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

나 19 팬데믹에 의해 촉진되는 추세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

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최근의 뉴노멀은 과거에 없었던 비정상적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시는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함의까지 내포하고 있다. 즉 최근의 뉴노멀은 비정상적 

상태의 장기화에 의해 초래되는 불안정성, 불가측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6)

(2)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한 국제협력의 약화와 다자주의의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확대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대

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코로

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각자도생의 자국 중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감염병의 대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선진국들도 코로나 19

의 감염과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자국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방역, 의료물자, 

국외로부터의 감염 차단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들의 역할

이 부각되고 증강되었다. 그러나 이들 개별국가들의 역할 증강은 국

5) 위의 글, p. 34.

6) 뉴노멀은 20세기 인류사회를 규정해온 질서가 처한 근본적 위기상황을 지적하는 담론

이다. 뉴노멀은 비정상의 위기 국면을 이겨내서 새로운 정상적 체제로 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정상

적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시는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의

까지 내포하고 있다. 김준형, “코로나 19이후 국제정세와 한국의 전략,”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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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 간의 경쟁으로 연계되어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

한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국가들의 국경 통제와 출입

국의 제약 등은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국제교류

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네트워크의 약화

는 물론, 국가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생산 및 유통의 

네트워크 약화도 나타나게 되었고, 게다가 자국 중심적 대응의 후유

증으로 일국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약화 또는 붕괴도 초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별국가의 경쟁 ‧ 갈

등 등과 더불어 증대된 일국주의 ‧민족주의 성향은 글로벌 다자협력

의 전개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국제문제의 해결에 다자주의 접근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국제문제 해결에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적 접근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다자주의 

규범 창출의 핵심적 동력 역할을 해온 유럽의 분열, 중국의 팽창주

의적 대외적 공세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 등으로 인해 한계

를 노정해 왔는데, 이에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이 더해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7)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

합(UN)의 한계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에 개정된 국제보

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근거하여 감염

병 문제에 대해 글로벌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가들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나아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언하며 구심적 역할을 적

극적으로 이행해 왔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글로벌 거

버넌스로서 그 역량과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세계보

7) 오영주, “코로나 19 이후 국제협력의 방향과 한국 외교,”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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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구는 중국의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코로나 19 발생 통보의 지연, 

중국의 세계보건기구 접근 제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친중 성

향과 중국 편향 등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미국의 

2020년도 세계보건기구 분담금 지불 거부8)와 세계보건기구 탈퇴 

통보 및 취소,9)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이 합동으로 출범시킨 코

로나 19 백신 개발의 미국의 불참 등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대응

에 구심적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리더

십을 발휘하는데도 실패하였다.10)

코로나 19 팬데믹은 국제연합의 무기력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2013-2015년 국제사회의 ‘에볼라(Ebola) 바이러스의 감염 위

기’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약(IHR 2005)에 따른 적시적인 조

치와 대응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

회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위기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

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국제협력의 플랫홈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및 대립으로 의장의 성

명이나 결의조차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국제협력을 위한 역할 수

행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미중 대립의 격화로 인해 글로벌 리

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협력도 전개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국제연합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면서 회

8) 미국의 2020년도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은 6200만 달러(약 736억원) 규모다.

9)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WHO 탈퇴를 추진했고, 2020년 7월 6일 WHO의 구테흐스 총장

에게 탈퇴를 통보했다. 탈퇴는 1년 전 서면 고지 방침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시대]유엔 총장에 서한 WHO 탈퇴 취소합니다,” �뉴시스�, 

2021.1.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1_0001313316&cID=10101& 

pID=10100> (검색일: 2021.10.30.).

10) 강선주, “코로나 19와 글로벌 협력,” �코로나 19 이후 국제정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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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들 간의 소통과 이견 조율의 메카니즘이 약화되고, 결의 및 

결정 도출의 메카니즘 역시 약화되는 등 국제연합의 무기력화 현

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무역, 환경, 금융 등 분야의 글로벌 거버너스가 약

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의 미숙한 대응과 

무기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와 다자주의의 위기를 한층 가속

화하였다. 요컨대 코로나 19 팬데믹의 대응이 개별 국가의 각자도생 

즉 자국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제협력은 매우 취약해졌으며, 다자

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국주의 ‧민족주의의 성향이 증강함에 

따라 세계화의 조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한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의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미중관계는 전략적 경쟁과 대

립이 점증하는 관계였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력 증강과 더불어 그

에 따른 신형대국화를 추구하면서 미중관계는 상호불신의 심화와 

갈등과 및 대립이 증대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이 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과 대립이 증대하는 가운데, 코로나 19가 202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은 가속

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재건하였고 

따라서 재선을 비교적 낙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에 미국

이 최대 감염 피해국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

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경합주, 즉 북부의 ‘러스트벨트’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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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주와 남부의 ‘선벨트’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3개주에 코로나 19가 급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한층 더 

불리하게 되어11)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2020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후베성의 우한(武漢)을 코로나 19의 

발원지로 간주하고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공산당정권을 비판하였다.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한층 악화되었고 미국 시민들의 대중국 인식도 매우 부정적

으로 악화되었다. 이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은 2020년의 대통령 선

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후유증은 미중 간 갈등 및 대립의 

심화, 미국 초당적 대중국 경계,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2. 미 ‧ 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

가. 미국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

1970년대 접어들어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중국을 소련 봉쇄를 위

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

의 베이징 방문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

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중관계를 대립에서 데탕트로 전환

시켰고, 1972년 9월의 중일국교정상화, 1979년 1월의 미중국교정상

11) “미국대선 경합주서 코로나 19 급증...트럼프 추격전 발목 잡나,” �한국경제�, 2020. 

11.1. <https://www.hankyung.com/print/202011010303Y>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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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미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타이완 

주재 미국대사관은 폐쇄되었다.

이후 미중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였

다. 중국은 미국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혜택

을 받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어갔지만, 미국은 

미국 주도의 다자체제 내, 즉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틀 내에서 경쟁

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제1기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등 은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을 전개하였고 미중관계는 갈등을 빚으면서도 경쟁과 협력의 관계

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

국 내 한편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0년 

미국의 적극적 지지 아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고 상호의존의 미중교역도 

급증하였지만, 제2기 부시 행정부에서 2002년 처음으로 발간된 미

국 국방부 ｢중국군사력보고서(2002 china military power report)｣

는 중국의 과도한 국방비와 공격적 전략을 지적하면서 중국을 호전

적 강대국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제2기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 주도세력인 네오콘 그룹의 ‘블

루팀(Blue Team)’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며 중국위협론

을 강하게 주장하였다.12)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콜린 루서 파월

(Colin Luther Powell) 국무장관,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국무부 부장관 등은 중국에 대해 중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했지

만,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폴 던데스 월

12) 주용식,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대중국 정책 변화 분석,”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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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츠(Paul Dundes Wolfowitz) 국방부장관 등은 중국봉쇄를 주

장하였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고 집권 초기 미국경제 회복과 세

계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최대 역점을 두게 되면서, 미국의 중국

에 대한 시각은 위협적 존재보다 재차 전략적 협력자의 존재로 전

환되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13) 제1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공

유자(responsible stake holder)’로 인식하고 중국역할론을 강조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등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하며 관계개선 및 재정립을 추구하였다. 즉 

제1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이해공유자로서 인식

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꾀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추

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해공유자로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이 201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겸 총서기로 등장

한 후, G2로 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면서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신형대국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시

진핑이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미중관계의 ‘신형 대

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에는 미국 주도

의 기존 국제질서에 편입되기보다, 중국의 가치와 비전이 투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14) 즉 미국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13) 위의 글, p. 16.

14)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이기태 ‧ 배정호, �국제전

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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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경쟁과 견제의 시각에서 중국을 인

식하게 되었고,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과 ‘재균형 정

책(Asia rebalancing)’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2기 오바마 행정부

는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공유자 및 경쟁적 협력자 등으로 인정하면

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공세적 팽창을 

억제하는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전

통적 동맹인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 등을 강화하면서, 인도

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태국 등 아세안(ASEAN) 내 우호국들

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헤징전략(hedging stratey)을 

추구하였다.15)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 및 경계 인식은 중국의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강뿐 아니라, 중국이 미국 국내에서 여론 

공작, 선전선동(propaganda) 등 영향 공작(influence operation)을 

펼치는 것에 대해 경계하게 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즉 오바마 행정

부는 중국의 미국 사회 내부에 대한 침투 행위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대중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다.16)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은 2017년 1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층 강화되었

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부터 중국 견제를 향한 대중국 

강경책을 수차례 주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현상변경국

가(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였고, 미중관계를 강대국 간 경쟁

(great power competition) 혹은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견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

정부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의 근거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의 

15) 위의 글, pp. 20～21

16) 위의 글,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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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 신형대국화를 추구하는 중

국의 의도 등이다.17)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경계하며 재무부 대미외국투자

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의 대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상무부

의 수출관리개혁법(ECRA)에 따라 기술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사법

부를 통해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고, 중

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였다.18)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국가로 경계하였고, 미

중관계를 전략적 경쟁으로 인식하였으며 대중국 견제를 매우 강화

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인식은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지

속되고 있다. 즉 미중경쟁이 패권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

고, 미국 내 외교정책 커뮤니티 대부분은 중국을 미래의 주적으로 

인식하며 공화당과 민주당 구분 없이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초

당적 합의가 조성되고 있다.19)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였고,20) 아울러 미중 간의 격렬한(steep) 

경쟁의 전개를 예고하였다.

17) 주용식,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대중국 정책 변화 분석,” 

p. 20.

18)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p. 35.  

19) 최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 2021), p. 4.

20)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되는 일, 내 임

기 중엔 없을 것,” �경향신문�, 2021.3.26. <https://www.khan.co.kr/world/america/ 

article/202103262048005>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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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아직 대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힘의 

우위 유지를 위한 국력강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

적, 경제적 견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21) 즉 바이든 행정부는 중

국을 전략적 경쟁자, 격렬한 경쟁자, ‘준 대등한 경쟁자(neer-peer 

competitor)’22) 등으로 인식하며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 및 견제 인식은 점차 강해지고 

있고, 그와 같은 인식은 초당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 및 견제 인식을 하게 되고,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이

라고 불릴 정도로 격렬한 경쟁을 벌이게 된 배경 및 요인에 관해 다

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민주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79년 미중국교정상화 이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을 전개하며 중국의 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일본

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미국

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공산당의 강권정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책임있는 이해공유자’ 보다 오히려 현상

변경국가로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국

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에 대한 강한 경계 및 견제 인식을 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G2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사회 내

부에 영향공작을 펼치며 침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위협으로 인식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내 대학교에 설립된 공자학원, 중국

21) 최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pp. 7～9.

22) 위의 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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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학생, 중국공산당에 대한 협력자 등을 통해 여론공작, 선전선

동 등 영향공작을 펼쳐왔는데, 이는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악화시켰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매우 경계하도록 

하였다.

나. 미중 대립 및 전략적 경쟁의 격화

(1) 상호인식의 차이에 의한 상호불신의 심화와 미중 대립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해공유자로서의 역할은커녕,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적인 강대국을 지향하게 되면서 미중 대립 및 전략

적 경쟁은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몽’

을 기치로 내걸고 신형대국화를 추구하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국 관여정책을 기조로 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과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나 2019년 6월

에 발표된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등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적인 현상변경국

가로 규정하였고, 중국의 급속한 팽창을 억지하며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전략의 기조를 관여전략에서 봉쇄전

략으로 전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버트 오브라이엔(Robert C.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6월 20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

로기와 글로벌 야망(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pbal Ambitions)’에 관한 연설에서 “과거의 미국의 대중국 

관여정책은 실패”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패권국가로서 힘(power)과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정당한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에 의한 봉



38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쇄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23)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가 인식 VS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의한 대중

국 봉쇄추구’라는 미중의 상호인식의 차이는 상호불신을 심화시키

고 있고, 나아가 상호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중 상호견제 및 대

립의 격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VS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나

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군비증강에 의한 미중 군사적 대립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의 상호불신 심화와 대립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는 초당파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중국에 대한 억지적 봉쇄전략은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기조는 지

속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Intern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ence(2021.3.3.)｣은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명기하였

고,24)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Lloyd James Austin 

III)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지침에서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고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아직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힘의 상대적 우위

를 기반으로 일정한 관여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미중 전략적 경쟁

은 점증할 것이다.25)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선별적 관여와 

함께 전개되는 봉쇄(Containment with Selective Engagement) 

23) 日本國際問題硏究所, �戰略年次報告2020�, p. 9.

24) White House, “Intern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ence,” (March 3,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03/

interim-national-security-strategic-guidance/>(Accessed October 25, 2021.).

25) 최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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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특징지어 지기도 한다.26) 요컨대 미중의 상호인식 차이에 

의한 상호불신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미중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

으며, 미중 대립은 전략적 경쟁 나아가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VS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립

(가)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와 일대일로의 전략적 특징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을 기치로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대전략으로서 2013년에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연

설, 2019년의 신년사 등에서 일대일로(一帶一路, One Belt & One 

Road)’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차 강하게 역설하였다. ‘일대일로’의 

‘일대(一帶, One Belt)’는 중국의 중 ‧ 서부 내륙지방-중앙아시아- 

중동-유럽을 연계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고, ‘일로(一路, 

One Road)’는 중국의 남부 지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동을 

해로로 연결해서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

한다.27)

일대일로의 연선(沿線)에는 65여 개국이 위치하고 있고, 이들 국

가들은 세계 인구의 약 63%, 세계경제의 29%, 교역규모 23.9%, 세

계GDP의 약 3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일대일로에 보건 실크로드(健康丝绸之路: Health Silk Road),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Digital Silk Road), 빙상 실크로드

(冰上丝绸之路: Polar Silkroad) 등이 추가되면서 협력범위가 6대 

26) Min-gyu Lee, “Containment with Selective Engagement,”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1호 (2021), pp. 345～380. 

27)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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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랑을 넘어 확장되었으며, 영문명도 One Belt & One Road 

(OBOR)에서 Belt & Road Initiative(BRI)로 변경되었다.28) 

이와 같은 일대일로가 세계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

며, 특히 일대의 육상 네트워크, 일로의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은 

중국의 대국화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성을 내재하고 있다.29)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매우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로는 중국의 

해양 대국화전략이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캄보디아(시누아크

빌), 미얀마(시트웨), 방글라데시(치타공), 스리랑카(함반토타), 파

키스탄(콰다르) 등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 이들 항만들을 전략

적 진출의 거점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정학적 및 지경

학적 차원에서 해외의 정치경제적 영토의 팽창으로 연계되는 전략

이다.30)

<표 Ⅱ-1> 일대일로 연선국가-65개국

28)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p. 41; 이동규, “중국 일대

일로의 추진현황과 전략적 특징,”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 2021.6.21.)

29)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p. 43.

30) 위의 글, pp. 43～44. 

구 분 일대일로 연선국가 

동아시아(1) 몽골

ASEAN(10)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캄

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서아시아(19)

그리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반도, 시리아, 

UAE,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

남아시아(8)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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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경숙, ‘중국의 일대일로 성과와 한국의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 연계 방안 논의,’ �한중사

회과학연구� 제18권 2호, 2020, p. 68.

이처럼 일대일로는 과잉설비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중국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신형 대국화를 위한 

해외의 정치경제적 영토의 팽창을 추구하는 대전략의 특성을 내재

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와 ‘백신 외교(vaccine diplomacy)’ 

를 전개하며 ‘보건 실크로드’를 추진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3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의 

이념에 따라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국가들에게 마스크, 백신 등의 지

원을 강조했고,31) 동년 5월의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연설에서는 글로벌 방역에 각국이 협력하여 ‘인류보건건강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역설하였다.32)

31)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特别峰会上的重要讲话(全文),” �新华社�, 2020.3.26.,  

<http://www.gov.cn/xinwen/2020-03/26/content_5496106.htm>; 이동규, “중국 

일대일로의 추진 현황과 전략적 특징,”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 2021.6.21.).

32) “习近平在第73届世界卫生大会视频会议开幕式上致辞,” �人民网�, 2020.5.19., <http:// 

ln.people.com.cn/n2/2020/0519/c378333-34027265.html>; 이동규, 위의 글.

구 분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앙아시아(5)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CIS(7)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르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마르크메

니아, 몰도바

중동유럽(16)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

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

바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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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전략의 전략적 특징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팽창주의적 대외정책과 그에 

따른 일대일로를 대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하자, 미국의 트럼프 정부

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

대일로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아베 정부에 의해 2016년 8월 공식적

으로 제시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미일정상회담에

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에 합의하게 되면서 미국의 아시

아 전략이 되었다. 즉 미국의 아시아전략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

형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년 12월 국방부의 ‘국가

안보전략’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이익”임을 강조

한 뒤,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을 통하

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어 동년 11월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

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A Free and INDO-PACIFIC: 

Advaning a Shared Vision)｣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의 관여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비전과 접근 방

법 등이 제시되었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

표의 진전｣ 등에 나타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글로벌 전략

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요인과 관

련하여 중국을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 러시아를 재부

상한 악성국가(revitalized malign state),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 등으로 간주하고 있다.33) 즉 미국은 중국을 미국주도의 기

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팽창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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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략과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전략적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고 규칙기

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안

보(security), 경제(economics),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계하

고 통합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구사한다.34)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된 안보환경 및 규칙기반 국

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동류국가들(like-minded states), 즉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능력 배양과 외연을 전략

적으로 중시하고 ‘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a networked region)’

을 추구한다.35)

넷째,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하는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로 일본, 한국, 호주, 인도, 타이완, ASEAN, 뉴질랜드, EU 등을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상

황에서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부각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의 근간이 되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

을 시사한다.36)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교

체된 이후에도 그 전략의 기조는 계승되어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 즉 도전세력으로 인식하며 기존

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재건 및 준수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33) 이기태 ‧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32.

34)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 

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35) 위의 글, pp. 44～45, p. 53

36) 배정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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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대외적 팽창을 견제하며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전략적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으로 미 ‧ 일 ‧ 호 ‧ 인 4개국

의 쿼드협력(Quad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을 전개하고 있다. 이 4개국 쿼드협력은 비공

식 안보협력 네트워크로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지향하며 전

개되고 있는데,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봉쇄보다는 헤징전략으

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군사안보 일변도보다 안보와 경제가 연계

되어 추진되고 있다.37) 

(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의 블록(Block) 대립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전략적 경쟁은 미

중 양자 간 차원을 넘어 블록 경쟁 및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미

국은 일본,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인

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미일동맹, 미호동맹, 쿼드 4개

국 협력 등을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인도태평

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 타이완, 타일랜드, 뉴질랜드, 

ASEAN, EU 등을 간주하며 세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고, 쿼드협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쿼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유럽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등 NATO의 핵심 회원국이 

쿼드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쿼드의 외연 확장은 물론, 미국의 

37) 위의 글,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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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원의 안보네트워크도 구축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프랑

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38)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역

량 증강으로 연계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6월 ‘자유롭고 열린 인

도태평양 전략’을 주창하며 미국보다 먼저 정부개발원조(ODA)의 전

략적 활용을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본

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

략을 전개하면서 미국-유럽-일본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프랑스, 

영국 등과의 안보협력도 추구하고 있다.39) 요컨대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전략 및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

해 일본,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을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미일동맹, 미호동맹, 쿼드 4개국 협력 등을 전략적 기반으로 활용하

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면서 팽창주의적 대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일대일로의 연선국가들을 비롯

한 수많은 국가들, 국제기구들을 참여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다. 2021

년 6월 기준으로 연선국가 65개국 가운데 57개국이 참가하는 등 

130여 개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 유

럽 ‧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에

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등 17

38) 박재적, “미중대립의 격화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특징,”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 2021.7.22.).

39) 이기태,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2호 (2021),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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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에너지확보에 중요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 중동부 유럽의 폴

란드, 헝가리, 세르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이탈리아

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에는 수많은 국제기구도 참여하고 있다. 2021년 6

월 기준으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

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상하이협력기구(SCO), 세계은행(WB), 아시

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랍국가연맹(LAS) 등 30여개의 국

제기구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분야별로 또는 지역별로 협력을 체

결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에는 수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외적 팽창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에서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의 

‘채무의 함정’에 빠져 곤혹을 치르는 약소국가들도 있다. 게다가 일

대일로 프로제트는 경제적 투자를 직접적 고리로 한 협력이므로 정

치 ‧ 전략적 영향력의 증대로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일대일

로는 안보가 주요 고리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르며 정치 ‧ 전략적 

영향력의 증대로 연계되기에는 취약하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국, 서유럽 등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반중정서의 확산도 일대일

로의 정치 ‧ 전략적 영향력의 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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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및 한반도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신형 대국화를 추구하며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미

국이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면서 미중관계는 패권경

쟁을 향하며 도전과 견제의 대립관계로 악화되고 있다. 즉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견제가 점차 심해지면서 미중관계는 2020년에 접어

들면서 ‘신냉전’ 수준의 격렬한 대립관계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간 대립의 격화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와 한반

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상타파국

가, 러시아를 악성국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였고, 바이든 행

정부도 2021년 3월 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지목하였다. 특히 

중국을 “잠재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 및 기술력을 결집하여 기존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 potentially capable of 

combining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mount a sustained challenge to a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로 규정하고 있다.40)

따라서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 한미동

맹 등을 기반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 및 우호국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팽창주의 대외

전략 및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40)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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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쿼드 4개국 협력, 미 ‧ 일 ‧ 호의 소다자주의 

협력, 미 ‧ 일 ‧ 인의 소다자주의 협력, 영 ‧ 프와의 안보협력 등을 전개

하고 있다. 즉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이 한층 강

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의 전략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의 대중국 강경전략에 맞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이 불투명하고, 러시

아가 유럽에서의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에 대응하는 전략적 차원에

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팽

창주의적 대외정책을 견제하고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도 대미 전략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아울

러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중시하며 강화해나가고 있

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갈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될 경우,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 틈

새에서 ‘미일 대 중러’의 구조화된 대결구도에 편입될 것이며,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도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41) 

즉 한반도는 ‘미일 대 중러’의 진영대결의 틈새에서 강대국정치의 소

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등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 측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접

41) 최원기, “미중대립의 격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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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있다. 2021년 9월, 10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동년 9월 15일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

였다. 즉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측으로 밀접하게 기우는 한국에 일

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42)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될 경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일 대 중러’

의 진영대결의 틈새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

이할 수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격화에 의해 초래되는 국제전략 환경 변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미

일 대 중러’의 진영대결의 구도가 조성되며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정

치가 전개될 경우, 한반도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즉 한국

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의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미일 대 중러’의 진영대결

의 구도가 조성될 경우, 미일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일

본의 전략적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 즉 중국 견제를 지향한 미일동맹

은 ‘책임 분담(burden sharing)’을 넘어 ‘힘의 분담(power sharing)’, 

‘전략의 분담(strategy sharing)’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인도태

평양에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 및 영향력은 한층 증강될 것이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군의 해외

주둔 태세를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 목적으로 재편하고자 하고 있

42) “中 왕이, 美쪽 밀착하는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 던져,” �세계일보�, 2021.9.15. <https:// 

www.segye.com/newsView/20210915513707>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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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성향을 기존

의 ‘북한 억지’ 역할에서 향후 ‘대중국 견제’ 핵심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

제 기능 확대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44)

넷째,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

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중의 전략적 관계는 한층 긴밀해 질 것이다.45) 이 경우, 북

한의 핵은 미중 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촉매이자 동시에 신냉전

에 기생하는 존재가 된다.46) 즉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렵게 된다. 

다섯째,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 미국의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등으

로 간주하고 있고, 타이완에 대한 무력개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폴 

라캐머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중국이 

향후 6년 이내에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도 타이완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를 상호 분

리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계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이 조만간 타이완과 센카쿠 열도에서 관련한 군사적 도발을 감

43) US Department of Defense, “Global Posture Review Will Tie Strategy, Defense 

Policy to Basing”, February 5, 2021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 

Article/Article/2495328/global-posture-review-will-tie-strategy-defense-

policy-to-basing/>.

44) 최원기, “미중대립의 격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45) 위의 글.

46) 김태우, “미 ‧ 중 신냉전 시대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 (통일연구원 정책자문

회의 발제문,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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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타이완은 남중국해와 더불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초래될 수 있는 화약고(flesh point)가 될 수 있

는 지역이다.47)

47) 최원기, “미중대립의 격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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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국제질서변화 인식

가. 바이든 정부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인식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 구도 심화

는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의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키

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인

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전개하며 국제질서 속에

서 서로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

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정책의 형

성은 정책 자체로서의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고

려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리는 데에 집중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이든과 트럼

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지는 정책적 기조의 차이도 있지만, 트럼

프 개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던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바이든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

부는 다자와 양자 관계에서 모두 기존의 미국 정부와 다르게 정책 

기조를 형성하였다. 

트럼프 정부 4년간 우리가 목격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

조는 그의 선거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잘 나타났다. 물론, 그의 정책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지난 수십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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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미국의 과거 정권들이 추구하였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쇠퇴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

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이었던 ‘자

유주의적 패권’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

책 기조였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미국의 국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 인권, 개방, 관여 등 전통적인 

미국의 이상이나 가치 대신에 현실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동수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 세계주

의 가치보다 독립과 개인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다자주의적 

방법보다 일방주의적 방법을 더 선호하였다고 설명한다.48) 이러한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탈퇴하였고, 북대

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나 북

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UN) 등 다자기구에 대한 비난도 서

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에 폐기되다시피 한 자유

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복원하되 트럼프의 

현실주의적 접근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

령은 2019년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기고문

을 통해 차기 미 행정부는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를 미국 대외정책의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바이

48)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인문사회과

학연구�, vol. 22, no. 1 (2021), pp.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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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및 시민사회와의 연

대를 통해서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적 협치에 대한 위협에 대응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강석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이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보

여주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회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다자주의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49) 바이든은 동맹과 우방,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

하게 고려하여 정치 ‧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환경, 이주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도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50) 그러나 김태효는 이러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리적 성격을 지닐 것이며 비민주

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배타적 동맹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5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국력(power)’과 같은 현실주의 원리

를 우선시하며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ower)’ 원칙을 내걸

었다. 즉 ‘포용(accomodation)’ 보다는 ‘지배(domination)’의 목표를,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강압적(non-coercive)’ 

방법보다는 ‘강압적(coercive)’ 방법을 선호하였다.52) 이러한 기조

는 IS의 테러리즘, 이란과의 핵합의, 러시아, 중국의 부상 등 안보에 

49)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국방과 기술�, 504호. (2021) pp. 50∼59.

50)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03/interim-nat

ional-security-strategic-guidance/> (Accessed October 25, 2021.)

51) 김태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신아세아�, vol. 27, no. 4 

(2020) pp. 9∼18.

52)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p.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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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여러 이슈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가안보전략53)과 국방전략54)에서 중

국을 정치 ‧ 경제 ‧ 안보의 전 영역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 

국가이자 수정주의적 강대국으로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55)도 중국을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는 최대의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미 백악관 보고서는 미 ‧ 중 

경쟁은 정치 ‧ 경제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인해 심화될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정책은 ‘자유주의적 패권’으로의 회귀를 미

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며 힘이 아닌 세계의 모범으로 리더

십을 회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동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지배’보다는 ‘포용’에 가까운 대외정책 성향을 보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글로벌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회복을 우선한다고 설명한다.56)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

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연대와 다자주의적 기제를 활용

해 대중국 압박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57) 강석율은 

5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Accessed October 25, 2021.).

54)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2018),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National- 

Defense-Strategy-Summary.pdf> (Accessed October 25, 2021.).

55)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 

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

GY-REPORT-2019.PDF> (Accessed October 25, 2021.).

56)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 423.

57)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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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동맹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적 동맹국들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본다.58)

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인식

자유주의적 패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은 기존 정책으로부

터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대중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트럼

프 행정부와 연속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59)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기보다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드러나는 데, 과연 대중국 강경일변도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을 미국에 대한 최대의 도전 국가로 규정

하고 있으며 미중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60)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봉쇄정책과 포용

정책의 이분법을 지양하면서 경쟁과 협력의 공존 논리에 바탕을 둔 

대중국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61)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연속성을 지니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미 ‧ 중 양

국의 군사 안보적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

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58)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p. 50∼59.

59)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 425.

60)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https:// 

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03/interim-

national-security-strategic-guidance/> (Accessed October 25, 2021.).

61)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The 2020 Democratic Platform,”(2020)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Accessed October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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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 보다 명료한 관측으로 김태효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무슨 논리

와 명칭으로 포장되든 중국의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

고 예상한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의 반중국 연대를 강

화하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역외세력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본다. 즉 바이

든 행정부가 유럽, 아시아 지역의 동맹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

로 복원 ‧강화하느냐에 따라 대중 포위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가 결

정될 것이라는 것이다.63)

경제와 무역 영역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극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다자무역기구를 비난하는 등 보호무역과 고

립주의의 원칙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

가 증가하였고,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국

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64) 그는 취

임 초기부터 TPP를 탈퇴하고, NAFTA와 한미 FTA를 재협상하였

다. 특히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백인 노동자 계층을 지지기반으

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표방하였고, 

미 제조기업 회귀 및 공장 증설 등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강

제하다시피 추진하였다.65)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훼손하

62)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 53.

63) 김태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pp. 9∼18.

64)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p. 415∼438.

65) 정재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KERI칼럼� (서울:한국경제연구원, 201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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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을 위협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66)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법에 근

거한 다양한 보호무역조치들을 취했으며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상호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67)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개방과 시장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적

극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

정부에서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국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

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질서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68) 

김태효 역시 미국 국내 이익을 보장하는 예외주의가 적용될 가능

성이 크다고 예측하였다. 강석율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국 압

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69) 김태효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와 경제 문제에서 중국을 강

하게 압박함은 물론 방첩, 정보전, 사이버전에 대한 수위를 계속 높

여가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70) 한기범

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첨단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인권 ‧ 국제규범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

명한다.71) 이에 따라 강석율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양국의 정치 ‧ 경

66) 고동환, “미 ‧ 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KISDI Premium Report�, vol. 18, 

no. 6, (2018), p. 2.

67) 위의 글, p. 2.

68)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p. 415∼438.

69)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p. 50～59. 

70) 김태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pp. 9∼18. 

71) 한기범, “바이든 시대의 미 ‧북관계,” �북한� 588호 (2020), p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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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이데올로기적 불가양립성을 전제로 추진될 경우 미 ‧ 중 신냉전

의 도래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72) 

여기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미국

의 한반도정책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하는 것이 날로 

핵능력을 강화해가는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고민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 보다 상위 전략 차원에서 논

의되고 있는 대중국 전략이 그보다 하위 정책 개념인 대북정책에 논

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정책 환

경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는 상황이 북한

에 집중할 만한 정치적 여건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

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73)

지난 4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의 윤

곽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

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

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

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

고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

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요구

72)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 53.

73) 우정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KIMA 정책연구�, 제3호 (2021)을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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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혔다.74) 더불어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

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러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환경 변화 혹은 대중

국 전략적 경쟁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오히려 그동안의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가 성공하지 못했다

는 점과 트럼프식의 접근 방식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반을 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일단 

협상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는 여

전히 내비치고 있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협상에서 일괄타결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 접근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히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

련해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같은 언론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

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며, “비핵화라는 최

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법은 2018년 북미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

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바

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

사를 임명할 것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75)

74)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VOA�, 2021.5.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den-concludes-nk-policy>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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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정부의 언론 발표 내용과 이후 블링컨 장관 등이 국

제회의 석상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을 보면 대략적인 미

국의 대북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별도로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한미 공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슈별로 살펴보도록 한

다.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경우 유연하게 

협상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을 뿐, 협상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공간이 넓다고도 볼 수 있다. 

가. 미국의 한반도정책 평가

(1) 협상의 목적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의 협상

이 시작될 경우 그 협상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될 것이다.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미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단

계적 합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는 바이

든 행정부가 한반도보다는 중국 문제에 전력투구하면서 북한 리스

크를 동결, 관리하는 것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한다.76)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위 ‘스몰딜(small deal)’을 이끌

어내기 위해 북한의 핵동결 내지 핵 감축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75)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완료…“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VOA�, <https://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den-concludes-nk-policy> (검색일: 

2021.10.15.).

76) 김태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pp.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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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군비 통제와 축

소의 단계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러한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

적인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한 바 있다.77) 

김태효는 이에 대해 자칫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주장하

는 ‘핵군축’ 회담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행간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8) 

김민석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이 임박해지고 있으므로 한 ‧ 미 

군 및 외교 당국자들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79) 그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해 한국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려는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이제는 양국의 협의 하에 미군 핵무기를 활

용한 북핵 대응책과 작전계획, 훈련까지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의 논의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기정

사실화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목표로서의 동결은 미국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이

다. 필자가 인터뷰를 시행한 미국 정부 관계자 역시 동결이 바이든 정

부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하였다. 그렇

77) “Transcript: Antony Blinken talks with Michael Morell on “Intelligence 

Matters”,” �CBS NEWS�, 2019.1.9. <https://www.cbsnews.com/news/transcript- 

antony-blinken-talks-with-michael-morell-on-intelligence-matters/> 

(Accessed October 25, 2021.)

78) 김태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p. 15.

79) “핵 전쟁에도 대비한 실질적 대비 전략 짜야,” �중앙일보�, 2021.4.23. <https://www. 

joongang.co.kr/article/24041857#home> (검색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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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으로 최종목표로서의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해 기존의 핵과 핵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가지고 가되, 그 

입구 단계에서 동결을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

책특별대표가 북한과 이야기 하던 것도 북한이 이러한 최종상태

(end-state)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최근 인터뷰

를 보면 알렉스 웡 부대표 역시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한 이후에 보상

을 하는 것은 추진된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군축론적 관점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합의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군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동

결 대가로 한미훈련 중단을 교환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에서 트럼

프 대통령이 주요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 되었다.80)

또한 군축론을 주장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동결

이 최종적인 지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제재의 상당 부분을 남겨두어야 하고, 북한의 경제적 계산을 바꾸기 

위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소위 소득발생 부분에 대한 제재(money generating sanctions)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이들이 북한 핵시설의 검

증가능한 동결의 대가로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제재 부분은 북한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 제재(money spending sanctions), 즉 사치품 

80) 우정엽, “미국정세와 한미관계,” �정세와 정책�, 제334호 (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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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에 대한 제재라든지, 정제유 수입 제한에 대한 제재를 완

화 내지 해제해 주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입장이 지금보다 후퇴

할 경우에는 이러한 협상안에 대해 북한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겠으

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81)

북한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

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를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선제조건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10월 스톡홀름 협상 이후 계속해

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접근법을 바꿔야지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도 지금과 전혀 다른 협상을 미국이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정도의 유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건 없

는 대화 및 협상 재개를 이야기 하는 미국과 선결조건 해결을 주장하

는 북한 사이에 아직까지 접점이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북한문제의 우선순위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

화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한기범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 북한

의 비핵화에 대한 완고성 등을 미국이 대북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이

유로 제시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북

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만 비

로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82)

81) 우정엽. “미국정세와 한미관계,” �정세와 정책�, 제334호 (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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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

는 것은 북한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과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인가가 고민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 2018년 봄부터 2019년 봄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접 김정은과

의 협상에 나서는 등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첫째, 

본인이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 둘

째, 북한 문제 해결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

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

이든 대통령 모두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러나 과연 대북정책 검토 결과 북한이 어느 정도 협상에 나서서 미국

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핵화에서 진전을 만들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

한 확률은 현 시점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돌아본 결과, 북

한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북

한과의 협상이 성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도

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일차적으로 동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다고 할 경우, 완전하지 않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어느 정도 정치

적으로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시 될 것이다. 군축적 

접근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생각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군축적 프레

임으로 이해될 경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이

슈가 되는 것이다.83)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외교안보적 

82) 한기범, “바이든 시대의 미 ‧북관계,” p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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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더하고 싶지 않은 동기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해결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

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3) 수단으로서의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바이든 정부는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개시하고자 하는 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담당할 

실무진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84)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

표로 실무협상 중심의 상향식 접근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보

여주며, 북미 정상회담 중심의 하향식 접근법을 추진한 트럼프 행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동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트럼

프 식의 탑다운 협상보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한다

고 설명한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바이든은 비핵화를 진전시키

기 위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김정은과 만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85) 또

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

83) 우정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KIMA 정책연구�, 제3호 (2021), 

p. 96.

84)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p. 50∼59.

85) 김동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pp. 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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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러 번 표명하였다. 즉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

부의 대북정책도 유연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은 트럼

프 정부 기간 동안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해 진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비핵화에 대한 협

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86)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북

한과의 정상회담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기도 

한다.87)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야만 바이든 대통령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고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88)

만약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식의 정상회담, 다시 말해 사전에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방식을 고민한다면, 그

것이 얼마나 성공 확률이 있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정상회담이 정치적

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대북정책 검토의 결과물 역시 실무협

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원칙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89)

86) 우정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https://blog.naver.com/chhioo/2223482 

75542> (검색일: 2021.10.15.).

87) 위의 글.

88) 우정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KIMA 정책연구�, 제3호 (2021), pp. 

97~98.

89) 우정엽, “미국정세와 한미관계,”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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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는 등 한국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요청

에 따라 2018년의 판문점과 싱가포르 합의를 한미정상 회담 공동성

명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형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조치들, 예를 들어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라든지, 

제재를 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생각하는 기준선을 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나, 이 정도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여

전히 되돌아오는 상황을 보여준다. 

(4) 인권 문제

김동수는 미국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종 갈등과 국민 분열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

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유럽, 중동, 인권, 다자기구 등의 이슈가 

정책 우선 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한미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

다.90) 미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91)

90) 강석율,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 ‧ 미관계,” pp. 50∼59. 

91) ““한국은 강력한 동맹”...바이든 미 대선후보 연합뉴스 기고문,” �연합뉴스�, 2020. 

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029800071> (검색일: 2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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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알래스카 회담을 비롯해 다른 국가

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신장, 홍콩 등에서의 인권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바이든 행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문제만을 협상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의 결과물이 북한 인권 문

제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재개는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92)

반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문제에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접

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대북 

제재가 정작 북한 정권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북한 주

민의 삶에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도 북한 엘리트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

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정책 검토의 결

과물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

한이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부분을 비본질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

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비핵화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93)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 주민

의 알 권리, 그리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차원의 문

제로 보고 있다. 즉 대북전단을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

아야 하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

92) 우정엽,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KIMA 정책연구�, 제3호 (2021), p. 98.

93) 우정엽, “미국정세와 한미관계,”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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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대북 인권 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것이다.94) 만약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경우 미국과 북한의 갈등 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나. 미국의 한반도정책 전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남은 임

기 동안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문

턱을 낮춰가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

인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표방

하면서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라는 블링컨 장관의 인터뷰처럼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임기 내에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선제적 조치

를 기대한 우리 정부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약 7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 조건에 얽매

이지 않는 미국 정부와 남은 임기 중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고 싶

은 한국 정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

적 단기적 시간 제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글로벌 전략 차원

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면서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미국 정부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그리고, 2022년 5월 새롭게 들어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사를 둘 것이다. 그리

94) “한미, ‘대북전단금지법’ 미묘한 신경전... 동맹 뇌관될까,” �연합뉴스�, 2021.4.4.,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040519586441>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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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으로 약 7개월 동안은 이러한 두 동맹국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주안점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3. 한 ‧ 미 협력 방안

가. 한 ‧ 미 양자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의 비

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다.95) 특

히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이 추구하는 체제 원리에 입각한 한반도가 되

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96)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

만, 주체들 간 정치적 의도의 근본적인 차이와 상호 신뢰가 구축되

지 않은 상황에서의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2018년 남북 정상회

담,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협상 내용이었지만 어떤 형태의 누구의 비핵화인지를 규정하지 않

은 모호함을 남겼다.97)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매

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최근 한반도 평화체

95)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9; 국립통일교육원, �2021 한반도 평화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1), pp, 

92~94.

96) 배정호 외, 위의 글.

97)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한국과 국제

정치�, vol. 35, no. 1 (2019), pp. 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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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로 보인다.98) 미국은 평화체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동맹체제인 ‘허브 앤 스포

크스 시스템(Hub and Spokes System)’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99)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 자유무역에 공헌하며, 미국의 안보 

핵심 우려 사안인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된 한반도가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에도 부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100) 즉 비핵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을 이루는 것이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이며, 무엇보다 미국이 

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치는 통일 이후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101)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아직 한반도 평화 실현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고수해

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강하다. 그 주장의 근거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실현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원 약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철폐 등을 요구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

치공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등 향후 북한이 주도하는 남

북관계 국면, 더 나아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102) 

98) 정한범.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형식과 태도의 관계.”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8, no. 1, (2020) pp. 179∼197.

99) 위의 글, p, 190.

100)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 34.

101) 위의 책, p, 34.

102) 전재성,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KRIS 창립 기념논문집� (2017), pp. 

38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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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헤리티지 재단의 브룩스(Peter Brookes)는 평화협정이 주한미

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103) 또한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북한이 남한과의 지속가능한 평

화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평화선언을 “불법”이라고 

설명하였다.104) 

여전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관계는 북한과 미국의 근본

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

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체제 안전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이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

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

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서 확인된 것처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

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05)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이러한 딜

레마는 새롭게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반복된 문제였

으며, 양자 간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

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106)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오랜 기간 동안 민주평화론의 

시각에서 이해되어 왔다.107)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확산이 세계

103) Brookes, Peter.,“Now Isn’t the Time to Go Soft on North Korea,” (The Heritage 

Foundation. 2018.10.9.)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w- 

isnt-the-time-go-soft-north-korea.>(Accessed October 15, 2021.).

104)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Phony Peace Ploy,” The New York 

Times, April 25, 2018., <https://www.nytimes.com/2018/04/25/opinion/north- 

korea-south-korea-peace.html.> (Accessed October 15, 2021.).

105) 국립통일교육원, pp. 94~95.

106) 위의 책. p. 62~65.

107) 황지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17권 1호, (2009), pp.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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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국내 정권 유형이 전쟁 발생 

유무에 가장 큰 변수이며, 만약 모든 국가의 국내정치가 민주화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다.108)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과거 미국은 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통해 평화를 달

성하려는 대외정책을 시도했는데,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이

나 반테러 전쟁은 미국의 민주평화론적 시각을 잘 보여준다.109)

민주평화론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북한에 적용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은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비민주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자주 언급한 이유 역시 민주평화론의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110) 이러한 관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기에 발표된 미

국 민주당의 정강에는 북한 국내정치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핵문제

와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111) 반면, 트럼프 대

통령은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비용과 이득으

로 정의되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은 안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회

의(NSC) 보좌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NSC 인도태평양조정

관의 과거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108) Bruce. Russe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4).

109)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pp. 67∼94.

110) Anwar. Iqbal, “Rumsfeld Warns N. Korea: U.S. Can Fight,” United Press 

International, December 23. 2002.

111)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Renewing America’s Promise,” The Democratic 

Platfor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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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완벽

한 비핵화를 성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또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

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며 비핵화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112) 그는 완전한 비

핵화의 대안으로 군비통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것은 군비통제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군축 절차를 정착시

킬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113) 

설리번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는 북한 위협에 대해 “미사일 개발 측면

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의 도발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평가

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우리와 한 목

소리를 내기 바란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였다.114)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와 상호관계, 압력을 총동원하여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지키며 도발을 중단하도록 압박

해야 한다”며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하였다.115) 오바마 행정

부 시절 동아태 차관보로서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한 캠벨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 협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

를 보였다. 그는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하고는 있으나 핵을 

포기할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북핵 

112) David. Brennan, “What Antony Blinken Has Said About Key Foreign Policy 

Issues,” Newsweek, November 23, 2020. <https://www.newsweek.com/what- 

antony-blinken-said-about-key-foreign-policy-issues-1549404> (Accessed 

October 15, 2021.).

113) 위의 글.

114) 강영두, “힐러리 정책참모 설리번 “북한문제는 최우선 이슈”,” �연합뉴스�. 2016. 

7.26.,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6020800071> (검색일: 2021. 

10.15.).

11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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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6) 그는 “오바마 정부 때

도 북한은 핵 ‧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몰래 핵 ‧ 미

사일 능력을 계속 키웠다”며 미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과거의 실패

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117)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 기조의 핵심을 “연대”로 설정하고 민주

주의 국가들과의 가치연대, 시장경제 국가들과의 다자경제협력 연

대, 동맹 국가들과 안보 연대를 대외정책의 세 축으로 내세우고 있

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

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 있다고 비

난한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미국

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부각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민주주의 진

영 결속 강화 노력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권위주의 체제 국가인 중

국과 북한에 민주주의 가치관 수용을 요구할 때 한국과 일본이 함께 

힘을 실어주기를 바랄 수 있다.118) 미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주변 국

가들로부터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동북아시아 국가 간 관계

가 불안정적인 상태에서 지역 세력의 균형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다. 미중이 군사 ‧ 안보 전략 경쟁에 그치지 않고 경제 ‧ 기술 패권, 그

리고 체제 ‧ 가치관을 둘러싼 이념적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119)

116) 노석조, “미북협상, 갈수록 韓日 핵무장 명분 주는 꼴,” �조선일보�, 2019.2.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0317.html> 

(검색일:2021.10.15.).

117) 위의 글.

118) 김영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환경 전망,” �평화학

연구� vol. 22, no. 1, (2021), pp. 129∼146. 

119)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사이 기술 개발 능력 축적해야,” �중앙일보�, 2021.6.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2111#home> (검색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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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통해 미국이 획득할 수 있는 긍정

적 효과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120) 첫째, 주한미군 

유지의 일차적 목적인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에 기반을 둔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혼란 등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 및 아태지역 전략

을 신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다섯째,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발

전시키는 데 걸림돌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건전한 미중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역적 차

원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현실화할 수 있고, 유럽과 같이 안정된 다자

안보협의체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평화 실현 과정

에서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121) 

미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 이후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주한미군을 조정할 것을 희망한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중관계 및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한미 간 협력관계가 훼

손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반도 평화 실현 이후 전개될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지역 안보와 미

국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축소 조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120)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p. 23~25.

121) 위의 책,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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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의 조정 문제와 동맹관계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이 벌

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미국은 한국에 전략동맹이며 평화 실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임을 인식하고 평화 실현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해야 한다.

전재성은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122)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중국의 제안이 원칙적

으로 유의미하며, 한미 양국이 이미 다양한 과정에서 제시하거나 시

도한 적이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중단 대 중단의 조건과 북한 핵미사일 중단에 대한 

조건을 공평하면서도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야 한다. 셋째,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이후의 국면에 

중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한

국과 미국의 의견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또한 미중 경쟁구도가 심화

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의 한미동맹의 미래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이 대중견제의 역할을 위한 동

맹을 지속한다고 의심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견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23) 

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미국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은 다자협력체제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

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122) 전재성,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pp. 389~420.

123) 위의 글,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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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수적이다.124) 국제적 제도화 노력은 새로운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제레짐이 형성

된다면 행위자들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Principles), 규

범(norms), 규칙(rules),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s) 

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심화된

다.125) 국제레짐을 통해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전되면 확대 발전된 

어젠다, 관념들은 다시 이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자협

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한 분단 과정은 

미국과 소련 등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였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실현 역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 현재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의 변

화를 고려하더라도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

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방향성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 열린 6자회담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

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과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126) 이는 6개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협력 다자체제의 

124) 황지환, “한반도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신안보연구� vol. 183 (2014), 

pp. 69∼91.

125) Krasner, Stephen D.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126) 외교부,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국문),” 2005.9.19., <https:// 

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293917&srchFr=&srchTo=&

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

_cd=&company_nm=&page=5>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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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관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27) 그러나 현

재 동북아시아에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협력체제

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전문가들은 다자협력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동북아시

아의 안보이슈를 논의하는 구조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가 먼저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128) 2003년에 6자 회

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되었지만, 회담은 장기 정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

적이다.129)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합의가 긴

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을 경우, 국제연합을 통

한 북한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 조치를 이어갈 수 없어 제재와 압박

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비핵화된 북한이 국제규범을 따르

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130) 

한미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본

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31)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도 미국 내 외교 ‧ 안

보 분야의 주류 관료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셔먼 부장관은 

2015년 2월27일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개최된 

127) 통일교육원, �2021 한반도 평화 이해� , p, 82.

128) Aum et al.,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20).

129)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 p. 8.

130) 전재성, “통일 지향 한미 간 안보협력 방안,” pp. 389∼420. 

131) “Biden: No Meeting With Kim Jong Un Absent Preconditions,” VOA, <https:// 

www.voanews.com/a/usa_biden-no-meeting-kim-jong-un-absent-pre

conditions/6182610.html> (Accessed Octobe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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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가 책임

이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한 

바 있다.132)

13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endy Sherman on Northeast 

Asia,” 2015.2.27. <https://carnegieendowment.org/2015/02/27/wendy-sherman- 

on-northeast-asia-event-4750> (Accessed October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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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즉, 남북관계 발전, 대내외 평화공감

대 확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외적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

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정책의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

지만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한반도의 불

안정성과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성

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중국 지도

부의 한반도정책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결성을 갖춘 것이었다

기보다는 강대국 정치로 대표되는 국제질서 구조 변화의 종속변수

로 작동해 왔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냉전시기 미소 양극체제와 

탈냉전 초기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경쟁체제의 하위구조로서 한반도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해왔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외전략 및 그 하위구조로서의 한반도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정책을 추진

하면서 겪었던 딜레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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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외정책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증대되

어 왔다. 그리고 소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왔다. 왜냐하면 부상한 

중국이 ‘수정주의 국가(rivisionist)’가 될지, 아니면 ‘현상유지 국가

(status quo power)’가 될지에 따라 국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133) 실제로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동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대 중국 지도부

의 국제질서관 변화를 고찰하고, 이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가. 역대 중국 지도부의 국제질서관 변화와 대외정책 

역대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당면했던 시대에 대한 인식(시대관)

에 기반하여 국제질서 구조에 대한 실체(국제질서관)를 파악하고, 그

133)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의 부상’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보다는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협력할 

것으로 본다. John G.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John G. Ikenberry,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1 (2018), pp. 7~23.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는 대체로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 교수 역시 부강한 중국이 

‘현상유지국가’가 아니라, 지역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만만한 국가가 될 것이

다”는 점을 강조한다. John J. Mearsheimer,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4 

(2019), pp.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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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대외전략 기조와 방향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먼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마오쩌둥(毛澤

東)을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전쟁과 혁명’이라는 시대관에 기반하여 

국제질서 구조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당시는 세계적인 차

원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쟁과 혁명’의 시기로서, 특히 

미소 양극체제라는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질서 구조가 제국

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대관과 국제질서관에 기반하여 마오쩌둥 지도부는 ‘독

립자주’와 ‘반제국주의’ 및 ‘반패권주의’ 등을 강조하였고, 외교정책

에 있어서도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和平共處五項原則)’에 기초한 

‘독립자주 평화외교정책(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과 ‘중간지대(中間

地帶)’ 및 ‘3개 세계(三个世界)’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 및 방향은 냉전시기 동안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이 1978년 12월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덩샤

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지도부는 당시를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관에 기반하여 국제

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지역적 차원에서는 국지전 

및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세계적 차원의 전면전쟁은 발발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 각국이 이제는 평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개혁개방 초기 중국지도부는 경제건설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질서에 편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현행 국제제도와 규칙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발

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 역시 “미중 간 갈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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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고, 미국도 중국을 적대시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4) 결국 중국은 1970년대 초 미국과의 

데탕트를 시도하여 급기야 1979년 1월 국교를 수립했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독립자주 평화외교’와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기존의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질서가 점차적으로 쇠퇴하

기 시작하고, 중국과 러시아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

과 같은 준(准)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내

지는 ‘일초다강(一超多强)’체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는 덩샤오핑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혁개방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미중관계의 안

정적 유지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실제로 미국의 저

명한 중국전문가는 탈냉전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및 사

회주의 현대화 목표 실현 과정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136)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탈냉전 시기 중국외교는 국제사무에 

대한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 responsible great power)’ 자세와 

134) 邓小平, “中美关系终归要好起来才行,” �邓小平文选(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p, 350~351. 

135) 탈냉전 초기 중국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미국에 대한 인식은 두 차례의 

당대회 ‘보고(報告)’에 잘 드러나고 있다. 江泽民,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把建

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 在中国共产党第十五次全国代表大

会上的报告,” �人民日报�, 1997.9.12.; 胡锦涛,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夺取全面建设小康社会新胜利而奋斗: 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

告,” �人民日报�, 2007.10.15.

136) Michael D. Swaine, China: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5), pp. 57~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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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요 대국과의 ‘동반자(伙伴: partnership)관계’ 구축 및 

‘국제관계 민주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위협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9 ‧ 11사건’이 발생하고, 중국

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정세의 대변화가 진행되자,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중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조화(和諧)세계’ 이

념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한 ‘신안보관(新安全觀)’ 개념을 제기하

기도 하였다.

나.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제질서관 변화와 대외정책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해진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중국은 미중 두 강대국(G2)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이 스스로를 기존의 ‘개발도상국’ 정체성에 벗어나 

‘강대국’ 정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다.137) 이러한 국가정체성 변화는 중국지도부의 시대관과 국제질서

관의 변화 및 대외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1기

를 거쳐 2기 지도부에 이르면서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평가를 통

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37) Jongho Shin, “China’s Great Power Identity and I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 Pacific Focus, vol. 33, no. 2 (August 2018), 

pp. 2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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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1기 지도부 시기138)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

범한 시진핑 1기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와는 다른 시대관 및 국제질

서관을 보여주었다. 먼저 시진핑 지도부는 향후 5~10년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이라는 중국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전략적 기회기(戰略機遇期)’로 인식하였

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

은 상황에서, 중국이 지역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향후 몇 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 인식 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건설과 인류운

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구축 및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 개혁 

등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139) 이는 곧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증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질

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자이자 건설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8) 시진핑 1기 지도부는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및 2013년 제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을 거치면서 새롭게 선출된 당 ‧ 정 ‧군 지도자들로 구성되었

으며, 1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 및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병곤 외, �중

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50~56.

139) 후진타오 총서기는 제18차 당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전진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라는 주제로 ‘보고

(報告)’를 진행했고, 동 ‘보고’에는 새롭게 선출된 시진핑 1기 지도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인식이 대거 포함되었다. 胡锦涛,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建成小康社会而奋斗,” �人民网�, 2012.11.9, <http://politics.people.com. 

cn/n/2012/1109/c1001-19529890.html> (검색일: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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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중국의 시대관 및 국제질서관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하게 된 가장 중요

한 이유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즉,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등 경제적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자

신감을 갖게 되었다.

시진핑 1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평화적 발전’이

라는 전략기조는 유지하되,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방

기하거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을 새롭

게 강조했다. 2015년 3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국

(大國)이란 지역적 ‧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발전에 더욱 큰 책임(責

任)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140) 이러한 시진핑 시대 

중국외교의 특징은 미중관계로 대표되는 강대국외교와 동아시아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변국, 국제연합을 중시하는 다자외교 등에서 

잘 드러났다.

시진핑 1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신형대국관계’ 수립 및 

‘일대일로 구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 지도부

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소위 ‘재균형(rebalancing)’141) 

전략을 대중국 봉쇄로 인식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140) “习近平：大国意味着更大责任，而非更大垄断,” �新华网�, 2015.3.28., <http://news. 

xinhuanet.com/fortune/2015-03/28/c_127631629.htm> (검색일: 2021.6.1.).

141)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관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균형’ 전략으로 전환했다. Hillary Rodham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U.S.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0, 2011, <https://2009-2017.state.gov/ 

secretary/20092013clinton/rm/2011/11/176999.htm> (Accessed May 28, 2021); 

Barack Obama, “Fact Sheet: The Fiscal Year 2014 Federal Budget and the 

Asia-Pacific,” November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 

default/files/docs/asia_pacific_rebalance_factsheet_20130412.pdf> (Accessed 

June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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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142)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서 탈피

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 경제적 협력을 강

화함으로써 자국의 ‘전략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예

가 바로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이다.

특히, 시진핑 1기 지도부는 중국외교에서 주변외교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친(親) ‧성(誠) ‧혜(惠) ‧ 용(容)’이라는 새로

운 주변외교 이념을 제시하고, 중국과 주변국 관계에서 ‘운명공동체

(命運共同體)’ 개념을 강조하였다.143)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

가들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거두지 않

고 있다.144)

142)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을 겨냥하여 제기한 ‘신형대국관계’는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

지 않으며,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공영(win-win)

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如何理解习近平一再强调的中美新型大国关系？,” 

�中国共产党新闻网�, 2015.5.19., <http://cpc.people.com.cn/xuexi/n/2015/0519/ 

c385474-27021248.html> (검색일: 2021.6.20.).

143)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외교에 대한 인식은 2013년 10월 당 ‧ 정 ‧군 주요 지도부가 대

거 참석한 ‘주변외교 업무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에서 잘 드러난다.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华网�, 2013.10.25., <http://www.xinhua 

net.com/politics/2013-10/25/c_117878944.htm> (검색일: 2021.6.20.); 邢丽菊, 

“从传统文化角度解析中国周边外交新理念,” �国际问题研究�, 2014年 第3期 (2014), 

pp. 9~20.

144) 2013년 10월 ‘주변외교 업무좌담회’가 끝나자마자 11월 중국은 방공식별구역(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CADIZ)을 선포했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영토 

분쟁 과정에서 공세적(assertive) 외교 행태를 표출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anc Interraction and Co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에서 소위 ‘아시아 안보관’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

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국제무

대에서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 견

제를 지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종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정책에 대한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pp. 133~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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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 2기 지도부 시기145)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 2기 중국지도부의 대외정세

에 대한 인식은 전임 1기 지도부 시기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

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工作報告)’에서 중국지도부가 현재를 중

국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와 비슷한 정세인식이다. 하지만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시대관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을 둘러싼 대내

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소위 ‘신시대(新時代)’라는 개념

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이다.146) 

2017년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진핑 2기 지도부는 대외

적으로 과거 5년 동안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차원

에서의 충돌과 글로벌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

한다는 점을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147) 따라서 시진핑 지

145) 시진핑 2기 지도부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및 2018년 제14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을 거치면서 새롭게 선출된 당 ‧ 정 ‧군 지도자들로 구성되었

으며, 2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 및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참조.

146) 시진핑 2기 지도부는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신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고,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소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했다. “习近平：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的讲话,” �新

华网�, 2018.3.21, <http://www. xinhuanet.com/ politics/2018-03/20/c_11225 

66452.htm> (검색일: 2021.5.15.); “中华人民共和国宪法”, �中国人大网� <http:// 

www.npc.gov.cn/npc/c505/201803/e87e5cd7c1ce46ef866f4ec8e2d709ea.shtml> 

(검색일: 2021.5.15.).

147)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 나타난 중국지도부의 대외정세 인식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질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발전이라는 추세는 대체로 불변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도전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각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지역적 차원의 갈등과 분쟁이 여전하다. 다섯째, 비전통 안보위협(테러 ‧ 사이

버 보안 ‧ 전염병 ‧ 기후변화 등)이 만연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대내적으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뉴노멀(新常态) 등 일련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인식하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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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입장에서는 ‘신시대’라는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대내외적 차원

에서 이전과 다른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대외적인 차원에서 ‘신시대’ 개념이 주는 함의는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진입하여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148) 실제로 2008년 이후 중국학계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 내지 동요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아

졌고,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world order)’에서 벗어나 중

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창출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장 푸잉(傅瑩)은 2016년 7월 6일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중국과 국제질서의 미래(China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Order)’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기존의 미국 주도의 질서를 세계질서, 

중국이 주도할 새로운 질서를 국제질서로 구분하였다.149) 시진핑 국

가주석 역시 2017년 1월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수호한다”고 강조함

속의 발전(稳中求进)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习近平, “决胜全面建成

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

会上的报告,” �人民网�, 2017.10.27, <http://cpc.people.com.cn/19th/n1/2017/ 

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20.5.28.). 

148) 이와 관련하여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9차 당대회 기간 동안 열린 토

론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는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방안(中国方案)’을 제시하며, 

더 좋은 사회제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지혜(中国智慧)’로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王毅谈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总目标: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

政府网�, <http://fimprc.gov.cn/web/wjbzhd/t1503111.shtml> (검색일: 2020. 

6.13.).

149) 푸잉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며 세 가지 

요소-즉, 미국과 서방의 가치체계 미국의 군사동맹네트워크 유엔과 그 조직 등-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Fu Ying, “China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Order,” Chatham House, (2016.7.6.), <https://www.chathamhouse.org/sites/ 

default/files/events/special/2016-07-08-China-International-Order_0.pdf> 

(Accessed June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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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중국의 유엔의 역할 중시를 통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표현하

였다.150) 중국이 유엔의 역할을 중시하고 국제법 원칙을 더 많이 강조

하는 것은 이전 지도부와 다른, 시진핑 지도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진핑 지도부의 국제질서관은 대미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

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지연 내지 억제하기 위해 대중국 견제 

및 봉쇄를 진행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은 회피

하면서도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151)

다음으로 대내적인 차원에서 ‘신시대’가 주는 함의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대 지도부가 추진해온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전략과 대외

정책은 계승하되, 이른바 ‘중국특색’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발전전략과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

다.152) 이를 반영하여 시진핑 2기 지도부는 대외정책 목표로 기존의 

‘평화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형국제관계’ 건설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대국외교(中國

特色大國外交)’를 추구하였다.153)

150) “习近平主席在联合国日内瓦总部的演讲,” �中国共产党新闻网�, 2017.1.18., <http:// 

cpc.people.com.cn/n1/2017/0119/c64094-29034230.html> (검색일: 2021.6.13).

151)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 �“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白皮书�

(北京: 国务院新闻办公室, 2018);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关于中美经

贸磋商的中方立场”白皮书� (北京: 国务院新闻办公室, 2019).

152)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8~29, 124~127 참조. 

153) 刘建飞, “中国特色大国外交的时代特色,” �国际问题研究�, 2017, 第2期, pp. 29~41; 

杨洁勉, “新时代中国外交的战略思维和谋划,” �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 2018, 第1

期, pp. 1~15; 罗建华, “‘一带一路’: 理解习近平中国特色社会主义大国外交思想的重

要锁匙,” �深圳社会科学�, 2018, 第2期, pp. 5~11; 张清敏, “理解中国特色大国外

交,” �世界经济与政治�, 2018, 第9期, pp. 64~87, 157.



98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그렇다면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신시대 중국특색 대국외교’는 어

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특징을 나타낼 것인가? 아래에서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업무보고’ 및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등과 같은 정부 공식문건 내용에 기반하여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전망한다. 

첫째, 시진핑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가 견지해온 ‘평화발전’이라는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즉 중국이 오랫동안 ‘방어형 군사전략’을 

견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더라도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미국을 포함

한 서방이 제기하는 소위 ‘중국위협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7월 25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Susan Rice)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

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 국제질서와 규칙에도 도전할 의도

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54) 

둘째, 시진핑 2기 지도부가 ‘신시대’의 개념을 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155)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관계 민주화’

를 선도하고 ‘책임대국’ 역할을 강화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유엔의 역

할을 계속해서 중시할 것이다. 중국지도부가 유엔의 역할을 중시하

는 것은 비단 시진핑 시기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시진핑 지도부 출

범 이후 중국은 국제질서와 국제체제의 수호자로서 유엔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외교가 

154) “习近平会见美国总统国家安全事务助理赖斯,” �新华网�, 2016.7.25., <http://www. 

xinhuanet.com/politics/2016-07/25/c_1119277914.htm>, (검색일: 2021.6.13.).

155) 2017년 12월 31일에 발표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2018년 신년사에서는 중국의 자신

감과 대국적인 면모를 강조한 바 있다. “习近平新年贺词尽显中国自信和大国风范,” 

�中国新闻网�, 2017.12.31.,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102/c1003- 

29741260.html> (검색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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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신형국제관계 구축, 인류운명공동체 구

축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56)

셋째,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두 개의 축-즉 신형국제

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하는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중국위협론’ 및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우회하여, 

‘중국특색의 평화발전의 길’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당분간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2035년이나 2050년까지는 지속

적인 경제발전과 공산당체제의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장

기전(持久戰)’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거

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즉 

중국은 2021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19시대 및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함으로

써 안정적인 ‘중속성장’ 의지를 표명하였고, ‘자립자강’을 위한 과학

156)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28일 “협력과 상호호혜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携手构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

라는 주제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평화의 건설자이며,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고,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시종일관 국제질서의 옹호자로서 평화발전의 길

을 걸을 것이고, 유엔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와 국제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携手构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 在第

七十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时的讲话,” �新华网�, 2015.9.28., 2015년 유엔 연설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9/29/c_1116703645.htm> (검색일: 

2021.5.15.).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중국은 

세계최대의 개발도상국가로서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세계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

했다. “习近平在第七十五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上发表重要讲话,” �中国政府网�, 

2020.9.22., <http://www.gov.cn/xinwen/2020-09/22/content_5546168.htm> (검

색일: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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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을 강조하여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시작하였

다. 또한 ‘국내 ‧ 국제 쌍순환(雙循環)’전략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으로 설정하여 미중 간 디커플링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을 포

함한 외부세력의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고 시진핑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대외관계에서도 중국은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역내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및 동맹 강화 전략에도 대비하고 있다.157) 

넷째, 중국은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일대일로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강조

할 것이다.158)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를 우회하고 중국특색

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해양강국’ 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일대일로는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전

략이기도 하다.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된 ‘해양강국’ 건

설에 대한 강조가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서에는 ‘일대일로 국제협

력’ 강화로 대체되었다.

다섯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

이 2017년 이후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됨으로써 동

157) 신종호,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KINU 

Online Series�, CO 21-10, 2021.3.7., <https://www.kinu.or.kr/pyxis-api/1/ 

digital-files/3057a1f6-28b6-40e1-8f99-b5822d4d9f38> (검색일: 2021.6.13.). 

158) 중국의 해양강국 구상과 일대일로 국제협력과의 관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권 2호 (2017), pp. 369~403; 이동률, “중국

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추진의 의미와 영향,” �중소연구�, 42권 1호 (2018), 

pp. 7~4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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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영향력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미중 전

략경쟁은 트럼프-시진핑 시기의 무역통상 분야를 넘어 바이든-시진

핑 시기로 접어들면서 기술 ‧금융경쟁 및 규범 ‧ 가치를 둘러싼 갈등으

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갈수록 장기화 ‧ 구조화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미중 양국은 독자적 세력권 구축

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핵심지역은 동아시아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와 봉쇄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

은 상황에서,159)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영향력 확대에 노력할 것이다. 즉, 중국은 코로나 19 방역과 일대일

로 구상을 결합한 ‘건강실크로드’와 ‘디지털실크로드’ 및 ‘녹색실크

로드’ 등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역내 영향력 확대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20년 11월에 출범한 ‘역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발판으로 역내 다자주의 활성화를 강조함

으로써 미국의 역내 영향력 축소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2017년 이

후 미중 무역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관세문제 등에

서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중국지도부는 오히려 

국제경제와 무역분야에서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중시하겠다”는 점

을 부각하기 시작하였다.160)

159)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초기는 코로나 19 대응 및 경제‧사회문제 해결

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 혹은 충돌 구도로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안

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3,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 

NSC-1v2.pdf> (Accessed March 15, 2021).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지연 내지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적 측면에서는 다자주의 강조 및 동맹 재구축 등을 통해

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호,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

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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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임을 자처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전면대응하기 보다는 미

국에 대한 장기전 태세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역할 및 국제법 원칙 등을 

강조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국제질서관 변화에 기반한 대외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존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중 전략경

쟁의 장기화 ‧ 구조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중국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역대 중국지도부의 국제질서 인식 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은 미국 주도의 현존 세계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주

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 하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최대 관심 사안

은 강대국관계, 특히 미중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주변국정책은 중

160)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의 대외개방성을 

언급하며 ‘개방형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克强总理会见采访两会的中

外记者并回答提问,” �人民网�, 2018.3.21., <http://lianghui.people.com.cn/2018 

npc/n1/2018/0321/c417507-29879342.html> (검색일: 2021.6.12.).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2015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회의와 2018년 11월 17일 파푸아뉴

기니에서 열린 APEC 회의 등에서 중국은 ‘개방형 지역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역

내 국가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인 상호호혜의 지역협력의 틀을 공동

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习近平在亚太经合组织工商领导人峰会上的

演讲,” �新华网�, 2015.11.18., <http://www.xinhuanet.com/world/2015-11/18/ 

c_1117186815.htm> (검색일: 2021.6.12.); “习近平主席在亚太经合组织工商领导人

峰会上的主旨演讲,” �中国共产党新闻网�, 2018.11.17., <http://cpc.people.com. 

cn/n1/2018/1117/c64094-30406239.html> (검색일: 2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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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강대국외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불

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장기 지속될 경우 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한중

관계 역시 불안정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 중국의 한반도정책 평가

중국은 개혁 시기 ‘주변정세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외전략 기

조 하에서 한반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을 한반도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중요하며,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정책 3원칙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중

국의 주변지역으로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는 변

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한반

도정책과 관련하여 소위 ‘1무(無核化) ‧ 2불(不戰, 不亂)’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161)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영향력 유지’를 최

상의 목표로 설정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역

사적 ‧ 지정학적 ‧ 지경학적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해왔

고,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좀 더 장기화 ‧ 구조화될 가능성이 명백

16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习近平会见韩国总统特使郑义溶,” �新华网�, 2018.3.12.,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3/12/c_1122526860.htm> (검색일: 

2021.5.1.); “习近平同朴槿惠通电话：半岛不能有核 不能生战生乱,” �中国新闻网�, 

2016.2.6., <https://www.chinanews.com/gn/2016/02-06/7750710.shtml> (검

색일: 2021.5.1.); “王毅, “中国在朝鲜半岛核问题上的立场: 光明磊落、坚定不移,” 

�中国政府网�, 2016.1.27., <http://www.gov.cn/xinwen/2016-01/27/content_ 

5036728.htm> (검색일: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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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정세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소위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기 보다는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에 더 가깝다.162) 즉,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하

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함의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

속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분단체제 종식이라는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

도 정세의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는 ‘소극적 평화’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는 중국의 핵심이익(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비교

할 때 그 비중이나 중요성(우선순위)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한 이슈와 관련하여 미중 간 갈

등이 고조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 위주의 소극

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중 간 이슈와 한반도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간 모종의 거래(trade off)가 시도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자국 안보

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 

속에서도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

현되는 지정학적 연관성이 큰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은 2018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국면 조성 및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 

등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소위 ‘중국 패싱’을 우려하여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중시했

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 차례 방북을 통해 북중 간 전통

162)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58~59, pp. 117~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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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호협력관계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물론 2018년 시작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국면은 2021년 현재 교착과 대화 재개를 반복하면

서 그 성패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 국면에서 한

국과 미국 및 북한에 대해 각각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중국

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중재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기민

하고 활발한 접촉을 통해 한편으로 북한의 우려에 대한 지원자 역할

을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미 협상에서 자국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노력하였다.163) 

그렇다면 향후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기존의 정책 정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과 다

른 정책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기본적

으로 기존의 한반도정책 3원칙을 준수하겠지만,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며 그 성패 여부(교착, 성공, 실패)에 따라 

북한에 상이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한

반도에서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나. 중국의 한반도정책 딜레마

(1) 북중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과 전략적 탐색

중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정책의 3원칙 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해 

왔고, 국제무대에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163)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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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한을 보호 내지 지지 ‧ 지원하는 입장과 정책을 표출해왔다. 비

록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간 상호 불신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소원’한 관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제1, 2,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

한 정책기조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하자, 곧바로 중국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

고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강력한 반대 입장

을 밝혔다.164) 또한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좀 더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물

론 외교부와 언론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

지를 보냈고,165)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제2094호)의 채택 

및 실행과정에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로 인해 북중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시진핑 집권 초기 북중관계가 경색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

의 거듭된 핵 ‧ 미사일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지도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해 왔으나, 북한 김

164) “外交部声明：中国政府对朝鲜实施核试验坚决反对,” �中国政府网�, 2006.10.9., 

<http://www.gov.cn/gzdt/2006-10/09/content_407836.htm> (검색일: 2021.5.1.).  

165) 중국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악화

시키고 있고 해당 지역과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外交部： 

中国政府坚决反对朝鲜再次进行核试验,” �中国政府网�, 2013.2.12., <http://www. 

gov.cn/gzdt/2013-02/12/content_2331595.htm> (검색일: 2021.5.1.). 2013년 3

월 막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4월 7일 개최된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 개막연설

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및 세계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不能为一己之私把一个地区乃至世界搞乱.)”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习近平在博鳌亚洲论坛2013年会上的主旨演讲(全

文),” �中国政府网�, 2013.4.7., <http://www.gov.cn/ldhd/2013-04/07/content_23 

71801.htm> (검색일: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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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정권은 이에 반하는 핵 ‧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였다. 중국정부

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1년 5월 후진타오-김정일 간 정상회담 

이후 약 7년여 동안 시진핑-김정은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았

다. 또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정부는 북중관계를 

기존의 ‘혈맹(血盟)’ 혹은 전통적 우호협력(友好合作)관계’라는 표

현이 아닌, ‘정상국가관계(正常國與國)’로 자주 지칭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북중관계를 분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66) 이밖

에도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상승

하고 중국 국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역

시 북중관계가 경색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

가 이전과 달라지고 북중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 목표 역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의 대북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

서는 반대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주변 정세의 

166)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연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中国和朝鲜是正常的国家关系)이고, 동

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강력하게 주

장한다”고 발언하였다. “中方反对朝鲜核试验 称中朝是正常的国家关系,” �中国新闻

网�, 2013.3.8., <http://news.sina.com.cn/c/2013-03-08/194226473509.shtml> 

(검색일: 2021.6.1.); 왕이 외교부장 역시 201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 

“북중관계는 오래된 우호 전통의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언급하였다. “王毅谈中朝关

系：深厚友好传统的正常国与国关系,” �中央电视台�, 2016.3.8., <http://www.china 

news.com/gn/shipin/2016/03-08/news634217.shtml> (검색일: 2021.6.1.). 중

국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북중관계는 정상

적인 우호적 이웃국가(中朝关系是正常的友好邻国关系)’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外交部：中朝保持正常的国家间关系是无可非议的,” �中国网�, 2017.3.29., <http:// 

news.china.com.cn/txt/2017-03/29/content_40522959.htm> (검색일: 2021.6.1.).



108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한반도정책의 목표 역시 지속되고 있

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원칙과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신 전

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반

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2018년 이

전까지 중국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

면서도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하는 소위 ‘북핵 ‧ 북

한문제 분리’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북중관계는 소강상태에 처해 있었

다. 하지만 2018년 초에 시작된 남북미 주도의 한반도 정세 변화 과

정에서 북중 양국은 총 5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과 협

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한 바 있다. 특히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주목

되는 점은 양국 정상이 “북중관계가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변화해

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공유했다는 사실이다.167) 

이처럼 북한과 중국 모두 자신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소통과 협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의 공고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

서는 미중 전략 갈등의 심화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전략

적 필요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될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167) “王毅谈中朝关系：不会受一时一事影响,” �中国网�, 2015.3.8., <http://news.china. 

com.cn/2015lianghui/2015-03/08/content_34989606.htm>; “人民网评：中朝传

统友谊不应也不会因一时一事而变化,” �人民网�, 2018.3.31., <http://opinion.people. 

com.cn/n1/2018/0331/c1003-29900047.html> (검색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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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관계: 전략적 가치와 ‘북한요인’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

화,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듭

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8년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

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관계는 수교 당시 ‘선

린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8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관계’, 2003년 ‘한중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후 한중관계는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과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등으로 인해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2015년)되기도 했으나, 외교안

보 분야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역대 최악의 관계(2016년 이후)로 악화

되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였다.168) 이처럼 북핵 문제와 사드배치 문

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한중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대외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여 한중관계를 유지 및 관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북

핵 ‧ 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정치군사적 대립을 오

랫동안 지속하였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오래 동안 주된 

안보위협 요인이었다. 특히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는 한중관

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가 우호

적일 때는 북한 요인이 한중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남북관

계의 장기 교착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중관계의 변화 역시 한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168)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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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찬성해 왔지만,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한중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나 상호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교환 

과정에서 양국 정상은 공통적으로 한중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언급

한 바 있고,169)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 직후인 2017년 10월 31일에

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여 한중 간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170) 또한 동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을 선언

하기도 하였다.171) 그러나 2018년 한반도에서 비핵 ‧ 평화프로세스

가 진행되고 3자 종전선언 구상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소위 ‘중국 패

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7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상

호불신이 여전한 이유는 201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

립할 당시, 양국이 ‘장기적 전략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은 한

169) “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관계 매우 중시,” �연합뉴스�, 2017.8.24.,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4020351014> (검색일: 2021.12.14.).

170)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대한민국 외교부, 2017.10.31., <https:// 

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7200&srchFr=&amp;srch

To=&amp;srchWord=%ED%98%91%EC%9D%98%20%EA%B2%B0%EA%B3%BC&

amp;srchTp=0&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

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7> (검색일: 2021.12.14.).

171)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대한민국 청와대, 

2017.12.14.,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762> (검색일: 2021.12.14.).

172) ““차이나 패싱 없다는 걸 보여줬다” 중국, 한반도 주도권 회복 ‘안도감’,” �한국일보�, 

2018.3.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81825222024> 

(검색일: 2021.12.14.); “중 언론 “한반도서 차이나 패싱 없다”,”  �뉴시스�, 2018.5.3.,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503_0000298798&cID=10101&pID=1

0100> (검색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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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단순한 양자관계를 뛰어넘어 지역적및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

계’ 수립 목표도 북핵, 한반도 문제 및 한미동맹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해결보다는,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이고 배

타적이지 않은 협력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중관계는 상호신뢰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

하고,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 등과 같은 외교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 형성에 실패하

였다.173)

이와 같은 문제는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된 이후에

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항구

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외교적 자원을 집중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협력 구

조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남북미 3국 주도로 한반도 평화프로

세스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2019년 1월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소위 ‘4개의 지지’-즉, ①북한 비핵화 지지, ②남북관계 개선 지지, 

③북미 정상회담 지지, ④대화를 통한 해결 지지’-입장을 통해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74)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소위 ‘북한 카드’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제고

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북 경제협력 추진을 통한 대북제재 우회라고 할 수 있다. 따

173) 위의 책, p. 347.

174)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中国共产党新闻网�, 2019.1.11., 

<http://cpc.people.com.cn/n1/2019/0111/c64094-30515991.html> (검색일: 202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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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최근 북중관계 공고화 추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한 ‧ 중 협력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하위구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핵심 사안인 

북핵 ‧ 북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역할론’을 기대하기 쉽지 않

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주고, 남

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미중관계로 전환되는 상황

이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셈법의 차이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중 간 대립과 갈등

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에 

대한 전략적 오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미중 양국이 ‘강대

국 정치’의 특성상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타협’을 시도하거나 ‘담합’을 시도할 경우 우리의 입

장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

야 한다. 2018년 이후 북미 비핵화 vs 체제안전보장 협상이 장기 교

착국면에 처해 있고, 한반도 정세 역시 대결과 갈등 분위기가 여전하

지만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먼저, 한국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신 하에 북미 ‧ 남북관

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175)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175)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대화·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신하고,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기반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일신문�, 2021.1.1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85> (검색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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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완료되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

국과 같은 파트너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176)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 및 북중관계 공고화 추세를 고

려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중국역할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

는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전략을 추구하거나, 비핵화 협상 과

정에서 ‘친미’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

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지

렛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177)

176)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21년 2월 22일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

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ecretary 

Blinken’s Remarks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February 22, 2021., 

<https://www.state.gov/video-remarks-to-the-conference-on-disarmament/> 

(검색일: 2021.5.1.); 젠 샤키(Jen Psaki) 미 백악관 대변인 역시 2021년 4월 30일 

언론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하

며 포괄적인(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음을 확

인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complete) 비핵

화’임을 확인했다.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2021., <https://www.whitehouse. 

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4/30/press-gaggle-by-press-

secretary-jen-psaki-aboard-air-force-one-en-route-philadelphia-pa/> 

(검색일: 2021.5.1.).

177)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북미 간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바 있고, 2020년 11월 26일 방한 시에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

을 확인했다.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中国政府网�, 2020.5.25., <http://www.gov.cn/guowuyuan/2020-05/25/content_ 

5514563.htm> (검색일: 2021.6.1.); “2020年11月26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

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0.11.26., <http://infogate.fmprc.gov.cn/ 

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35815.shtml> (검색일: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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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협력 

(1) 한중 협력의 목표와 방식 

현재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

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한중 협력의 목표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에

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두고, 북한이 핵 ‧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진하지 않도록 선제적으

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중 협력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선호와 정책 방

침을 기본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협의할 필

요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

은 병행하는 방안, 방역과 보건의료 및 관광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남 ‧ 북 ‧

중 3자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한중 협력을 통해 남 ‧ 북 ‧ 미 ‧ 중 간 

본격적인 다자협상(4자, 6자회담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중 협력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미중 갈등과 한반도 문제(특히 남북관계 진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대국정치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를 분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미중 양국 모두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북중관계의 공고화 

추세를 우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북중 간 군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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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자 향후 평화협정 

추진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향후 ‘종전선언’을 포함하여 한반도

에서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 

과정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협력’

에 따른 ‘한국(한반도) 패싱’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이 미중 전략경쟁을 완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설

득해야 한다.

(2)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 기제 회복 및 확대

1992년 수교 이후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한중 간 인식의 차이와 

이견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전략대화’ 채널을 제도

화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비약적으

로 발전했으나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이 갈수록 많아

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한중 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양국 간에 갈등 발생 시 그것이 위기로 발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다차원적인 대

화 채널을 재구성하여 정례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화 채널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178)

이를 위해 먼저, 국가안보 책임자-장관-차관-사(司) ‧ 국장급으로 

이어지는 다차원 전략대화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트랙1.5 또

는 트랙2 방식의 소통 ‧ 교류체제 등 각종 비공식적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사드 현안 이후 중단된 두 가지 대화 채널, 즉 

178) 다음 내용 참조 후 재구성.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p. 166~167; 신종호,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위기관리를 통한 리질리언스 강화 

시급,”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25, 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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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1 차원에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 채널인 ‘한중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트랙1.5 차원의 ‘한

중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의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179) 

2021년 11월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를 개최하여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지만 이를 정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중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상호불

신이 여전한 이유는 한중관계 자체 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할 당시에 양국이 목표

로 했던 ‘장기 전략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즉 한중관계에서 ‘전략적’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함의는 양국관계

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지역 혹은 글로벌 차원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 것이었고, 양

국관계의 목표 역시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과 같은 단기적 현안뿐만 

아니라 상호신뢰와 전략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적이고 배

타적이지 않은 협력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180) 하지만 

2008년 이후의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 및 사드배치 

문제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로 인해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그에 따른 상호신뢰 부족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

전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179)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pp. 351~352 재

인용.

180) 위의 책, p. 34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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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중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

며,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층차 

및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4)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및 지경학적 연계를 통한 북한 변화 촉진

한중 모두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 

동력발굴을 통한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중 경제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견

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중 협력을 남 ‧ 북 ‧ 중, 남 ‧ 북 ‧ 중 ‧ 러 협

력으로 단계적 ‧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181) 

먼저,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

북방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strategic linkage)하는 방안을 논의

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시기가 도래하였

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적으로 연

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신북방 정책

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일대일

로 구상과 신북방 정책이 교차되는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의 전략

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길림(吉林)성 

181) 신종호,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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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長春)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하여 한중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중국 국무원이 해당 시범구의 총괄추

진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한중 간 협력 분야와 업종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우대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중국 동북지역은 민간 경제주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 지속적인 

경제둔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한중 간 협력 시너

지 창출 가능 분야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신흥전략산업분야에

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한중 FTA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

방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잘 고려한 뒤 점진적인 방식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낮은 수준의 FTA를 

달성한 뒤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신흥전략산업분야-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AI), 집적회로, 신에너지, 헬스산

업 등-에서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서부지역 인프라 개발과 생태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북극항로 개통 이후 교통 ‧물류의 다원화,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 협력의 범위와 방향도 적절히 확장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 협력

을 개시함으로써 상호호혜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발전의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또한 최근 북중관계의 공고화 추세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사안별 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

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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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북제재의 근본 목적이 북한체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미 협상과 관련하여 소위 ‘단

계적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도모하여 북한과의 협력 및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

이 있다.

나. 다자협력 

한중 양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력이 갖는 한계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다자 및 소다자 

협력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3자 혹은 4자로 대표되는 소다자 

협력의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 다자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다자 협력 추진의 필요성 

다자협력은 기본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공동 이익 및 장기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대

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다자협력과는 다르

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개별국가들의 국익 추구 경향으로 인해 현

실 국제관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역시 경제 분야에서의 다자협력

은 일정 부분 진전되고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소위 ‘동아시아 패

러독스(East Asian Paradox)’로 인해 협력보다는 갈등 추세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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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 즉 역내 국가들 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기반으

로 양자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지만, 역사 문제나 영토분쟁과 같은 민감한 외

교안보적 현안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 간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인식 및 정책적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역내 

다자협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들어 특정 사안(issue)을 중심으로 소수

의 국가가 참여하여 공동이익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소다자 협

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자 혹은 4자 협력은 다자협력

에 비해 공동이익에 대한 조정이 수월하고 참여국가들 간의 신뢰 구

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양자협력을 3자 내지 

4자 협력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다자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남 ‧ 북 ‧ 중 3각 협력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한 ‧ 미 ‧ 일 3자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한 ‧ 중 ‧ 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북핵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

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

다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소다자 협력의 

대상국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 ‧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영향력과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 역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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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

중관계가 강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의 지정학 ‧ 지경학적 가치 제고 추세 등을 활용하여 남북중 3각 협력

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에

도 불구하고 추진 명분이 뚜렷한 분야 등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와 스포츠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의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 19와 같은 초국경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처, 그리고 국제사회와

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문제와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 등은 추

진 명분이 뚜렷한 사업들이다.182)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남북중 3각 

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한국 주도로 한중협력을 통해 북한

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3) ‘한 ‧ 미 ‧ 중 정책협의체’ 구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 ‧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처해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문제에 치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곧 

중견국 혹은 非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182)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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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견국 한

국은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소다자 외교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한미중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183)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84)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층위와 정책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중’ 정책협의체 출범이 절

실해 보인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당시 중국 측에 

이미 이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 신중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소

극적인 입장이다.185)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향후 ‘한미중 정책협의

체’가 출범한다면,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성과에 따라 ‘북미중 

정책협의체’ 등의 출범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83) 신종호 외,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pp. 86∼87. 

184)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p. 355 재인용.

185) 2017년 독일에서 열린 G20 회담 참석 차 방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서 사드 문제 논

의를 위한 ‘한미중 3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사한 협의체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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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화된 다자협력체제 구축 노력186)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은 경제와 안보 및 비전통적 안보 

등과 같은 분야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의

미의 다자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아시

아 국가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제도화된 수준 높은 지역 다자협력체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동남아

시아국가연합(ASEAN)+3’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는 곧 아세안 중심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 다자협력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RCEP이 체결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대내외적 문제들이 여전

히 많다는 점에서 미래 시점에 진정한 의미의 다자협력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곧 동아시아 지

역의 핵심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다자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공

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RCEP의 적극적인 실행자로서, RCEP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다자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갈 필

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소통과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양국이 노동력과 데이터 이동, 환경보호와 관련된 여러 조

항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CPTPP 구성원들과

의 협상 과정에서 힘을 합쳐 협상력을 높이고 함께 협상의 조속 타결

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186)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pp. 357~3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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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에 있어서 지역 다자협력체 구성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

망이다. 다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진전

되고, 미중 간 갈등이 좀 더 협력적인 분위기로 전개될 경우에는 한

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 다자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될 수 있다. 즉 과거 오랫동안 대결적 안보상황에 노출

되었던 한반도가 미중 간 협력 분위기를 기회로 삼을 경우, 지역안

보 다자주의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 함께 소위 ‘동아시아 다자안

보대화’(가칭)를 위한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5) 비전통안보 분야 다자협력

미래의 지역 다자협력은 비전통 안보분야 협력에서 시작하여 점

차적으로 전통적 안보분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비전통적 안

보분야는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위험성도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다자협

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분야 역시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양자 및 3자 협력이 대부분이고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

자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한 중심에서 벗어나 

소다자 혹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

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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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 및 보건 ‧

의료 분야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이 아닌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분

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 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바 있다.187) 

왕이 외교부장 역시 2020년 11월 중순 한국방문 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간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

고, 이를 위한 ‘신속통로’ 적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합

의한 바 있다.188)

현재는 남북 보건협력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코로나 19 극복에 필요한 필수 의약

품이나 백신 및 치료제 등은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즉 중국이나 몽골 등을 통해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국제비

정부기구(INGOs)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대북 식량지원 역시 우리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 협력사업이다. 미국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시적이고 인도적 차원

187) 청와대,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0.9.23., <https://www1.president.go. 

kr/articles/9213> (검색일: 2021.6.1.).

188)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20.11.26., <https://www.mofa.go.kr/ 

www/brd/m_4080/view.do?seq=370703&srchFr=&amp;srchTo=&amp;srch

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

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97> (검색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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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량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

한 공적원조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예를 들어 긴급구호, 

취약계층 지원, 경제개발 등-에 초첨을 맞춘 ‘패키지형’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 대상의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KSP)의 경험을 활용하

여 향후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할 때, 기존에 한국정부와 한국개발연구

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지식공유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북

한 당국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나 국제

기구(ESCAP)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s) 등과의 연계협력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6)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다자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다자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국제인프

라투자기구들의 대북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189)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전 세계적으로 연결

된 유럽(A Globally Connected Europe)’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도

상국 인프라 구축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일대일로처럼 확고한 재정적 기반이나 추진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

지만, 기존 다자간개발은행(MDB)가 주도하던 인프라 파이낸싱이 

더 풍부해지고 확장될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AIIB가 등장하자 

이와 경쟁하는 처지가 된 ADB는 사업 금액을 대폭 늘린 적이 있다. 

189) 동 내용은 최필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

회의2021.9.23.)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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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절한 개혁개방 조치가 선행된다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또 그만큼 인프라 수요도 크며, 민생개선과 권위주의 체제의 전환이

라는 측면에서도 다자간 국제개발 협력체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개발펀드와 지원자(Donor)들 역시 가시적이고 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피투자처를 언제나 찾고 있다. 한국도 스스로 선

진국의 PF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고, 특히 그것이 북한과 

동북아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고도화 방안’을 확

정하고, 대미 인프라 건설 수주 지원과 함께 개도국 인프라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190) 북한의 인프라 건설 수요에 한국의 기획과 ‘매칭 펀드

(matching fund)’가 구성된다면 해외 파트너들의 적극적인(심지어 

경쟁적인) 참여로 대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동북아개발은행을 미중 참여로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다. 한중 양자 ‧ 다자 협력 추진 시 정책적 고려 사항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한중 간 양자 및 다자협력이 좀 더 구체

화되고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내외 영향요인(변수)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야(朝野)에

서는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그 결과 상

대적으로 한미동맹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

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190) 국토교통부, “정부 합동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7.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 

9979> (검색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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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업그레

이드가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

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

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

는 노력이 ‘친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

구조 해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궁

극적으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

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요인이다. 최근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소위 

‘삼중고’와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 추세 등은 한중 협력의 위협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회요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미중 전략경

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

상회담을 통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북중 간 교류협

력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미중 간 체제 ‧ 이념 문제 및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를 시도한 바 있

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남

북 ‧ 북미 간 신뢰 회복 및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

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 및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의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론과 국민정서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및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등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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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중 양국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드배치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미중 전략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

비하기 위해 체제 안정과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한중 사회문화 갈등 국면에서 중

국 국민들을 지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

계를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한중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상호신뢰와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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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외정책

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질서의 불

안정, 특히 중국의 독자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아베 정부 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물

려,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로운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관여와 지속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였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요

인과 함께 ‘미국’ 요인, 즉 미국 관여의 불확실성이 더 큰 요인이며 

미국의 변화 및 미래 행동의 향방이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

다.191) 게다가 일본의 ‘전방위 외교’의 전통은 미일동맹에 대한 의존

을 줄이면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층적인 안보 네트워

크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발표된 ‘국가안보전

략’에 다각적 ‧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하

나의 사례가 유럽과의 안보 네트워크 협력 강화이다.

일본은 2007년 아베 총리가 인도 국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두 

해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인도양

과 태평양을 함께 인식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6년 8월

에는 이러한 구상을 발전시켜 케냐에서 개최된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VI) 기조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발

표하였다. 이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라는 

‘2개의 대륙’과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과 인도양 ‘2개의 해양’의 합류에 

191) 백우열 ‧ 이기태 ‧ 이재현 ‧ 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 p. 30.



134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의해 생성되는 역동성이며,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번영 실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192) 즉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에

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으로, 법의 지배에 따른 자유

롭고 열린 질서를 실현하면서 활발한 경제사회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

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구상이다.193) 

일본은 스스로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동아프리카와 역사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인도 및 동맹

국인 미국, 호주와의 전략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2016년 

11월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act east, 

동방정책)’를 연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기

로 합의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과 함께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추

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호주와도 2018년 11월 모리슨(Scott 

Morrison)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연계해 나가

기로 합의하였다.194)

일본이 미국, 인도, 호주와 인도태평양 협력을 추진해 가는 동안 

프랑스(2018년 6월), 아세안(2019년 6월), 독일(2020년 9월), 네덜

란드(2020년 11월)는 각각 인도태평양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하였

다. 특히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관

한 아세안 아웃룩(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은 법의 지배, 개방성, 자유, 투명성, 포섭성을 아세안의 행동원리로 

192) 外務省, �外交靑書 2021� (東京: 日経印刷, 2021), p. 26.

193) 茂木敏充, “日米印豪で中国の野望を封じる,” �文芸春秋� 第99巻 5号 (2021), pp. 

142~143.

194) 外務省, �外交靑書 202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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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195)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일본의 존재감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전개한다는 것을 외교 목표로 생각하였다.196)

일본은 2013년 각의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국가안보전

략’)’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걸프전의 교

훈’을 되살린 결과이다. 즉 일본의 국제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의 활동범위를 아시아태평양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인 인도태평양으

로 변경하였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일본에서부터 미국, 

아시아, 유럽 각국까지 연계의 바퀴를 넓히는 구상이다. 일본이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주체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한 ‘국가안보전략’은 유럽 국가들을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

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

가 변화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글로벌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평화롭고 번영하

는 국제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유럽

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서술하였다.197)

195) 위의 책, p. 27.

196) 田中明彦, “[特別インタビュー 安倍晋三]日本復活の礎となった日米同盟最強化,” 

�外交� vol. 64 (2020), p. 9.

197)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平成25年12月17日 国家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2013.12.17., p. 23, <https://www.cas.go.jp/jp/siryou/131217anzenhoshou/nss-j. 

pdf> (검색일: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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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염두에 둔 다각적 ‧ 다층적 안보협

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

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질서의 안정을 위해 

‘2+2 회담(외교, 국방장관회의)’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활용하면

서 보다 실천적인 공동훈련 및 연습, 방위장비 및 기술협력, 양자관

계와 연계된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들 및 NATO 및 EU와의 협력 강화도 명기되었다.198)

이와 같이 아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협조

하면서 일본이 구상하는 국제질서를 구축 및 확대하려고 하였다. 

즉 일본이 국제질서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다. 물론 일본 외교에서 미일동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외교는 아

세안, 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및 북일, 러일, 중일관

계 등 양자관계를 관리 및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추진에서 일본은 인도, 호주, EU 및 영

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

고 있는 각 국가들과의 협력 틀,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

평양 지역협력 등 동맹국 및 우호국의 안보 네트워크화를 추진하

여 향후에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을 표명하고 있다.199)

198) 防衛省, “平成31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8.12.18., p. 15, <https:// 

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9/pdf/20181218.pdf> (검색일: 

2021.5.5).

199) 정한범 외, �2020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20),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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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범한 스가 정부 역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쿼드 국가들이 각자 주변국과 우호

국과의 연결을 살리려 보다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00)

일본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 인도태

평양으로의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의 주요국들이 

군함을 파견하는 등 이 지역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변화를 감안했을 때 일본 입장에

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홍콩의 민주화 탄압으로 중국

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을 일본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와 같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유럽과의 관계를 재고찰하거

나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자체와의 협

력 필요성이다. 미국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미일관

계 관리 측면에서 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관계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선제적

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미일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201)

이와 같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안보 협력 대상을 인도, 호주, 아세안, 유럽으로 확대

하는 등 이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안보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202) 즉 일본은 장기적으로 활동 공간을 인도태평

200) 茂木敏充, “日米印豪で中国の野望を封じる,” p. 144.

201) 아키야마 마사히로, “스가 정부, 관료 중심의 실리주의 노선 취할 것... 외교 키워드

는 국제공조,” 여시재 인터뷰, 2021.01.05., <https://www.yeosijae.org/research/ 

1073> (검색일: 2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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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유

럽 국가들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정부분야 협력을 포함해서 미일동맹을 기

축으로 하면서 유럽 국가들과도 ‘다각적 ‧ 다층적 협력’(방위계획대

강 2018)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미중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미중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로나 19에 관한 중국책임론과 같이 일방적

인 중국 때리기의 양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는 기술패권 경쟁, 인권 문제 등 새로운 미중 간 쟁점 혹은 전통

적으로 민주당 행정부에서 강조해왔던 쟁점을 가지고 미중 간 경쟁

체제가 심화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가치관, 이념 등의 외교 원칙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주목하고 미국의 국제리더십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동

맹관계, 다자주의, 국제협력 등 정책수단 활용을 중시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글로벌 패권 지위 유지와 미국의 군사, 경

제, 기술 분야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

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중국의 해양진출 

및 기술패권주의, 인권문제 등의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 혹은 

202) 백우열 ‧ 이기태 ‧ 이재현 ‧ 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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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인호가 중심이 된 쿼드 국가 간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

(QUAD PLUS)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사상 최악이

라고 일컬어지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향후 미국이 중개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이 현상변경 대상으로 보고 있는 중

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이 맞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대

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떤 정부든지 이전 정부에

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오

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재균형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

평양 전략 모두 중국의 부상에 미국이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

을 가진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 즉 아

시아에 대한 관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203)

2. 일본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가. 일본의 한반도정책 

한일 간에는 미국의 중재 하에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함께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 검토,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관

련 한국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그 

동안 한일관계 악화에도 조용히 협력이 진행되었던 안보분야에서도 

203) 이대우, “바이든 정부 출범과 QUAD의 군사동맹화 가능성,” �정세와 정책�, 12월호

333호 (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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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발생했다.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의 욱일기 게양 문제

로 해상자위대가 불참하고, 12월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는 평상시 한일 간에 커다란 

문제로 발생되지 않을 문제였지만, 일본 정치인들에 의해 의도적으

로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1월 20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엄중해져 “근린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기본적 가치

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지적했지

만, 아베에게 한국은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 일본의 안

보를 위협하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유화적인 태도

로 일관하는 국가, 한미일 연계나 안보협력보다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보수색채

가 강하고 과거 회귀적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이를 국내 지지 세력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다분

히 보여 왔기 때문에 그에게서 한국과의 관계개선 동기나 의지를 찾

기는 어려웠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고 양국 간 대화와 

접촉 창구와 채널도 넓어지고 있다. 총리 취임 당일인 9월 16일 축하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

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의지를 보였다. 24일 성사된 정상 간 

첫 번째 전화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

리기 위한 계기’를 한국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 현

금화를 막는 조치를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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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의 국회 소신표명연설과 2021년 1월 18일의 국회 시정

방침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과 ‘중요한 이

웃’이라고 지적했지만, 한일관계가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일본 정부

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해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2020년 1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

장과 김진표 회장을 포함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도 면담했지만, 교착상태의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지는 못하였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

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

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

결에 이어 일본제국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하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단죄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주권국가

는 타국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주권) 면제의 예외로서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

통령이 솔직하게 토로한 대로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판결이었

다.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자산

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

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3권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존중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한편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과 한일 합의에 반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1월 23일, 모테기 외상은 한국 

정부가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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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일 사이에는 역사인식이나 국민감정이 깊게 관련되어 있는 과

거사문제가 경제나 안보, 사회문화교류 등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

록 하자는 ‘투 트랙’ 외교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징용공문제가 발단이 되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현재의 한일관계에

서 투 트랙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

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2020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일본 내

각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

답은 정점에 달했던 2019년의 71.5%보다 7%p 줄어들기는 했으나 

64.5%에 달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응답자의 58.4%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204)

나. 일본의 한반도정책 딜레마

(1) 미중 경쟁 속 한국과 일본의 딜레마

아베 정부는 일본의 전통적 외교 방침인 ‘전방위 외교(全方位外

交)’를 추구하고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관리(management)’하면서

도, 다양한 수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미일동맹 

강화, 아베 총리의 동남아 순방을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 강

화, 호주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였다. 이러한 대중

국 견제 맥락에서 아베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한미일 삼각안

보협력을 추구하였으며, 경제 측면에서는 한중 FTA를 견제하였다. 

즉 한국이 친중국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의도였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친중국 경향이 일본의 안보위협이 된다는 

204) 内閣府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令和３年２月),” <https://survey. 

gov-online.go.jp/r02/r02-gaiko/gairyaku.pdf> (검색일: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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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아베 정부는 2015년 9월 박

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

의 ‘중국경사론’을 제기하였고, 한중이 ‘역사’를 축으로 대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였다.205)

한국과 일본은 미중 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적 위계질서(dual hierarchy) 하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모

색해왔다. 특히 일본은 미국중심 질서에 기반을 두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경분리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위계질서 구조와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모호성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 견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커스를 비롯한 대중 안보 견제가 확장되고 있다. 그

리고 분명한 중국 견제 노선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참여와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인권, 국제규범, 경제, 기술, 

인프라 투자 등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다층적 이슈 영역에서 다자적 협력이란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요청

받고 있다.206) 

(2) 민주주의 가치 적용의 딜레마

일본은 중국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의 관

205) 鈴木美勝, �日本の戦略外交� (東京: ちくま新書, 2017), p. 281.

206)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관계 재건축,” �EAI 워킹페이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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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 “대만은 일본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

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왕래

를 가진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다”라고 규정한다.207)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문제로 대만과의 가치 연대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해되며 중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로 주로 언급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기

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208) 내지는 “한국은 일본에게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209) 그런데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자, 가치공유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

다. 2021년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한일 양국

은 1965년 국교정상화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 및 기타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

해 왔다”고 하여 가치공유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수상의 소

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식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류그룹의 판단의 자의성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를 강조할수록 그 가치의 상대성에 기반

한 이념의 진영화가 뚜렷해지는 것도 가치외교의 특징이자 주의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일본의 보수주의가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들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이념

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상응하는 가치외교의 딜레마를 확인하게 된다.

207) 外務省, �外交青書� (2021), p. 55.

208) 위의 책, p. 13.

209) 위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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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패러독

스는 가치중립적인 자유와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결

합하여 발생하게 되며, 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

의 그 자체를 전도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태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210)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이권 

제한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적이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민주주

의 방어의 결정이나 집행 속에 권위주의나 독재가 들어갈 여지는 없는

지, 민주주의를 전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 역시 민주주의의 파괴

로 반전될 수 있는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민주주

의의 국제 연대로의 확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3) 북한 적대화와 한일협력의 딜레마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

가 대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아베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압력’을 모두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압력’이야말로 북한을 움

직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2016년 북한으로의 송금

을 거의 전면 금지했으며, 2017년 아베 총리의 유엔총회연설에서는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다. 압력이다”라고 국제사회에 강하게 호

소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국교 단절을 요구하였

다.211)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9년 5월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210) 大竹弘二, “戦闘的民主主義の現在: 多文化時代の民主主義防衛 (自由民主主義の再

検討),” �年報政治学 2020� vol. 2 (2020), pp. 55∼81.

211) 首相官邸, “第72回国連総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 2017.9.20.,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7/0920enzetsu.html> 

(검색일: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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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 및 북미대화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일본의 또 다른 전통적 

외교방식인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를 보여주었다.

일본은 한미일의 북한 핵 ‧ 미사일 대응공조와 한국의 남북관계 개

선 행보 사이에서 나타날 부조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북

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및 비핵화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이 성급한 접근이라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북

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일 대응 공조에 무게

를 두어야 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성급

하게 추진하여 자칫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212)

즉 안보 측면에서 한미, 미일 간 안보협력은 냉전기는 물론 냉전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어 왔고, 한일 간 안보협력도 특히 1998년 김

대중-오부치(小渕恵三)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

너십 공동선언) 이후 눈에 띄지는 않지만 협력적 관계가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북한 문제였는데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

루어야 할지에 대한 한미일 간의 인식 및 정책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대북정책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았고, 문재

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합의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동의하는지도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미일 협

력에서 하나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

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

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

212) 송정현 ‧ 이기태, “남북일 관계를 고려한 신한반도체제 구상방안,” �비교일본학�, vol. 

50 (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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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 발사, 9월 11일~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9월 15일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음을 확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 아베 내각은 2013년 12월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NSS)을 각

의 결정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법의 지

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나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 옹호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표현하였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은 일본의 군비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안보 태세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을 제한하

는 헌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

아의 타자화213)는 일본 대내적으로 안보법제를 마련하고 집단적 자

위권을 강화하는 자기정당화로, 대외적으로는 국제연대의 강화와 

동류그룹 형성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한일 간 협력은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전제할 때 강화되어 나타

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개선을 모색했던 한반도 프로세

스 전개 과정 중에서는 한일 간 협력요인을 찾기 어려웠음을 의미한

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은 미일동맹을 발판으로 한 ‘대국주

의 외교’, 주요국과의 안보협력 확대, 중 ‧ 러에 대한 독자외교를 모

색함으로써 ‘신냉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의 한반도정책은 한일관계의 ‘재조정’ 또는 ‘격하’, 

한반도 유사시 적극 관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견제와 대비

를 통해 한반도의 상황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14) 아베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

213) 오승희, “아베 내각의 아시아 정책: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일본연구�, 

vol. 75 (2018), pp. 103~126.

214) 길윤형, �신냉전 한일전� (서울: 생각의 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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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이 동북아 긴장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중국과의 신냉전 체제에 대비하는 일본

의 대외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였다.

(4) 한일 경제 갈등의 새로운 딜레마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에 대한 한국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8월부터는 27개 국가에 지정하던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공표 및 시행하였다. 일본의 기습적인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 ‧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일

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가

지 소재부문이다. 3가지 소재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디스플레

이 부품에 필수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

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반

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

제하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 관련 소재 중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

트 국가’로 지정하여 이들 품목의 수출 간소화 절차라는 우대 조치를 

부여해왔지만 7월 4일부터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은 정치외교 채널로 다양한 대응과 항의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시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한 첫 대응

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와 

함께 산업부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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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고, 수출규제 강화 관련 동향 점검을 비롯해 대응방안을 논

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7월 8~9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서, 일본이 7월 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

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

였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

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본 수출

규제를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위법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

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

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략물자의 위법수출이 156건 적발된 

것을 관리체제의 허술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증거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

며, 현재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

다. 수출규제를 시행한 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위법 수출 관리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자 하는 의

도이다. 2018년 발생했던 레이더 조사 사태에서도 일본은 명확한 증

거 제시가 없이 한국 해군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도발을 시행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한국의 참여 압박이다.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한국의 이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한국 내

의 대북 경제 지원 움직임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판단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규제가 일본의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

라는 평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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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고객인 점

은 명확하다. 특히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이후 한국기업이 소재와 제

품을 국산화하거나 다른 수입경로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기

업 생산에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재료를 생산하는 일

본기업은 매출이 급감하는 등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일본기

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R&D투자를 시행할 경우, 

일본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3. 한 ‧ 일 협력 방안

가. 양자협력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 환경 변화 속에 한

국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의 대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1)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추진

아베 총리는 한국과 역사 갈등을 겪으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

는 대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2015년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였다.215) 이 담화에는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부재하였는데, 이는 한국은 관용이 

215) 首相官邸, “安倍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15年8月14日 <https://www.kantei.go. 

jp/jp/97_abe/statement/2015/0814kaiken.html> (검색일: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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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국가, 한국에 사죄를 해도 화해할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인식

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 전후 체제에서 희박해지는 가해자 의식과 함께 기존

의 가해국-피해국 구도를 전환시키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였다.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견지하면서 이러한 가치에서 벗어난 중국을 마치 가

해국으로 둔갑시키고, 일본은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피해국으

로 전환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한일관계에서 한국을 특히 법치주의

가 덜 성숙된 국가로 규정하면서 일본이 마치 피해국인 듯 나타내었

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가해국-피해국 관계의 한일관계에서 벗

어나 대응한 한일관계로 규정하였다.216)

이처럼 한일 간 갈등에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체제에 대한 인식 차

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일 양국이 한반도 냉전 구도를 

탈피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인식 차이가 한미일 협력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은 일본을 잠재적으로 현상변경세력으로 보고 있

는데,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관련해서 일본의 보통국가 움직임이 지역의 현상변경

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상정된다. 반면 일본은 기존에 중국, 북한

을 동아시아 지역의 현상변경세력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역내 미국 중심의 전후질서에 대한 하나의 현상변경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며, 이

에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전후체제에서 성립된 국가 간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는 단기간 내

216) 윤석정, “1965년 체제와 아베 정권의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 12 ‧ 28 합의, 강제동원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18 (2020),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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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에서 한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management)’의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일 양국에 상호이익이 있는 현안, 예를 들면 북핵 문제

와 같이 이해가 일치하는 영역부터 일본에 협력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는 우선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의 결심에 달려있다. 한국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

부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한 감정이 강하다는 분석은 있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비록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합의에 서명하였지만, 사실 한일 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의 

청와대와 관저주도의 정책결정과정이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책결정과정 및 이를 둘러싼 일본 국내 현실정치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기시다 총재의 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이념 분석이 종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17)

결국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함께 한일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북일 대

화 재개를 위한 협력 등 개별 현안에 너무 몰두하기 보다는 ‘일괄타

결 방식’을 제안한다. 한일 양국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현안별로 상

호 양보를 통한 점진적 접근 후 양국 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일괄 해

결방식이 필요하다.

(2) ‘냉전형’이 아닌 ‘탈냉전형’ 한미일 관계 구축

먼저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이 필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게임에 대등하

217) 이기태,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Online Series� CO 21-28 (2021.10.1.), p. 5.



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일본 협력 방안  153

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일동맹 강화라는 동북아 정세 속에

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의 미들파워 협력에 바탕을 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미

국과 중국의 강대국 게임에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른 종전선언, 평화협

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일본 측에서 우려하는 내용 중 하나가 유엔

사 해체 문제이다.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는 필연적이고, 그에 따라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일

본 입장에서 안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유엔사 해체 문

제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핵심사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유엔사 해체 문제도 한반도 냉전질서 해체라는 측면에

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사 문제는 한미일 만

의 문제가 아닌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고 정

작 한국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과

정에서 유엔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한국이나 중국 등 유엔 회

원국들의 유엔사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미일 플러스 알파’라

는 형태의 다자안보협의체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하는 새

로운 시각도 필요하다.

(3) 한국의 적극적인 대일외교 전개

한국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

분히 인식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2021년 2

월 19일 한미일 3국 북핵 협상대표가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공조해 가기로 하였

다.218)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 안정에 관한 3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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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

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3국 간 북핵문제 정책

대화가 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후에도 일정한 성과는 

없었으나,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의는 착

실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보

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너무 수세

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 어느 쪽

에도 참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일대

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

로 골라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

의 한반도정책을 다시 한 번 일본 측에게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냉전 구도를 상

정한 한미일 협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미일이 바탕이 된 탈

냉전형 다자간 안보협력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나. 다자협력

(1)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지역질서 구조의 변화 분석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지역질서 구조의 변화 분석이 필요하

다.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미국 중심)과 현

218) 문재연,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비핵화 협력·공조’,” �헤럴드경제�, 2021. 

2.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9000335>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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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중국)의 경쟁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향

후 변화의 모습을 예측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율성’

을 추구하려는 국가(ex. 아세안 등)들의 입장 분석을 통한 다자협력

체제의 모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현상유지와 현상

변경 구도로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본의 미일동맹 기축은 

현상유지 차원, 즉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유지이며, 일본

은 중국과 북한을 동북아 지역의 현상변경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역사 갈등을 통해 ‘65년체제’의 변경을 시도하는 한국을 

현상변경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일 간 대북정책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분단체제를 전제로 한 일본과 분

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기 때

문이다.

냉전구도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 한미일 안

보협력체제가 성립되었는데, 탈냉전 이후 특히 최근에는 한미일 관

계를 둘러싼 체제 변화 혹은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재

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같은 탈냉전 구도를 지향하는 정

책에서 바라본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여전히 냉전적 구도에

서 움직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외부 위협요인을 상정하면서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대등한 미일관

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미래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외부 변수를 고려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없다.219)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 전통적 외교, 예를 들면 ‘전방위 외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219) 김용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비핵화, 납치문제, 영토 그리고 

역사인식의 고차 함수,” �JPI 정책포럼�, 2018-49 (2018),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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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중정책과 관련해서 일본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구상, 특히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국가 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한다는 점이 일본 외교의 특징

이다.

(2) 일본의 다자 구상에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협력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 5G 분야 등 최근 다자 구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록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 ‘대

국 지향’ 노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미중 구도 속에서 결코 양 

강대국만큼 대국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지속적으

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한일 양국이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미중 구도에서 일정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냉전형’ 한미일 관계가 아닌 ‘탈

냉전형’ 한미일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사례를 찾아가야 한다. 한 예로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재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종전선

언 및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일본은 유엔사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 성격 변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엔사를 모색해야 한다. 즉 

중국, 한국, 북한도 참가하는 형태의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유엔

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생각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정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동북아 평화 

혹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반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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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의 영향에서 한반도 평화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자율성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패권 및 지역 강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안보환경 구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 안보환경 구축은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환경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이

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과의 관계 강화만을 통해 국

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

맹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능력구축지원사업 확

대와 같은 다자 및 양자 교류의 확충을 통해 국제 안보환경을 안정화

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다해야한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의 활동공간 및 역할 부여

일본은 전후 평화국가로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한일 간 시

민사회 연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데 

일본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지금은 일본 시민사회 차원에서 주

로 평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정부 차원에서 핵무기금지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참

여를 유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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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특히 비용 측면), 비핵화 이후 북

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협력 및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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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국제질서 변화 인식

가.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 인식

(1) 유라시아주의와 유라시아 연합 이니셔티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The West)’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국제질서에 대한 반대로부터 비

롯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20세기에 주도해 온 패권적 지배체제는 

20세기 말부터 점차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미국을 대체할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나 지역

(international region), 혹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가 나타나 글로벌 체제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

다.220) 즉, 미국 주도의 체제는 ‘구질서’이며 사라져야 할 낡은 구도

일 뿐이라고 폄훼하는 데서 현 국제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 글로벌 세계에서 미국을 대체할 세력은 러시아가 이끄는 범유라

시아(Pan-Eurasianism) 연합 세력, 유럽연합, 중국, 유엔 등이며, 

이들 세력이 다원적으로 공존하면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며 그 초기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221)

푸틴(V. Putin) 대통령 집권 초기까지 러시아는 자신이 유럽의 일

원이고 러시아의 국가적 정체성이 유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존중’을 받지 못

220)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https://www.mid. 

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asset_publisher/CptICkB6BZ29/cont

ent/id/2542248> (Accessed June 5, 2021).

221)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академия МИД России, “Итоги 2020: будущее формируется уж

е сегодня,”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lumns/ 

global-governance/itogi-2020-budushchee-formiruetsya-uzhe-segodnya> 

(Accessed June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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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푸틴 2기를 지나면서 ‘반서구’ 성향의 ‘다중

심(multi-centric)’ 세계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

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면서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포괄하는 유라시아(Eurasia) 세력권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Ukraine), 

벨라루스(Belarus)를 포함하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전체에 해당하는 

대륙의 중추부,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등 카프카즈(Kavkaz) 지역 등의 러시아 영향권 내 지역을 공동의 

발전 및 문화권으로 규정하는 등, 발트(Balt) 국가들을 제외한 구소

련권 내에서 사실상 자신들의 영향권을 재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

냈다. 이 같은 관념은 민족적으로 러시아 바깥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과 러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를 러시아 공동체

의 일원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 ‘신유라시아

주의(Neo-Euraisnism)’222)로 개념화된 이와 같은 관념은 사실상 

러시아민족주의(Russian nationalism)의 외연을 확장하고 러시아

의 지역 내 패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맹주로서의 러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유라시아는 지구 전체의 1/3이 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

구 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사람들

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고 자부한다. 푸틴을 비

롯한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이처럼 방대한 유라시아의 

공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상을 하게 되

었다. 즉 유라시아 공간은 기후 등 다양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 하에서 각각을 

유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관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222) Михаил Немцев, “«Неоевразийство» Александра Дугина и евразийство,” <http:// 

gefter.ru/archive/25085> (Accessed June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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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를 위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 간에 관세 장벽과 비자 

제한을 없애고 ‘유라시아 연합(The Eurasia Union)’ 같은 경제연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223) 연합은 국가들 간의 오랜 불만과 분

쟁을 종식시키고 상호 이해와 이익의 다자주의적 균형, 공통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유라시아 연합은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증오를 불식

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및 정신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는 등 유라시아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는 믿음도 반영되어 있

다. 이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른 대륙과 함께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24) 

2015년 말 푸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고를 총칭하여 ‘대유라시아 

파트너쉽 개념(Greater Eurasian Partnership Concept)’이라고 불

렀다.225) 유라시아 통합은 경제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

다.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여덟 가지 원칙은 <표 Ⅵ-1>과 같다.

<표 Ⅵ-1> 유라시아 통합의 8원칙

223) “Заседание Высше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http://www.kremlin. 

ru/events/president/news/65626> (Accessed June 6, 2021.).

224) Andrey Kortunov, “Eight Principles of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RIAC(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Paper, September 20, 2020. pp. 

1∼2.

225) “Путин объявил о создании больш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https://rg. 

ru/2015/06/17/vladimir-putin-anonsiroval-sozdanie-bolshogo-evrazijskogo-

partnerstva.html> (Accessed May 23, 2021.).

원칙 내용

1
유라시아 파트너쉽은 지역 통합체(ASEAN, EAEU,RCEP), 초국경적 경제 프

로젝트(BRI)나 조직(SCO, APEC, ASEM)과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다.

2
유라시아 파트너쉽은 서유럽(Euripean West)에 반대하는 동방 유라시아

(Eurasian East) 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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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drey Kortunov, “Eight Principles of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RIAC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Paper, September 20, 2020, pp. 1∼2. 

(2) 국익 수호와 힘의 대외적 투사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뒤이은 합병 및 우크라

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탈우크라이나 분리 독립 운동 등 일련의 사

건 전개는 러시아 내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유라시아주의 관념이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 서구의 어떤 국가

나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완벽한 크림반도 장악을 예측하지 못했

으며, 연이어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예측 불가의 상황 전

개였다. 유럽 등 서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충격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그동안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러

시아가 군사적으로 완벽한 작전을 성공하리라고는 예측을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즉 서구, 특히 유럽은 러시아가 자신의 역할에 

원칙 내용

3
파트너쉽을 형성할 때, 각자는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 모델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초월할 필요가 있다.  

4
EU같은 엄격한 통합 구조와 달리, 유라시아 파트너쉽은 개별 국가 혹은 지

역 집단이 자신의 행동에 있어 고도로 유연한 형식을 구상하고 있다. 

5

유라시아 파트너쉽이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작용의 

확대는 과학, 교육, 문화와 인도적 접촉 같은 다른 협력 분야의 협력에도 불

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유라시아에서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안

보를 유지하고 20세기와 그 이전에 발생해 전해 오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

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7

파트너쉽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일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아프리카, 남북 아

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과 분리시키는 “유라시아 고립주의

(Eurasian isolationism)”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8

“위대한 유라시아 파트너쉽”의 건설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밑

에서부터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지역 통합 연합들과 각 국가들 간에 가장 

적절한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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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맞는 군사력을 갖추고 지역 강국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다.226) 

2010년대 이후 푸틴 정권이 주창하는 유라시아주의를 사수하는데 

있어 러시아 대외 안보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역은 러시아의 서쪽 경

계선이며, 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나토(NATO)가 발트 국가들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마저 

유럽진영과 결속하게 되면 러시아 국경과 유럽이 직접 맞닿는 상황

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 서쪽의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

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권이 퇴

진하는 상황에서 단행된 크림합병은 러시아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

하고, 사전에 적극적 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요 거점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였다. 러시아는 선제적인 공세로 크림반도를 장악했지

만,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어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재제 국면이 전개되게끔 만들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연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의 개입은 러시

아의 전통적인 세력권 범위 내에서의 공세였고, 또 러시아가 양보

할 수 있는 대외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5년 9월 

말 이후 시리아 내전에 군사력을 개입한 행동은 소련 붕괴 이후 러

시아가 실행해 본적 없었던 원거리 힘의 투사라는 점에서 역시 예측

할 수 없었던 의외의 시도였다. 러시아는 이미 크림합병과 우크라

이나 사태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외 군사 개입

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

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의 제안을 푸틴 대통령이 수

226) Charles Grant, “Is the EU to Blame For the Crisis in Ukraine?” <https://www. 

cer.eu/insights/eu-blame-crisis-ukraine> (Accessed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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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행해진 시리아 내전 개입 결과는 여러모로 러시아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227)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해 러시아는 첫째,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영

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러시아 군이 보유한 무기의 

효율성과 더불어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전 수행을 위한 구상

을 실험하는 장으로 사용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셋째, 크림반도 점령

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이어 성공적으로 대외 개입과 군사력의 

우수성을 현시함으로써 푸틴 정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시리아 내전 개입은 푸틴 정부의 독자적 결정의 산물로 성과가 있

었지만, 이는 트럼프(Donald Trumph) 집권 이후 미국이 국제 갈등

에서 과거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나타난 상대적인 부산물이기

도 하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동안,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동북아, 유럽, 

이란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 즉 미국이 비교적 관심을 덜 갖는 틈을 

이용한 틈새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틈새전략은 미

중갈등이 계속되고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추세가 감소하는 한 지속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은 부족하며, 능력 범위를 넘는 무리한 대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과시할 수 있는 힘의 한계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Donbass) 지역과 인접한 접경지대에 러

시아군 병력을 10만 명 이상 집결했다가 철수한 조치를 통해서도 드

러난다. 러시아가 의도한 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인지, 아니면 

서구가 러시아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227) Samuel Charap, Elina Treyger, Edward Geist, “Understanding Russia’s 

Intervention in Syria,“ Rand Corporation Research Report (2018), p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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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데 그쳤다.228) 

힘을 시위하여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의 힘의 한계를 인식한 

조치하고도 볼 수 있다.

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 러 및 대 서구관계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대결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 수

준의 대립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양국이 구사하고 있는 상대

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감정적이다.229) 과거 집권 시 트럼프 대통령

은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수차례 표명했지만, 우크

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러 제재가 강화되는 등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 

간 관계는 악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2016년 미국 대선에

서의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캠프 및 트럼프 자신의 러시아와의 협

력 의혹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가 제기되는 등 러시아와 쉽게 풀기 

힘든 난제들이 발생하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되고 미러 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제

기되었지만, 신임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초기부터 러시아에 경고성

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은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조 바이든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되자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

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이든이 러시아

가 우려하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원칙을 확

약하는 등 그가 당선되면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228) Sarah Rainsford, “Why Russia may not be planning the invasion that Ukraine 

fears,” BBC NEWS, April 15, 2021.

229) Anna Arutunyan, “What a U.S. Intelligence Report on Russia Really Tells 

Us About America,” The Moscow Times, March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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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였다. 즉 모스크바 핵심부는 트럼프의 정책 중 일부가 러시

아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러시아에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자 크렘린은 트럼프의 승리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가 바이든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즉 트럼프를 선호하는 러시

아의 선거 개입 의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표명하는 반

러 행위의 강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지정학적 경쟁의 

일부로 생각하며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미국 역시 

러시아 내 선거에 개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30)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이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

게 반러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취임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는가” 라

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며,231) 미국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지적하였다.232) 이에 대해 크렘린은 분노를 

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아주 나쁘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푸틴

은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의 온라인 공개대화를 제의했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였다.233) 결국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

230) Vladimir Frolov, “Biden Called Putin a Killer. Will That Change Anything?” 

The Moscow Times, March 19, 2021. 

231) Dan Mangen, “Biden believes Putin is a killer, vows Russian leader ‘will pay 

a price’ for trying to help Trump win the election,” <https://www.cnbc.com/ 

2021/03/17> (Accessed May 26, 2021.).

232)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Threats to the 2020 US Federal 

Elections,” March 10, 2021,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 

assessments/ICA-declass-16MAR21.pdf> (Accessed June 9, 2021.).

233) Anna Chernova, Zahra Ullah and Rob Picheta, “ussia reacts angrily after 

Biden calls Putin a ‘killer’,” <https://edition.cnn.com/2021/03/18/europe/> 

(Accessed May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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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기대감보다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재

임 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적 마찰은 회피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러시아에 대한 비

판을 서슴지 않았다. 

미러 간 첫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16일 개최되었다. 전략핵 감축 

등 일부 상징적인 사안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미국에 대한 해킹 등 러시아에 대한 불만과 공격 및 이에 대한 

푸틴의 반격 등으로 일관된 회담 진행으로 비추어졌다.234) 물론 바

이든은 러시아의 적대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면서 동시에 선택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235) 그러나 현

상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서구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러 제

재가 유지 ‧강화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EU, 캐나다, 영국과 

협력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대

러 제재의 명분은 푸틴의 정적 나발리(Alexei Navalny)에 대한 독

극물 공격과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미대선 개입 등으로 과거 트럼

프 대통령이 중시하지 않았던 이슈였다.236) 

바이든 취임 이후 러시아의 대 서구 관계는 트럼프 재임 시와 달

리 미국과 EU 및 NATO와의 관계가 결속되면서 러시아의 EU 분열 

시도는 트럼프 시기보다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바

234) “Biden-Putin summit: US and Russian leaders meet for tense Geneva talks,” 

BBC NEWS, June 16, 2021,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749 

4283> (Accessed June 20, 2021.). 

235) Charap, Samuel, Elina Treyger, Edward Geist, “Expanding the Scope for 

Statecraft in U.S. Russia Policy,”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May 18, 

2021., <https://www.rand.org/pubs/external_publications/EP68642.html>.

236) 정은숙, “바이든 시대 NATO동맹,” �세종정책브리프�, No. 2021-11. 2021.5.2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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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외교는 무엇보다도 동맹외교의 복원을 내세우고 있으며, 동맹 

재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NATO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시 유럽 주요 국가의 방위비 분담에 초점을 맞춰 NATO 국가들을 

압박했던 것과 달리 유럽 안보 고유의 주제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여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즉 러시아로부터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시될 것이며, 미국이 ‘인도태평

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통해 중시하고 있는 중국 압박

에 유럽도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237) 

실제로 유럽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연대하여 민주

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에 맞서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38) 러시아는 이 점에 있어 중국과 더불어 대적 세

력으로 손꼽히고 있어 미국 및 유럽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있

다. 2021년에 들어와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과 더불어 러시아 정

치인 나발리에 대한 독극물 사건을 푸틴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제재로 대응하는데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주었

다. 또한 크림병합 이후 7년 만에 우크라이나 영토와 인접한 접경

지대에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 병력을 집결시켰다가 유럽과 미국 

모두 철수를 요청하였다. 결국 공세적인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 

추구 경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유럽은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데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고 있다.

237) Frédéric Grare, “The EU’s Indo-Pacific strategy: A chance for a clear message 

to China and Europe’s allies,” Commentary,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pril 22, 2021. 

238) Jon Wallace, Hans Kundnani, Elizabeth Donnelly, “The importance of 

democracy-Why is democracy important to the world and how does it help 

maintain a just and free society?” <https://www.chathamhouse.org/2021/04/ 

impo rtance-democracy> (Accessed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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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 ‧ 중 협력과 대미 연대: 백신 외교의 측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치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동맹의 

활력을 재활성화하려고 노력할수록,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결속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조달을 미국이 견제하는 

등 중국이 서구와 대립을 계속하게 되면, 러시아가 점차 중국의 기

술궤도(tech orbit)에 편입될 것이라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중

국은 2027~2028년에 미국을 따라잡고 GDP 수준에서 세계 최대

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

는 동안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침체를 겪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기에 이른 

것이다.239)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글로

벌 확산 과정에서 각자 공격적인 ‘백신 외교(vaccine- diplomacy)’를 

펼쳐 왔다. 러시아는 벨라루스(Belarus)와 아르메니아(Armenia) 

같은 구소련 동맹들, 혹은 베네주엘라(Venezuela), 시리아(Syria), 

이란(Iran), 세르비아(Serbia)처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백신 외교를 펼쳤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UAE, 멕

시코(Mexico), 헝가리(Hungary),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처럼 

전통적으로 서구에 친화적인 국가들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이들 국가

들은 화이자(Pfizer)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공급 기

회를 놓친 국가들로,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Sputnik) 백신

을 대체재로 공급하려 한 것이다.

239) 러시아가 직면할 상황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종속 

위험이 증대한다. Vita Spivak, “What Does China’s Latest Five-Year Plan 

Mean for Russia?” The Moscow Times, March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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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등 서부 발칸

(Western Balkans) 지역의 세르비아계 대중을 대상으로 서구 백신

은 효과가 없으며, 반면에 러시아 백신이 우월하다는 점을 선전하였

다. 또한 NATO의 방역지원보다 러시아의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며, 

NATO는 감염병 위기에 처해 있는 회원국들에게 방역과 관련해 유

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유럽연합에 대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전념하였다.240) 이미 50개 이상의 국

가에서 ‘스푸트니크 Ⅴ’를 승인하여 러시아가 공급하였는데, 정작 러

시아 국내에서는 2021년 10월 현재 인구의 29 퍼센트만이 접종하였

다.241)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2022년까지 러시아인의 70퍼센트가 

접종을 마칠 수 있다. 즉 국내 보다 외교를 우선한 결과 나타난 현상

이다. 이점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국인 접종 확대보다 외국

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러시아처럼 경제적인 이유보

다 지전략적인(Geo-strategic political) 동기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53개국에 백신 원조를 실시하여 백신민

족주의(vaccine nationalism)를 거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중국 외교부는 강조하였다.242) 

러시아의 백신은 유럽 내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였

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러시아 백신을 도입했던 슬로바키아는 총

리가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

240) Daniel Sunter, “Disinformation in Western Balkans,” NATO Review, December 

21, 2020; 송태은, “코로나 19 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국가 발 디지털 프로파갠

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No. 189 (2021.4.26), p. 26.

241) Our World in Data, “Share of people vaccinated against COVID-19, Oct 2,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OWID_WRL> 

(Accessed October 4, 2021.). 

24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Zhao Lijia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rch 15, 

2021,”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t186 

1145.shtml> (Accessed June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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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백신 외교를 추구하지만, 유럽 국가들

은 지정학적 의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내 문제로 백신을 보기 때

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

결정이 선거 과정과 깊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정책과 

외교정책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작용한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백신이 국가의 생산물인 반면 외국의 경쟁자들은 사적, 

기업 수준에서 행동하는 차이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을 이용

해 지지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마치 냉전기 대립을 연상시킬 정

도로 진영 간 선전과 비방을 수반하고 있다. NATO의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이 “우리는 더욱 공격적인 러시아로 인

해..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위험한 세계에 직면하고 있

다”고 언급하면서 EU동맹국들이 방위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243)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 언론들은 동시에 

서방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과거에 사용

했던 것과 같은 오래된 전략”이라고 비난하였다.244)

코로나19 사태 확대와 팬데믹(Pandemic) 위기에서 러 ‧ 중 협력

과 그들의 반 서구 대립 전선은 공중보건과 같은 중대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과 말의 전쟁과 

같은 레토릭 대결을 구사하게 유도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백신

은 ‘공공선’의 명분 보다는 지정학적인 무기에 가까운 용도로 활용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

고, 국가들이 포스트-팬데믹(Post-Pandemic) 세계 질서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투쟁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243) Martin Banks, “‘Newly assertive’ Russia and ‘rise’ of China pose biggest security 

threats to West, says NATO chief,” Politics, Policy and People MAGAZINE, 

Mar 17, 2021. 

244) Xinhua, “Russia asks NATO to focus on own problems,” Global Times, March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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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노선

을 같이하고 있으며 자국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2.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가.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는 대한반도 외교의 기조를 남북한과 

균형적인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푸틴 집권 4기

에 이른 현재까지 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외교 

정책은 정형화된 원칙이나 외교 노선에 입각해 수행되기보다는 러

시아의 대한반도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정책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에는 물론 불변하는 원

칙이 존재한다. 남 ‧ 북 ‧ 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러시아 극동 개발을 

위한 한반도의 협력지대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해결을 위한 

단계적 해법 및 북한 압박 반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은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

역(Asia-Pacific Region)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

한 전략 목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조합에 근거하고 있다. 러시

아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으려 하며 주요 

이슈에서 소외되는 상황 역시 원치 않는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적

극적인 중개자가 되어 주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동북아에

서의 군비경쟁 악화를 우려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특히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을 반대하는 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



Ⅵ.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러시아 협력 방안  175

사일 방어체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과 한국에 구축되어 동북아 

및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제가 완성되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타

격을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중국의 

동북부에 군비를 증강시키며 일본의 재군비화 및 동북아 각국의 군

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245)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러시아가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러시아 극동 개발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의 진출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긴장

이 완화되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무드 조성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 

남 ‧ 북 ‧ 러 가스관 연결 같은 대형 3각 협력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생성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는 3각 협력을 위해 한국이 자본을 

조달하고, 러시아가 한국과 더불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246)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유럽의 대

러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러시아는 러 ‧ 중 협력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

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반도정책을 공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서 사실상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245) 김열수 외, �2018 동아시아 전력평가�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pp. 164

∼165. 

246) Дмитрий Магоня, “Почему Южная Корея активизировал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

ия с Россией,” Ведомости, July 12, 2017, <https://www.vedomosti.ru/economics/ 

blogs/2017/12/07/744486-yuzhnaya-koreya-ekonomicheskie-rossiei> 

(Accessed June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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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와 2015년 시리아 군사 개입, 서구와의 전면적인 선전 및 정보

전 등 유럽과 중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아

시아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글로벌 이슈는 

물론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과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

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와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입장은 러시아가 대미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과 협력을 통해 얻는 이

익이 중국과 협조하시 않을 시 얻는 위험부담보다 크기 때문에 전략

적 계산상 유효하다. 

나. 한 ‧ 러 관계 현황

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추진을 전

면에 내세우면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

하는 정책 추진을 천명하였다. 신북방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

동체 형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 북방 유라시아 경제권과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기조에 따른 정책이다. 이 중 러시아와의 협

력 사업의 대표적 구상은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에서 신북방 핵심 경제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9개 다리 행동계획’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한 ‧ 러 협력을 바탕

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양국 정상회담에

서 제시되었다.247)

247) “[전문] 한러 공동성명...“한반도 ‧동북아 항구적 평화 노력”,” �연합뉴스�, 201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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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한 ‧ 러 정상회담 결과 및 9개 다리 전략

회담 주요 협의 사항 주요 항목

2018년 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 교역구조 다변화 촉진 및 한 ‧ 러 서비스 ‧

투자 FTA 체결 논의 본격화 합의

∙ 정보통신 및 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

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중소 ‧벤처 기업 협

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논의

∙ ‘9개 다리 행동계획’ 마련 합의

∙극동개발협력 확대: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

항 활용,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극동 금융

협력 이니셔티브 차원 유망 프로젝트 실현

∙ 남 ‧ 북 ‧ 러 3각협력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논의: 철도기관 간 MOU 체결

한 ‧ 러 서비스 ‧ 투자 FTA, 

9개 다리 전략, 남 ‧북 ‧러 

3각 협력 

9개 다리

전략

∙ 가스: 러시아LNG 추가 도입 등을 통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향후 

남 ‧ 북 ‧ 러 가스관 연결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향후 TSR과 남북철도(TKR) 연결

∙항만: 자루비노항 등 극동지역 항만 현대화 및 건설

∙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한 ‧ 중 ‧ 몽 ‧ ‧ 일 ‧ 러 간 전력을 연

계 ‧공유하는 광역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루트로 개척하여, 북극항로 상업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 조선: 극지 이동 쇄빙선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농업: 종자 개발 , 재배기술 연구 등 한 ‧ 러 농업협력 확대

∙ 수산: 연해주 수산물복합단지 조성 및 어업쿼터 확대를 통한 수산자

원 확보 

∙산업단지: 남 ‧ 북 ‧ 러 협력을 통한 연해주 공단 조성

출처: “[전문] 한러 공동성명...“한반도 ‧ 동북아 항구적 평화 노력,” �연합뉴스�, 2018.6.22.

한 ‧ 러 양국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기념사업을 추

진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해였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지연되었고 온라인으로 대체된 사업들 역시 많았

다. 양국은 2020년 6월 총리 간 통화에서 ‘한 ‧ 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1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27일 홍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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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는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앞서 언급한 ‘9개 다리 행

동계획’에 대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였다. 양 국은 9개 다리협력 체계를 확대 ‧ 개편하

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였다. 기존 가스, 전력, 철도, 산

업단지, 조선, 항만, 북극항로, 농업, 수산, 보건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

서 에너지, 철도 ‧ 인프라, 조선, 항만 ‧항해, 농림 ‧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 ‧ 관광으로 개편하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는 투자, 혁신 플랫폼 등 유망 협력 분야가 새

롭게 추가되어, 양 국의 新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

회를 창출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양 측은 총괄

기관 간 협의체(한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러시아 경제개발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248) 

2021년 2월 양국 외무장관은 통화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 및 극복

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동북아방역보건협력

체’구상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협력한다고 한 바 있다.249)

한국 정부는 신북방 핵심 협력 국가로 러시아를 중시하였지만, 코

로나19의 도래와 대통령의 제안에 뒤이은 구체적인 경제 협력 과정

의 후속 조치 미비로 처음 출발 당시의 기대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의 계

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248) “한-러 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간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10.27.

249) 외교부, “한-러 외교장관 통화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2.12, <https://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99>(검색일: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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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한 ‧ 러 양국 차원에서 특별한 계기가 근

래에 조성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 말 이후 코로나 19 

문제가 심각해져서 방역과 백신 등의 긴급 현안이 국내외적으로 중

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미북대화, 남북대화 등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가 2020년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아직 이를 복원할 만한 

추진력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2015년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 등 중동 문제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반영하듯 한반도는 

관심대상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중국이 지지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2019년 중국과 공군연합 훈련 시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영공과 카디즈(KADIZ)를 연속적으로 침입하는 등 

러시아의 군사력 존재감을 한반도에서도 과시하였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대체로 같은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북미회담의 당사자

인 미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선제행동을 요구해왔으며, 바이

든 대통령 집권 이후 이를 보다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신뢰할만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정상 간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답보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제 완

화와 같은 유화적인 조치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정서와 분위기로 볼 

때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국의 대러 단기 협력 방안

한국은 북방협력의 대상 가운데 러시아를 선도적인 협력 국가로 

선정하여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를 위해 앞서 지적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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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공동 노력을 해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이 향후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국 미래비전의 공조화

양국 간 윈윈(win-win) 가능한 분야와 사업을 발굴하고, 접점을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양국 관계를 동반이해 관계로 승격시키

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제로 섬(zero-sum) 여지가 있는 

분야의 경우, 가급적 회피 전략 혹은 무시 전략으로 쟁점화를 사전

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제로 섬 관점을 윈윈 인식

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극동 개발 전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상관관계 검토 

및 제안 

러시아가 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극동 개발의 요체는 극동 지

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개발하여 극동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

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완비

하여 에너지와 자원 및 상품을 신속하게 유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

치하여 러시아의 극동개발협력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

다. 한국은 민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 더불어 상호 공동 

연구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하여 한국과 인적 ‧물적 왕래 증대를 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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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럽/러시아 간의 육상/항공 물류 이동 미래전략 수립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

도(TKR)의 연결 사업을 진척시켜 관광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수 있

다. 또한 러시아가 21세기 국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극해 

진출과 북극해 노선 개척에 관한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공동으로 투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을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허브 공항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 러시아산 자원의 극동 및 태평양 공급망으로서의 한반도 기지

전략 수립

러시아 극동의 주요 산업 가운데 대규모 생산 분야로 수산업을 꼽

을 수 있다. 러시아 국영 및 민간 기업은 물론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에 진출하여 수산물을 가공하고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북아 연근해 수산자원 공동 

보호 및 개발 협력에 충분히 역점을 둘 만하다. 극동과 오호츠크 등

에서 수확하는 러시아산 수산물의 주 소비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생산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매년 한국-러시아간 

어업협정을 통해 명태 및 기타 어종에 대한 어획쿼터를 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 수산분야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

다.250) 북한 역시 러시아와 수산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북한의 

상황으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수산업에서의 남

‧ 북 ‧ 러 협력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철도로 

연결하여 자원을 수출하는 북한의 나진 ‧ 선봉지역의 국제항 및 인프

라 개발에 협력할 수 있다.

250) 신지현, “극동러 수산업 동향 살펴보기,”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8.5.18., 

<https://news.kotra.or.kr> (검색일: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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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일 3각 경제공동체 ‘동해 구상’ 수립 

러시아 내 전체 어획량 중에서 극동해역이 6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

여 관리 중이다. 러시아의 동해(오호츠크해)와 기존 동해를 연결하

는 수산 자원 보호 이용에 관한 자유구역을 설정하고 자유무역해상

지역 설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 

■ 북한 개방에 대한 상호 필요성 확인 

북한 주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연이

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개방을 위해 협력한다. 즉,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도적 지원 견지에서 절실한 개방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 러가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수 있다. 

(2) 양국 관계의 다각화 및 상설화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의 다각화 및 상설화를 위해 필요

한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조러 수교 150주년(2034년), 한러 수교 50주년(2040년) 기념 

문화 예술 교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이를 위해 양 국에서 상징 인물을 선정하여 기념하는 기획을 할 

수 있다. 특히 한인 이민자나 초기 한인 정착 및 한 ‧ 러 교류를 

위해 공헌한 인물을 포함할 수 있다. 현대 인물 중에는 한 ‧ 러 양

국 문화 교류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교류 행사를 정례화 혹은 상시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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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 지역 지자체-한국 지자체간 상호 교류 협력 강화

기존의 강원도-러시아 연해주 간,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간 자매

결연 등 한-러 간 지자체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한

다.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외에도 극동 사하공화국과 시베리아 알

타이공화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러시아 극동 전역으로 지방

외교를 넓힐 필요가 있다. 코로나 종식에 대비하여 러시아 극동과 

동해 및 일본을 잇는 크루즈 운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 밖에 

공무원 교환 연수, 대학의 학점 연계, 관광 교류 인프라 확대 추진, 

정기 왕복선의 증설, 주민 간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과거에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으로 운반한 후 한국으로 수출했듯이, 수산물 혹은 농산

물도 이 루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러 동시 번역 시스템 개발 

양국 동시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시간 동시 텍스트, 음성 통

역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한 ‧ 러 당국 및 민간이 협력할 수 있다. 한

국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도록 한국 정부 혹은 한 ‧ 러 대화 등 1.5 트랙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도록 한다.

■ 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의 상호 인증 체결 

양국 차량의 운행 허가 및 양국 제 증명서의 상호 인정 확대를 위

해 양 국 정부가 협의하도록 한다. 

■ 교육 ‧ 연구 기관 교류 협력에 대한 양국 정부 지원 추진 

양국의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간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 간 교육제도 상호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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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항로 및 항공편 정부 지원 

양국을 왕래하는 정기 왕복 선박 및 항공기의 노선을 증설하고 정

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대북 공동 유인 및 대응

북한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 가능

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개방 유인 공동 전략 방안 합의(민간 학술 베이스) 

북한주민과 극동 러시아 공동체 및 대한민국 시민 공동체의 관점

에서 북한 개방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학술회의

나 시민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 북한 문화 예술 단체 공연 전시 양국 공동 초청 상설화 추진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나 문화 예술품의 전시를 양국이 개최하고 

북한공연단 등 주민을 초청하여 3국 간 교류를 확대해나가도록 한

다. 북한이 지향하는 대규모 체제선전용 공연이나 전시보다는, 남북 

간 공통의 역사 속에서 공유해온 문화적 자산을 홍보하고 한국의 미

를 알리는데 주력한다. 

■ 북한 엘리트 선진 과학문물 연수 탐방 교류 지원책 제안 및 대

학생 교류 협력 프로그렘

북한 당국에게 사업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주고, 한 ‧ 러 양

국은 자금지원만 담당하는 방식으로 북한 엘리트의 국제 사회 노출

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진행하

고 있는 대학생 협력 협정 및 교환학생 협정을 살려서 남북 간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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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관계가 축적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남북 ‧ 러 3국의 대학

교들이 참여하는 3각 교육 프로그램도 논의해 볼 만하다. 언어연수, 

공동 학 ‧석사 과정, 교수 ‧강사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계 및 하계 학교 제도 운영도 가능하다. 3각 교육 협력은 

고학력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배출하여 다자협력을 이끌 인재들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51) 

■ 남 ‧ 북 ‧ 러 3국 스포츠 정기 교류 상시 추진 

북한이 강한 종목 중심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그를 통한 북

한의 수익 구조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최 장소를 3국 간 교대로 

순환하여 개최함으로써 정기 교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또한 정

치적 긴장 국면에서도 정기 스포츠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교류의 정

신을 살리는데 주력한다. 

3. 한 ‧ 러 협력 방안

러시아는 소련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해 다자체

제 수립을 지향해 왔다. 소련 붕괴 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의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다자체제 수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일

한 주장을 해왔다. 러시아는 안보를 중점적으로 다자협력의 대상

으로 강조해왔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경제 역시 주요 대

상으로 설정하여 노력을 경주해왔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경제협

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251)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 나탈리아 김,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이재영 편,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 ‧북 ‧ 러 3각 협력� (대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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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환경 조성에도 줄곧 중점을 

두어 왔다. 러시아가 주창하는 남 ‧ 북 ‧ 러 3각 협력은 한 ‧ 러 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을 추가적으로 가세시키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252)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하여 구상 가능한 다자협력은 6자회담과 같

은 다자안보협력체도 가능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과 더불어 대미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구도는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자협력구도는 남 ‧ 북 ‧ 러 3각 협력이 주

축이 되는 ‘소다자 협력’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 역시 3각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 ‧ 러 협력에 북한을 참여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남 ‧ 북 ‧

러 3각 협력의 구도를 가정할 수 있다.253) 북한이 남 ‧ 북 ‧ 러 3각 

다자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북한과 향후 다자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

능한 구상 및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양자 협력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개방 및 남 ‧ 북 ‧ 러 소다자체제 형성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52) 바실리 미헤예프, “북 ‧ 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이재영 편,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 ‧북 ‧ 러 3각 협력� (대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 108. 

253) 러시아 세계경제 ‧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인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eheev) 박사

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3각협력이라는 표현이 남 ‧북 ‧ 러 3국 모두에 더 적합한 표현

임에도 ‘남 ‧북 ‧ 러 3각협력’ 이 아닌 ‘북한에 대한 한 ‧ 러 경제협력(согруа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е)’이라 정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바실리 미헤예프, “북 ‧ 러 협력과 남북

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pp. 96∼97.



Ⅵ.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러시아 협력 방안  187

(1) 한 ‧ 러 합의 및 공조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 체제 개방에 합의하여 구체적 프로그램을 시

행할 때, 한국 정부가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북한 개방 조치가 취해지

는 사전 및 사후에 공동 보조할 것에 합의한다. 이와 같은 합의의 전제

는 북한 내 개방된 시장경제 환경이 구축되고, 사유재산을 포함하여 

시장경제 체제가 합법화되고 개방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다. 이 점은 당연히 북한 정부에게는 가장 뼈아픈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254) 한

국과 러시아 양 측 정부 레벨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한 ‧ 러 공감대 하에서 북한으로 점차 확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 개방 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안정화 전

략을 유엔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러 간의 중재 합의를 유도하고, 미 ‧ 일 ‧ 중 ‧ 러 ‧ 한국 등 다자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 대한 한 ‧ 러 양국

의 이해관계를 점검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합의를 도출한다. 이 역시 비핵화가 상당히 진척되는 등 북핵 문제

의 해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색 가능한 방안이다. 

(3) 북한 내 개발 사업

북한 내에서의 경제적 공동 이익 사항 및 개발 영역을 사전에 협

의하여 확정한다. 한반도 종단 철도, 가스관, 송유관 공동 개발 등의 

254) 바실리 미헤예프, “북 ‧ 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pp. 91∼92.



188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메가 프로젝트가 이에 포함된다. 메가 프로젝트는 상징적 효과는 크

지만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가구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 중심의 현대

화 사업 참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마비되고 붕괴된 경

제 인프라 구조를 복원하고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와 노

력 투입이 요구된다. 이 경우 북한 경제 현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북한의 대러 진출 지원

북한의 대러 진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러시아 측과 공유한다. 북한의 대러 경제 이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러시아에 이를 설득하고 합의하도록 

한다. 건설, 수산업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이 파견한 인력은 대

북제재의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 현 상

황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의 시

점에 맞추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 제반 요소

를 검토하여 대러 진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중앙 정부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지방 정부들과 우호적인 관

계를 형성해야 한다.

(5) 러시아의 대북 진출 합의

러시아의 대북 진출에 있어 한국과 사전 교감을 하고 이에 대해 

한 ‧ 러 간 합의를 도출한다. 양국이 경제협력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제반 영역에서 협의할 사안을 발굴하여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의 한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상호 양해 합의를 추진한다. 

대북 및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



Ⅵ.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러시아 협력 방안  189

지만, 향후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가능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6) 한 ‧ 러 전문가 포럼 상설화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은 남북 주민들의 자유선택원칙에 입각한

다는 사실에 한 ‧ 러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협의하고 제도화하기 위

해 양국 전문가 포럼을 상설화한다. 특히 러시아세계재단, 극동연방

대학, 러시아정교회 등 반관반민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과 북

한 양쪽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남 ‧ 북 ‧ 러 3각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255) 현재 한 ‧ 러 간 운영되고 있는 1.5 트랙

의 ‘한러포럼’과 별도의 전문가 포럼을 상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

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러포럼’을 확대할 수도 있다. 

나. 다자 협력

(1) 한 ‧ 미 ‧ 일 ‧ 러 간 평화 이니셔티브 및 4자 공동 이익 방안 

추진

한반도 평화 정착 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은 동북아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합의하고, 한 ‧ 미 ‧ 일 ‧ 러 4국이 주도하여 극동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니셔티브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

화되는 상황에서 추진 가능하며, 북 비핵화 완결을 위한 자극제 역

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한반도, 일본, 미국 4자 공동 이익 

방안을 추진하여 자원개발, 경제협력, 인적 교류에 있어서 공동 이

익을 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55) 여인곤 ‧조한범 ‧ 김현택 ‧ 서동주, �러시아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

연구원, 2012),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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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KR(남북 종단철도) 연결

철도 연결은 남 ‧ 북 ‧ 러 3각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가스관, 

전력망과 더불어 철도망은 3대 인프라 사업으로 그동안 지대한 관심

을 국내외에서 받아 왔다. 3각 협력은 말 그대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러시아 대륙 및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횡단 축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

대 때문에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난관은 첫째,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핵

심 현안 해결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리스크가 존재

한다. 둘째,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특성상 투

자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성사시키

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기 힘든 구조 역시 존재한다. 기회로 인한 기

대 효과보다는 당장 비용과 위험 부담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 결

과,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진전과 더불어 장기적으

로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현실적으로 철도 연

결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을 고려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어야 한다.    

(3) 남 ‧ 북 ‧ 러 협력의 중소형 프로젝트 추진

철도망 연결, 남북 송전망 연결 등 거대 프로젝트는 정치 ‧ 안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남북한 외에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

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남 ‧ 북 ‧ 러 3각 협력은 대부분 인프라를 구축하

는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대형 인프라 사업은 

사업이 처음 주창된 이래 한 세대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진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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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 ‧ 북 ‧ 러 협

력이 자본집약적인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 보다, 실

질적으로 경제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

트(특히 나진항 개발, 산업시설 현대화, 정보기술 협력, 접경지역 협

력, 건설 및 농업 분야 협력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협

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로 인

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제재 완화 혹은 해제 

이후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광물과 수산업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원료와 북한의 노동력 및 한국의 생산 기술과 시장 확보 

노력이 결합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남 ‧ 북 ‧ 러 협력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여전히 상존하는 제반 리스크를 감안해 

한 ‧ 러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당사국간 제도를 조율해 가면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256) 

(4)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 ‧ 북 ‧ 러 3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프로젝트 발굴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남 ‧ 북 ‧ 러 3각 협력은 추진 동력을 얻기가 힘들다. 러시아는 

상당기간 미국과 서구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기

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한 여건

과 난제를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은 필요하다. 이런 점에

서 새로운 형태의 남 ‧ 북 ‧ 러 협력 사업을 한반도외의 인접 지역에서 

발굴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이런 점에서 남북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러시아 극

256) 박정호 ‧ 강부균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올가 쿠즈네초바, �푸틴 집권 4기 극동

개발정책과 한 ‧ 러 신경제협력 방향� (대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1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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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에서 3각 협력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로는 

북한 노동력 활용의 이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지의 관심 및 협력 

의지, 기존 인프라 환경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다. 반

면 극동 및 북한의 협소한 내소시장, 지역 경기 악화, 기술적으로 완

벽한 경영 및 생산시스템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낮은 

전문성 등이 3각 협력의 부정적 요인들로 거론된다.257) 

결국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조림, 벌목, 목재 기계가공과 화학처리 분야 등 산림협

력, 조업 및 수산물 생산, 양식장 및 양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 및 

통조림 생산, 보존처리식품 및 수산식품 생산 분야 등 수산업 협력, 

채소 재배 및 쌀농사, 채소 통조림 생산, 콩 및 쌀 가공식품, 돈육 

및 가금육 가공 산업 분야 등 농업 및 축산업 협력, 인프라 시설, 

주거 및 공공 시설 건설, 건축자재 및 구조물 생산 분야 등 건설업 

협력이 이에 해당된다.258)

이 같은 협력사업 구상은 남 ‧ 북 ‧ 러 협력을 한반도에서만 실현해

야 한다는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러시아가 개발 협력을 절실하게 필

요로 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 지역을 넓혀가야 한다

는 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물론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 통합 과정 및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

국은 한 ‧ 러 양자 협력관계와 남 ‧ 북 ‧ 러 3각의 다자협력을 위한 중점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토대 구축과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나가야 한다.

257) 이재영 편,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pp. 87∼88. 

258) 박정호 ‧ 강부균 ‧민지영 ‧ 세르게이 루코닌 ‧올가 쿠즈네초바, �푸틴 집권 4기 극동

개발정책과 한 ‧ 러 신경제협력 방향�,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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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인식은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이익

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는데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

책을 수행하고 힘을 과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구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으

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기존에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던 국

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재 국면에 

처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양

국관계가 특별히 돈독해지는 않아도 최소 더 멀어지지 않는 적절한 

스탠스를 지속해왔다. 이는 양국의 관계가 향후 더욱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의의

를 가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에 관한 이슈에서 중

국과 입장을 공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글로벌 현안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보다는 유럽과 중동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취하

는 정책으로, 미중대결의 심화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국면 유지 등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수 없는 여건이 지속되는 한 중국

을 통한 미국 견제 효과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다자협력체 구성을 통

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한 6자회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현재 한반도의 여건상 전

형적인 다자체제의 구상은 쉽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러시아 극동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의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개발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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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전략을 남 ‧ 북 ‧ 러 3각 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공히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여 기반을 형성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3각 협력 구도에 대

해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지

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3각 협력의 구상과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장에서는 구상 가능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방안들은 대체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구해야 

하는 안들이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기존에 한반도

에 국한하여 3각 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 러시

아 극동과 환태평양을 잇는 공간 구조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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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의 국제질서 변화 인식

가. 강대국 전략 경쟁에 대한 인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최

소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이래 

피벗 정책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

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 아시아신

안보관 등 다양한 비전으로 대응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트럼프 시기

를 넘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 대결의 방향으로 나갔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이념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

중 전략경쟁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과 

가치의 문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도구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에서 발전시켜온 인도-태평양(Indo-Pacific),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QUAD),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클린 네트워크(Clean Nertwork) 등

을 그대로 이어받아 적용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대국 전략경쟁의 지리적 핵심은 동남

아시아 지역이다. 미중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한 우위를 장담할 수 없

는 유동적인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다. 다른 한편 향후 경제적 잠재

력이나 현재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에서 동남아 지역은 미중 사

이 전략경쟁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

라 아세안 및 아세안 내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 내 중소국가들은 미중 

강대국 경쟁이 가져오는 지역적 불안정성 및 전략적 불확실성에 따

른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비교적 약소국들의 

모임인 아세안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라서 큰 전략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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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대국 

전략 경쟁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아세안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 주요국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

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

며, 미중 사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특정 세력에 힘을 보태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런 동남

아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은 많은 경우 헤징(hedging) 전략으로 묘사

된다.259)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에 대해서 가지는 양비론적 입장은 

특히 2020년 한해 주요 동남아 국가지도자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 전략경쟁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발언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총리 리시엔룽(Lee Hsien Loong)은 2020년 �Foreign 

Affairs�에 한 기고문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세안을 하나로 묶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강대국 간 갈등이나 충돌이 있는 경우 제3국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강대국 경쟁 속 

아세안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강대국에 포섭되고 아세안의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강대국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

다.260)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wi) 대통령도 2020년 

화상으로 한 UN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단결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은 깊은 분열과 점차 자라나고 

있는 갈등입니다…만약 이 분열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안정과 지속가

259) Cheng-Chiew Kuik, “How Do Weaker State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Towards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0 (2016), pp. 500~514.

260) Lee Hsien Loong,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Foreign Affairs, vol. 99, no. 4 (2020), <https://www. 

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20-06-04/lee-hsien-loong-endangered-

asian-century) (Accessed October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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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평화를 지탱하는 기둥은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라는 발언

을 통해 강대국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지속적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와해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261) 

필리핀의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역시 같은 연설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의 크기나 군사력을 볼 때, 지금의 말의 전쟁이 핵

무기나 미사일을 동원한 실제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인류에 대한 피해를 상상해보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

면서 강대국의 경쟁이 경쟁을 넘어 실제 군사적 충돌로 나가는 위험

에 대해서 경고하였다.262) 이런 동남아 지도자들의 발언에 나타나

고 있는 현실 인식은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강대국

이 현재와 같이 전면 충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것이다. 약소국들인 동남아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미중 경쟁은 

그 사이에서 얻을 수 이익 공간의 확장으로도 이어지므로 바람직하

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경쟁이 어느 선을 넘을 경우 아세안 국가들에

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선택 강요를 마주하는 순간 이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은 크게 축소

되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61) “Statement b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 Joko Widodo at 

the General Debate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tatement, 

New York, September 22, 2020), <https://kemlu.go.id/portal/en/read/1715/ 

berita/statement-by-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he-joko-w

idodo-at-the-general-debateof-the-75th-session-of-the-united-nation

s-general-assembly-new-york-22-september-2020> (Accessed October 6, 

2021).

262) “Statement of President Rodrigo Roa Duterte during the General Debate of 

the 7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perations Office (speech, New York, September 22, 2020) 

<https://pcoo.gov.ph/presidential-speech/statement-of-president-rodrigo

-roa-duterte-during-the-general-debate-of-the-75th-session-of-the-

united-nations-general-assembly/>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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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들을 통해 볼 때 아세안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

국 사이 전략경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일종의 양비론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입장을 선택하지 않고 강대국에 

대한 양비론을 취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창립 목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역내의 안

정적 환경 유지, 그리고 이 안정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목적은 개별 국가의 대외정책

에도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집합적으로 미중 경쟁에서 어느 쪽이 옳은가 그

른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동남아 국가들은 강대국 경쟁 자

체가 지역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경쟁이 격화될수

록, 양 강대국으로부터 지역 내 중소 국가들에 대해 전략적 압박을 

가하고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택을 강

요받을 때 동남아 국가들은 선택에서 큰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대국 경쟁의 고조는 필연적으로 전략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

제적 자원을 가진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라는 세력이 동남

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

가들의 전략적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반면 지역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는 중국에 비해서 크게 높지만, 경제성장이나 지원이

란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세안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는 선택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대해 양쪽으로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만들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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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싱가포르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 잘 드러나고 있다. ISEAS는 매년 초 아세안 국가 여론 

주도층 1,0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초에도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263) 

일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경쟁을 포함한 지역 문제 혹

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ISEAS의 이 연례 조사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고민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신력 있는 

지표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학계나 정책 연구기관 등 트랙 2가 정

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여론 

주도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 부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고도 볼 수 있다. 

이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보면, 먼저 아세안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란 항목(복수응답)에서 설문 응답자들은 아세안

이 경제적, 정치적 전반적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가장 우려(71.5%)를 보이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많은 선택으로 강대국 경쟁 속에서 아세안 지역이 강대국 

경쟁의 장이 되거나 개별 국가들이 강대국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있다(69.1%)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아세안의 단결 저해(46.2%)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263) Seah, S. et al.,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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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4) 전체적으로 강대국 경쟁이 아세안과 개별 동남아 국가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 

또한 미중 경쟁의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세

안 지역에 가지는 함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안보

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해외투자의 유입, 그리고 

그에 따른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을 정권의 정통성과 연관 시키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

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미중 무역 전쟁과 그에 

따른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세안을 미중 블록으로 분할할 것이

라는 우려(56.3%)를 보였다. 경제 전쟁은 궁극적으로 아세안에게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대

한 우려도 마찬가지로 높았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역 불안정을 높

여 아세안 지역의 무역 감소, 투자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43.1%)도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택한 선택지다.265) 

미중 경쟁에 따른 전략적, 경제적 우려와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

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지역 전략

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이지는 않는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인태전략이나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높은 정도의 전략적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태 전

략에 대해서는 이 전략이 지역을 좌우하지 않도록 아세안의 인태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이 강화되어야 한다(40.3%), 

미국의 인태 전략은 특정 강대국의 전략일 뿐이다(20.2%) 등의 입장

을 보이고 있다.

264) 위의 책, p. 8.

265) 위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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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국의 인태전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

(11%)도 높아,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인태 전

략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진다.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이 선택한 바람직한 방향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동조하기 

보다는 아세안의 자율성, 주체적인 전략을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미국, 미국의 전략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가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

국에 대한 평가, 중국의 전략에 대한 평가는 아세안 전체적으로 미

국에 대한 평가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동

남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

국을 선택한 비율(76.3%)이 다른 국가 즉 미국(7.4%), 아세안

(9.8%), 기타(6.5%)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중

국을 선택한 76.3%의 응답자는 중국이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

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72.3%)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영

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27.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266) 즉 대체로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영향력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설문에서도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49.1%)가 

미국을 선택한 응답자(30.4%)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설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의 88.6%는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 내 전략적 

266)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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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11.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46.3%의 응답자들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면 결국 아세안은 중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eunce)으

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267) 결국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힘과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의 전반적 평가는 꽤나 부정적이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상승이 결국 동남아 국가들의 자율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미중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

는 명확한 경향성은 아세안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또한 강대

국의 지역 전략에 관한 확신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 대

해서는 중국이 향후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력이 가진 영향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중국 영향력 확대가 아세안 지역에 

있어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

로 많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인식은 설문조사 시점

(2020년 말)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그래프 Ⅶ-1. 참조).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행해진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2020년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졌던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에 대한 점증하는 부정적 인식이었다.268) 그러나 2020년 말에 행

267) 위의 책, p. 35. 

268) Tang, S. M. et al.,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0 (Singapore: ISEAS- 

Yusof Ishak Institute, 2020); Tang, S. M. et al.,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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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2021년 설문 조사 결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바

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트럼프의 대외정책과는 크게 다를 것이

라는 예상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세

안은 미래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2020년

에는 중국(46.4%), 미국(53.6%)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설문 조사

에서는 중국(38.5%), 미국(61.5%)으로 나타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미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여는 증가할 것인가라는 설문

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0년 

말 조사 시점에서 급격한 반등을 보인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동남아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달리진 외교정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위험 요인도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 동남아 관여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

소일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미국으로부터 동남아 관여에 관한 

구체적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림 Ⅶ-1>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관여와 신뢰도에 대한 동남아 인식 변화

미국의 동남아 관여는 증가할 것

13.313.3
20192019

34.934.9

55.455.4

9.99.9
20202020

68.668.6
20212021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

20202020

20212021

출처: Seah, S. et al.,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pp. 39~40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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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 19 상황과 경제 안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던 2020년 한해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

으로 코로나 19 방역 관련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아세안 국가들

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국가 역량에 비해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경우로 인식되었다. 보건 인프라나 전체적 경제력이 훨씬 

앞선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코로나 19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

되었다.269) 그러나 2021년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출현하면서 필리

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

자수도 증가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비교

적 코로나 사태를 잘 통제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

우 SARS, 조류 독감 등 이전 팬데믹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한 모

범적인 경우로 평가 받았다.270)

<표 Ⅶ-1> 동남아와 한국의 코로나 상황, 2020년과 2021년 비교

269) Dominic Meagher, “What’s the secret to Southeast Asia’s Covid success 

stories?” The Interpreter, July 28, 2020, <https://www.lowyinstitute.org/the- 

interpreter/what-s-secret-southeast-asia-covid-success-stories>; 

Margherita Stancati and Dasl Yoon, “Covid-19’s Global Divide: As West 

Reels, Asia Keeps Virus at Bay,”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0, 2020, 

<https://www.wsj.com/articles/covid-19s-global-divide-as-west-reels-asia-

keeps-virus-at-bay-11603186202> (Accessed October 6, 2021).

270) Kamal Malhotra, “The key to Viet Nam’s successful COVID-19 response,” 

UNSDG Action 2030 Blog, September 1, 2020, <https://unsdg.un.org/latest/ 

blog/key-viet-nams-successful-covid-19-response> (Accessed October 6, 

2021).

국가
인구

(백만)

2020년 5월 2021년 9월
21확진

/21확진 확진 사망
확진

/백만
확진 사망

확진

/백만

라오스 7.1 19 0 3 7,778  7 1,052 409.4

말레이시아 31 7,619 269 236 1,224,595 10,179 37,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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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ronavirus Cases,” Worldometer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년 

5월, 2021년 8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1년 델타 바이러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평가는 반전

되었다. 델타 바이러스 이전 이미 2020년 중반 이후 말레이시아에

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0년 중

반 사바주에서 있었던 주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방역과 통제의 구멍

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불안한 정권이라는 변수가 겹쳐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2021년 초까지 안정적인 모

습을 보였고, 한 해 동안 확진자수가 3천여 명 대에 달하는 놀라운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6~7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 해 총 확진자수가 3

천여 명에 불과했던 베트남에서 하루에만 1만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

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델타바이러스가 빠르게 확

산되는 호치민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면 인구 이동을 금지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만여 명의 확진자 수는 통제되지 않

고 있다.271) 

국가
인구

(백만)

2020년 5월 2021년 9월
21확진

/21확진 확진 사망
확진

/백만
확진 사망

확진

/백만

미얀마 53.4 206 6 4 322,838 11,262 5,890 1,567.2

베트남 95 327 0 3 197,175 3,016  2,006 603.0

브루나이 0.4 141 2 323 339  3 767 2.4

싱가포르 5.7 32,276 23 5,624 65,605  41 11,118 2.0

인도네시아 260 23,851 1,473 87 3,607,863 104,010 13,039 151.3

캄보디아 16 124 0 7 81,335  1,537 4,792 655.9

태국 69.3 3,054 57 44 736,522  6,066 10,523 241.2

필리핀 104 15,049 904 138 1,638,345 28,673 14,736 108.9

한국 52 11,344 269 221 209,228 2,116 4,07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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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는 했지만, 아세안이라는 다자협력 기구가 코로

나 19에 대응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이전 

다른 팬데믹과 달리 코로나는 지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지원할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 다자 협력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272) 

2020년 하반기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의 종식을 내다보며 아세

안종합회복계획(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을 발표하는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도 하였다.273) 그러나 2021년 델타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현

재 동남아의 상황은 2020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

서 포스트 코로나 19 경제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백신과 

관련된 상황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공급

하는 백신에 크게 의존해왔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의 국가들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벡(Sinovac), 시노팜(Sinopharm)

을 주 백신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공급이 원활치 않고 

가격 문제도 있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비해, 값싸고 일부 무상으

271) Huong Le Thu, “Delta variant outbreak challenges Vietnam’s COVID-19 

response strategy,” Brookings Institution, August 11, 2021, <https://www. 

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08/11/delta-variant-outbreak-

challenges-vietnams-covid-19-response-strategy/> (Accessed October 6, 

2021).

272) 이재현, “아세안 2020: 코로나 19 가운데 맞이한 아세안공동체 5주년,” �동남아시

아연구�, 제31권 1호 (2021), pp. 6~8.

273) ASEAN Secretariat,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implementation 

plan (Jakarta: ASEAN Secretariat, 2020) <https://asean.org/book/asean-comprehensive- 

recovery-framework-implementation-plan/> (Accessed October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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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되는 중국 백신에 동남아 국가들이 의존한 것은 어쩌면 당연

할 결과다. 그러나 델타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지금 동남아 국가 

대부분에서 중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

다.274) 그나마 중국산 백신과 서방 백신을 합쳐도 동남아 국가의 백

신 접종률은 20~30%대를 넘지 않고 있다. 동남아에서 코로나 19의 

극복이나 집단 면역을 거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회복 방

안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표 Ⅶ-2> 동남아 각국 백신 포트폴리오, 2021년 6월 현재

274) Khairulanwar Zaini and Hoang Thi Ha, “What’s behind Southeast Asia’s 

hesitancy towards China-made vaccines?,”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0, 2021, <https://www.scmp.com/week-asia/opinion/article/314 

8216/whats-behind-southeast-asias-hesitancy-towards-china-made> 

(Accessed October 6, 2021).

중국 백신275)

(무상공여)
기타 백신

COVAX 공급 

(약속/공급)

브루나이
52,000

(52,000)

모더나(20만), 화이자(30만), 

노바백스 (미상)
AZ (100,800/62,400)

캄보디아
2,070만

(220만)
NA AZ (110만/324,000)

인도네시아
1억 2,500만

(-)

AZ(50만), 노바백스(1억), 

화이자(1억)
AZ (1,170만/820만)

라오스
190만

(190만)
스푸트니크(2백만)

AZ (48만/13만),

화이자 (10만)

말레이시아
1,550만

(-)

AZ(1,280만), 화이자(4,480만),

스푸트니크(640만)
AZ (140만/82만8천) 

미얀마
50만

(50만)
AZ(30만), AZ(150만, 인도 공여) AZ (360만/미공급)

싱가포르
20만

(-)
모더나(미공개), 화이자(미공개) AZ (25만, 미주문)

태국
1,960만

(1백만)

AZ(15만), 얀센(5백만), 

화이자(2천만), 

Siam Bioscience (6,100만)

COVAX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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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hairulanwar Zaini, “China’s Vaccine Diplomacy in Southeast Asia – A Mixed Record,” 

ISEAS Commentary, no. 2021-86 (2021).

코로나 19 사태는 동남아 지역에 보건뿐만 경제 위기도 가져왔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성장 

이후, 2021년 다소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였으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다시 성장치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다. 실상 동남아 경

제는 꾸준한 성장 속에 최근 4~5년간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놓여 있

었다. 이런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간 경제 전쟁과 기술 

전쟁으로 대변되는 강대국 전략경쟁이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은 동남아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딜레마 상황을 제기한다. 경제적으

로는 중국이 매력적이지만 안보와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확신

은 부족하다. 반면 미국에 대한 안보와 전략적 차원의 확신은 있지

만,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의 경제

적 이익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부족하다. 미국이나 중

275)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ridge Consulting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한 백신 중 9억5천2백만 회분은 판매로, 3천3백만 회

분은 무상공여로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판매가 공여의 30배를 넘

는 수치이고 이는 동남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 “China COVID-19 Vaccine 

Tracker,” Bridge Consulting, <https://bridgebeijing.com/our-publications/ 

our-publications-1/china-covid-19-vaccines-tracker/> (Accessed October 

6, 2021).

중국 백신275)

(무상공여)
기타 백신

COVAX 공급 

(약속/공급)

필리핀
2,600만

(1백만)

AZ(1,700만), 얀센(최대 1천만),

모더나(2천만), 화이자(4천만),

노바백스(3천만), 

스푸트니크(2천만)

AZ (460만/260만),

화이자 (250만/250만)

베트남
50만

(-)

AZ(3천만), 모더나(5백만),

AZ(100만, 일본 공여), 

화이자(3,100만), 

스푸트니크(2천만)

AZ (420만/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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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느 선택지도 마치 냉전 때 제공된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

는 안보와 경제의 종합적 패키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표 Ⅶ-3> 동남아 국가의 2019-21(추정) 경제성장 전망, GDP

(단위: %)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4월 9월

동남아 4.5 -4.0 4.4 3.1

브루나이 3.9 1.2 2.5 1.8

캄보디아 7.1 -3.1 4.0 1.9

인도네시아 5.0 -2.1 4.5 3.5

라오스 4.7 -0.5 4.0 2.3

말레이시아 4.4 -5.6 6.0 4.7

미얀마 6.8 3.3 -9.8 -18.4

필리핀 6.1 -9.6 4.5 4.5

싱가포르 1.3 -5.4 6.0 6.5

태국 2.3 -6.1 3.0 0.8

동티모르 1.8 -8.5 3.4 2.2

베트남 7.0 2.9 6.7 3.8

출처: “ADB Trims Developing Asia 2021 Growth Outlook to 7.1% Amid Continued COVID-19 

Concerns,” Asia Development Bank, September 22, 2021, <https://www.adb.org/news/ 

adb-trims-developing-asia-2021-growth-outlook-amid-continued-covid-19-concern> 

(Accessed October 6,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특히 시진핑 집권, 트럼프 행

정부 등장 이후 안보와 전략적 차원은 물론이고 경제와 기술 부분에

서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동남아 경제에 가

져온 경제적 효과는 이중적이다. 미중 무역경쟁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중국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동남아 경제도 일부 피해가 불가피하였다.276) 그러나 다른 한편 미

276) Kiyoshi Kusaka, “US-China trade war will hit ASEAN economy harder,” 

Nikkei Asia, July 9, 2019, <https://asia.nikkei.com/Economy/US-China- 

trade-war-will-hit-ASEAN-economy-harder>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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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 전쟁과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에 투자

했던 기업들이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완전히 옮기지는 않

더라도 China+1 전략을 통해 동남아로 투자를 분산하는 경향이 생

겨 동남아의 대중 수출에 대한 타격을 상쇄하였다.277) 보다 단순하

게 미중 무역 전쟁 중에도 미국은 소비재를 수입해야만 했고, 중국

으로부터 수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이 

중국의 대미 수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278)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 전쟁이 최근 동남아에 가져온 효과, 특히 

경제 전쟁이 가져온 단기적 효과는 복합적이다. 경제 전쟁으로 인

한 의도치 않은 이익도 있었고, 경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문제는 전략경쟁, 경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다. 바이든 행정부에

서도 중국과 전략경쟁, 기술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이 완화될 조짐

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강대국 경쟁이 지속될수록 단기적 이익에

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둘러싼 경제적, 전략적 환경은 악화되기 마

련이고 이는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뿐

만 아니라 미중 경쟁 속에서 강대국은 끊임없이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고민뿐만 아

니라 보다 전략적인 고민까지 떠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 질서와 환경의 안

정까지 고민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 국가들의 연합 혹은 

협력을 통해 어떻게 강대국 변수를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77) Sara Hsu, “Which Asian Nations Can Benefit From the ‘China Plus One’ 

Strategy?,” The Diplomat, June 11, 2021, <https://thediplomat.com/2021/06/ 

which-asian-nations-can-benefit-from-the-china-plus-one-strategy/> 

(Accessed October 6, 2021). 

278) Lam Thanh Ha and Nguyen Duc Phuc, “The US-China Trade War: Impact 

on Vietnam,” ISEAS Perspective, no. 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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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가. 집합적 아세안의 한반도 인식

아세안의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

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다면적이다.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 

모두는 최근까지 한국, 북한과 동시 수교 국가였다. 이런 관계는 

2021년 3월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를 하면서 깨졌는데, 여전히 

남은 9개 국가는 북한 및 한국과 동시수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동남아 국가와 북한은 상당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으로 북한과 동남아 국가 사이 무역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

는데,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

체에 의미가 있다. 아세안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북한을 대하

는 태도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 북한과의 무역관계는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시장과

의 경제관계 유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동남아 국가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이 지역

과 글로벌 차원 평화유지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북

한 핵실험과 핵개발에 관해 아세안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비

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의한 위협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과 북한은 외교적으로는 단 두 개의 제도, 

즉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아세안우호

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차원으로 제

한하고 있다. 북한이 아세안에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hip)을 

신청한 것도 아세안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279) 반면 한국은 아세

안과 대화상대국, ARF, TAC,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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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Summit: EAS), 역내포괄적경제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매우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280)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우려는 점진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에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안보 우려는 아세안에서 크게 공유

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그 여파나 지역 평화

에 대한 함의에 있어 한반도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아세안의 우려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1995년 선언된 방콕조약(Bangkok 

Treaty)에 비추어 북한의 핵실험이 우려할만하다고 평가한다. 동남

아비핵지대조약(Southeast Asia Nuclear Free Zone)으로도 불리

는 이 방콕조약은 동남아 지역 내 핵개발이나 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281) 아세안은 이 연장선상에서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이를 관리하는 기제였던 6자회담 등의 이슈를 아세안이 주

도하는 안보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해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긴장이 높았던 

201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이전에 보

다 발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사이 군

279) “북한, 아세안의 분야별 대화국 포함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동아일보�, 2019. 

7.28.,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728/96731178/1> 

(검색일: 2021.10.6.). 

280) Bawa Singh, “Korean Peninsula Under the Nuclear Threat: How ASEAN 

Should Reciprocate?” The Dialogue, May 13, 2017, <https://www.academia. 

edu/33142024/Korean_Peninsula_Under_the_Nuclear_Threat_How_ASEAN_S

hould_Reciprocate_Published_in_The_Dialogue_http_www_thedialogue_co_ko

rean_peninsular_nuclear_threat_asean_reciprocate_> (Accessed October 6, 2021). 

281) 동남아비핵지대조약에 대해서는 아세안 홈페이지의 간단한 설명 <https://asean. 

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peaceful-secure-

and-stable-region/southeast-asia-nuclear-weapon-free-zone-seanwfz/>

을, 이 조약의 원문은 UN 웹사이트의 정보(https://www.un.org/nwfz/content/ 

treaty-bangkok)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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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2017년 아세안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 핵실험

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 빠르게 발표하였

다.282) 물론 이런 아세안의 태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

성된 남북 대화 무드, 북미 대화 무드로 인해 곧 남북,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세안 차원에서 다시 한

반도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입

장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아세안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나 핵실험에 대해서 향후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자관계, 역사적 관계, 경제관계는 

국가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의 

국가는 과거 같은 공산주의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거나 여전히 가지

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표면적인 관계 이외에는 깊은 양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과

거 역사적으로 비동맹에서 같이 협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상당

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입장이 또 다르다. 이처럼 입장이 다

른 국가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존재하는 아세안에서 북한에 대한 입

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한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복잡한 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공

유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강대국이 

관여되어 있고,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아세안 국가 모두와 긴밀한 

정치, 사회문화, 경제적 관계를 가진 한국이 관련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려는 입장이다. 이는 아세

안 국가들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거나 자신의 일

282) Shawn Ho and Sarah Teo, “Strengthening ASEAN-US Relations: Korean 

Peninsula as Conduit?,” RSIS Commentary, no. 83 (2017) <https://www.rsis. 

edu.sg/rsis-publication/rsis/co17083-strengthening-asean-us-relations-

korean-peninsula-as-conduit/#.YbHZTi_kFmA> (Accessed May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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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세안이 집합적으로나 개별적으

로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즉 약소국 모임인 아세안이 모두 힘을 모아도 미중 혹

은 남북 사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만한 힘이 없다는 인식이다.283)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강대국, 다시 말해 아세안 국가의 중요

한 이익이 걸려 있는 주요 강대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보 

사안인 한반도 문제에서 아세안의 명확한 입장 표명 혹은 특정 세력

에 대한 지지는 아세안의 이해관계와 대 강대국 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아세안은 경계하고 있다. 이

러한 양면적이고 복잡한 인식으로 인해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

해 직접 조언 혹은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한반도 문제에 이해당사자

(stakeholder)로 참가하기 보다는 아세안 주도의 ARF나 아세안 관

련 지역 다자제도를 남북 혹은 북미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장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나. 개별 국가의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인식과 태도

집합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지

는 인식과는 달리, 개별 국가들은 특수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로 인해 집합적 관계와는 다른 별도의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

다. 아세안 내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국가인 인도네시

아는 과거 북한 김일성 시절 인도네시아 초기 지도자인 수카르노

(Sukarno)와 북한 지도자 사이에 맺어진 관계로 인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인 동시에 그로 인해 

283) David Han, “How should ASEAN respond to the North Korea threat?,” East Asia 

Forum, June 10, 2017, <https://www.eastasiaforum.org/2017/06/10/how-should- 

asean-respond-to-the-north-korea-threat/>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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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국가이다.284)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의 크기로 인해 지역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인식 역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한반도 문제에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관

심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을 궁지로 몰거나 압박하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

장을 견지해온 국가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

한이 ARF에 가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북한의 핵문제나 한반도 긴장을 북한에 대한 

압박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

해온 연장선상에서 아세안이나 아세안이 주도하는 ARF를 남북 사

이 대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남북에 주문해왔다. 

더 나아가 전 대통령이자 김일성 주석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수

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Megawati 

Sukarno Putri)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았던 2002년과 2005

년 자신이 남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으며, 2009년에는 남북통일을 인도네시아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당부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다.285) 전반적

으로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의 원만하고 

284) Erin Cook, “Why Indonesia loves North Korea” Asia Times, September 2, 

2018, <https://asiatimes.com/2018/09/why-indonesia-loves-north-korea/> 

(Accessed October 6, 2021).

285) “메가와티 남북한 방문,” �동아일보�, 2002.3.7., <https://www.donga.com/news// 

article/all/20020307/7794724/1> (검색일: 2021.10.6.).; “메가와티, 노대통령 친서 

북에 전할 것,” �한겨레�, 2005.4.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 

international_general/25935.html> (검색일: 2021.10.6.).; “메가와티 전 인도네

시아 대통령, 남북통일 지원은 아버지 당부,” �연합뉴스�, 2019.8.29., <https:// 

www.yna.co.kr/view/AKR20190829102300104> (검색일: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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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역할을 할 의지도 있는

데,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는 편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며 한반

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비동맹에

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로 남북한 사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중립적 입장에선 중재자와 같

은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는 북한과 무역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서 북

한의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레이시아를 왕래해왔다. 말

레이시아에는 상당한 수의 북한인이 장기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되

었다. 북한은 쿠알라룸푸르에, 말레이시아는 평양에 상호 공관을 설

치하였다. 이러한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는 2017년까

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7년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되면서 북한과 말

레이시아 사이 우호적 관계는 반전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김

정남 암살이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인식했고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286)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

의 직접 가담한 범인들이 이웃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이들

을 법정에 세웠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범인들 이면에 북한인이 암

살의 배후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북한-말

레이시아 관계는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국 FBI가 수배한 북

한인을 미국 당국에 인도하면서 단교에 이르게 되었다.287) 그러나 

286) David Han and Shawn Ho, “Kim Jong Nam’s Death: What It Means for Malaysia,” 

RSIS Commentary, no. 67 (2017). <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 

2017/04/CO17067.pdf> (Accessed May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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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태

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시

각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지역 평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일방을 

압박해 손을 들게 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

이다. 태국과 함께 동남아에서 둘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역 안보 문제에 가져오는 위협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북한과 상당한 경제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2017년 통계로 중국 등에 이어 북

한의 세 번째 큰 무역 상대국 위치를 차지하였다.288) 필리핀은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하지만 경제적으로

는 북한과 실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 문

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원만한 남북관계와 핵문제의 해결, 그리

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지역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가진

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이 아세안이나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

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이 가진 취약한 대외적 능력, 외교적 능력

을 볼 때 필리핀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는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서 필

리핀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싱가포르와 북한의 무역관계는 필리

핀과 북한의 무역관계보다 더 지속적이다. 많은 북한의 무역회사들

287) “북한, 우리 공민 미국에 넘겼다…말레이시아와 단교 선언,” �한겨레�, 2021.3.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87453.html> (검색일: 2021. 

10.6.). 

288) “Report: China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North Korea’s total trade,” 

Daily NK, April 11, 2017, <https://www.dailynk.com/english/m/read.php? 

num=14462&cataId=nk00100>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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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북한에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289) 반면 북한의 핵개

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글로벌, 지역차원의 중요한 안보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내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국가 생존에 중요한 문제인 싱가포르 입장에서 역내 안보상황이 불

안정해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싱가포르의 국가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으로 북한과 가진 관계 및 이익 사이에서 늘 유동적인 태도를 보인

다. 다른 한편 싱가포르가 필리핀과 다른 점은 북한의 핵위협이나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필리핀 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역내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보다 외교적 목소리가 크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 핵개발 위험성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주 자신

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북한,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인식 역시 흥미롭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전 베트남과 

북한관계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묶여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에

서 북한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표면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공식적

인 당대당 관계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이어진다. 반면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베트남과 북한관계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큰 

289)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 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근거를 두었던 진포해운(Chinpo Shipping) 

인데, 이 회사는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는 무기를 실은 상선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기소되어 사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Selina Lum, “Shipping firm that remitted funds for arms shipment 

to North Korea cleared of one charge,” The Straits Times, May 12, 2017,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courts-crime/shipping-firm- 

that-remitted-funds-for-arms-shipment-to-north-korea-cleared-of>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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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경험한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은 미국의 안보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후 미국과 정치안보 협력 

관계 건설을 위해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관

계 역시 베트남이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이 남북 사

이 어느 한편을 명확하게 들지는 않는다. 

베트남 역시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남북 사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베트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나 베트남 정부가 가진 자원을 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향후 한반

도 문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북한 개방 이후 북한의 안정과 성

장을 위해 참고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경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장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베트남의 역할은 제

한적일 수 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에서 베트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3. 한 ‧ 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 아세안 협력 방안을 논할 때 두, 세 가

지 전제조건 혹은 접근법에 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먼저 아세

안 국가들을 한반도 평화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포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까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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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이차적 행위자 혹은 두 번째 그룹(second tier) 국가

라는 한계를 언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직접적 이해상

관자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직접 행위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아세안은 한국 내 인식도 그렇고 아세안 스스로

도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해당사자라는 인식과는 다소 거리

가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 ‧ 아세안 협력 방안에 한 가지 가

정이 더 필요하다. 즉 한 ‧ 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세안

이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한 ‧ 아세안 협

력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좁혀졌을 때 아

세안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의 현

실적인 힘이나 능력을 감안하며 아세안이 한반도 문제에 한발 다가

서더라도 한반도 평화 실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가는 의문

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직접적인 역

할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290) 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

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대해서 한 ‧ 아세안 협력을 강화한다는 

생각보다는 향후 다가올 미래 아세안의 역할을 위해 한 ‧ 아세안 관

계를 강화한다는 식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 한 ‧ 아세안 협력 심화에 있어 두 가지 전반적인 접

근 방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첫 번째는 한국이 중견국으

로 아세안 개도국과 강대국 혹은 선진국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든 협력 분야에 있어 한국에 대한 증대된 

290) 이재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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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지역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 아세안 협력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틀은 한국이 강대국처럼 행동하거

나 개도국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의 이익을 조율해내는 방식으로 지역 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때하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있어서 분야, 

주제별로 접근 방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아세안 사

이 협력은 새로 시작하는 협력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고도화

된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협력을 고도화하고 

심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집합적으로 아세안

이라는 11개의 협력 상대는 한국의 제한된 자원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가진 자원과 노하우는 유한한데 비해서 11개의 협력 

단위들이 가진 이익은 매우 다양해 한국이 이들 국가, 아세안과 효

과적인 협력을 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 및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협력은 과거처럼 아

세안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협력과 아세안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협력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단위로 나누어 아세안 국가

를 그룹핑하고 아세안과 동등한 기반 위에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그리고 부문 안에 주제별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해당 분야에 능력과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을 중점으로 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를 한국의 중점협략대상국으로 지정해 협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291)

291) 이재현,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

구원 이슈브리프�, 2017-22 (2017),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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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 아세안 양자 협력 방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 ‧ 아세안 협력 전반의 협력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안보 및 전략 분야 협력은 지지부진하다. 신남방정책에서 안

보 분야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항목 수도 적으

며, 일부 안보협력으로 포함된 항목들은 사실 안보 협력이 아닌 다

른 분야 협력에 어울리는 협력 내용이었다. 신남방정책을 보완한 신

남방정책플러스에서도 새로 정리된 협력 항목 7개항 중 정치안보 및 

전략적 협력은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1개로 축소되었다.292) 

(1) 정치안보군사협력

아세안과 한국 사이 협력이 주로 경제, 사회문화 부문 등 연성 협력

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는 과거의 경험을 감안한다 해도, 정치안보, 

전략적 협력이 지지부진한 것은 향후 한 ‧ 아세안 협력에 있어 부담으

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지원이 주로 

아세안과 정치안보 관련된 협력의 주를 이루었다면, 신남방정책 하에

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원만을 일방적으로 아세안에게 호소하는 접

근 방식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 다행이다. 반면 한국이 아세안의 

안보 문제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나 지역 해양안보 문제 등)에 대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아세안의 안보 문제 해결을 한국의 아젠다

에 포함했는지는 여전히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따

라서 여전히 안보 협력에 있어서 상호주의적 접근 방식, 주고받기

(give-and-take) 접근 방식의 개선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분야 협력에서 주력해야 할 분야는 1) 

지역 전략과 강대국 문제, 2) 보다 의미 있는 전통안보 혹은 국방협

292) “신남방정책플러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20) <http://www.nsp.go.kr/kor/ 

policy/policy4_1.do> (Accessed May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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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3)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해양협력, 4) 비전통안보의 

문제 등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유사하게 강대국의 전략경쟁 틈바구

니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서로의 입장과 전

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합의를 이루고 협력을 도모해

야 한다. 사실 미중 강대국 전략경쟁과 그 사이에서 유사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한국과 아세안이라는 인식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이다. 문제는 보다 가시적인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에 밀려 수

년간 이런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제대로 된 전략 대화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랙 1 차원에서 직접 대화가 부담스러우면 트랙 2 혹은 

1.5 차원의 대화를 통해서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두 번째로 군사협력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아세

안 사이 군사협력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군사협력은 정치적으

로 민감하며 한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시선 역

시 부담스럽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방, 안보 

등 주권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에 조심스럽다. 이는 한국도 마

찬가지다. 신남방정책은 평화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있기 때문

에 군비증강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군사협력은 신남방정책의 목적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경쟁의 격화, 아

세안 국가들의 자체 국방강화 필요성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차츰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으로부터 국방협력에 

관한 수요가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수요

를 어떻게 잘 받아내 성공적인 국방협력으로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동

남아 국가와 한국 사이 전략적 신뢰 제고, 동남아 국가들의 한반도 문

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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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위협이나 전략

적 고려 사항이 다른 만큼 한국과 국방협력에서 요구하는 바도 다양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는 능력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 군은 오래된 역사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

구하고 능력 차원에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첨단 무기체계의 

운용이나 효과적인 국방관리 체계 등에서는 수준이 높지 않다. 한국

은 우리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 등 보다 선진국가의 국방관리 체계를 

일찍 습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해왔다. 한국

의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와 소프트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동남아 국

가 군은 이런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

방체계를 만들기 원한다. 이런 분야의 국방협력은 군비증강이나 평

화에 반하는 방향이 아닌 효과적인 군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

서 여전히 신남방정책에서는 유의미한 협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남중국해 포함 포괄적 해양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아

세안 국가들과 해양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비전통, 

사회문화 분야에 포함된 협력들로 해양 쓰레기와 능력 강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 사이 전략적 신뢰의 수준을 높이

고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더 전통 안보 협력에 접근한 

부분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관련 실질적 능력 배양을 

위한 국방 및 해양 경찰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능력 배양 및 물자 지원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일정한 함의도 

있고 나아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해적, 초국가적 범죄 분야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 여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은 이미 아세안 국가와 한국 사

이 협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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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별히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 이제는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연성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경성 안보에 근접한 부문으로 협력

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양 안전/안보, 사이버 보안

/안보 등의 분야에서 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연성 협력을, 후자

는 보다 경성 안보에 가까운 협력을 의미한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다 군의 참여가 필요한 대테러작전 

등으로 비전통안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

안 간 군사협력의 자연스러운 발전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은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와 데이

터 안전(data safety)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

후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대면 경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고,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개

별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 4차 산업 혁명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293) 

문제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DSR) 프로

젝트가 제공하는 값싼 중국 장비에 동남아 국가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ICT인프라가 동남아를 독점하고 있을 때 

그로부터 파생되는 안보 및 안전 문제는 동남아 국가의 사이버 안

보와 데이터 안전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 밀접히 네트워크로 연

결된 한국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한

293) World Bank,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Futur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2019)와 

ASEAN Secretariat,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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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호주 등과 동남아 국가의 디지

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기본 역

량, 그리고 나아가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안전을 확보하는 협력을 

해야 한다.

(2) 경제협력

아세안과 경제 분야 협력은 한국이 다른 어느 분야 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한계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경제협력, 무역, 투자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의 차이로 인해 무역의 불균형 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비록 시장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사적 부문에 의한 무역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불균

형을 시정하기 위한 혹은 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향후 한 ‧ 아세안 간 경제협력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상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중요한 부분

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경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

금까지 협력의 아젠다에만 머물렀던 디지털 부분 협력이 크게 주목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상황의 변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협력은 아세안 연계성 추진에 있어서도 핵심적

인 부분이며, 디지털 부문이 발달한 한국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 협력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특히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연계성 증진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사항들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협력과 한국과의 협력을 비교해,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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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제한된 한국의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으

로 수행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 협력은 또한 연관된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와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디지털 협력으로 한국의 정보통신 장비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는 것은 추가적인 한국 수출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

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장비는 특성상 한번 설치가 되고 나

면, 이후 관련된 장비,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추가 수요 역시 최초 

설치된 국가 혹은 제작사의 모델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

에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road)라는 전략을 통해 중국의 저렴한 장비들이 동남아에 많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장비 진출은 한국의 경제적 시장 

창출이라는 의미 못지않게 경제안보, 전략적 측면의 의미도 크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기업들도 글로벌 경제 및 기업 환경에서 변

화하는 트렌드를 따라 잡을 필요가 있다. 동남아 경제성장을 위해 

향후 보다 사적 부문 경제가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동남아 국가

의 경제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영

세성을 면치 못하는 동남아의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와 관련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ESG 관련 준비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협력도 향후 유망한 협력 분야라

고 할 수 있다.294)

294) Frank Pan, “ESG Disclosure and Performance in Southeast Asia,” Sustainanalytics, 

May 13, 2021, <https://www.sustainalytics.com/esg-research/resource/investors- 

esg-blog/esg-disclosure-and-performance-in-southeast-asia> (Accessed October 

6, 2021).; Alexander Burdulia and Mark Uhrynuk, “ESG Investment Risks in Southeast 

Asia,” IFC, April 7, 2021, <https://www.ifcreview.com/articles/2021/April/esg- 

investment-risks-in-southeast-asia/> (Accessed Octo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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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회문화협력 분

야, 특히 개발협력과 문화 산업, 양방향 교류가 신남방정책플러스에

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바, 이 분야에 일차적으로 집중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한국은 점차적으로 재원을 확

대해 오고 있다. 재원 자체의 확대라는 한국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런 확대된 자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남아 방면에 많이 

배정되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재원의 확대 못지않게 개발

협력의 효과성 증대라는 질적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개발협

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남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 현지 NGO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현

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이 향후 한

국의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향후 아세안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 보건협력이다. 아세안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보건 역량

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와 같은 지역적 혹은 글로벌 

차원 팬데믹은 지속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및 진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코

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 국가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

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도 보건 인프라

가 강한 경우 사망자는 줄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아세

안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보건 인프라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 부

분에서 이미 한국이 아세안 국가에 지원하던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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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대아세안 협력 방안

한때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국가였다.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의 초기 

형성과 공고화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었다. 특히 아세

안+3의 초기 공고화에 큰 기여를 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nStudy Group: 

EASG), 아세안+3 체제 유일의 산관학 협의체인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 등은 모두 한국이 제안하여 설치된 제도들이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간 한국이 지역 다자협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신남방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남방정책은 대부분이 한 ‧ 아세안, 한 ‧ 동남아 개별 국가, 한 ‧ 인도 

양자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다자협력인 아세안+3, 

EAS,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확대아세안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등 주요한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한국이 상정하는 지역 비전 및 지역 전략 역시 부재하다.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에서 다자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 지역의 중견국으로 한국의 지역 다자

협력에 관한 공헌은 한국의 외교 및 대외정책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정부에서 한국의 지역 다

자협력에 대한 외교 및 정책이 실종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지역적 관점 부재 때문이다. 오랫동안 동북아, 한반도 문제에 너무 

295) 한국은 이미 코로나 19 이전부터 꾸준하게 동남아의 보건 인프라 강화 및 감염병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개발협력 차원에서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액기준)”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결안건 제34-1호, 2020) <http://odakorea.go.kr/bbs/selectPlanAndResult?bbs 

Id=kor_003> (검색일: 2021.6.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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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되어 보다 큰 동아시아 지역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

고 있는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쏟을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향후 한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전략, 한국의 지역적 관점과 지역 

전략이 분명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향후 대아세

안 전략은 보다 확대되어 한국의 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방향으

로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관점 하에 

한국이 구상하는 지역 질서, 지역의 최종 모습(end-state), 지역적 

비전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하위 지역 단위, 즉 아세안, 서남아, 

오세아니아 등에 대한 개별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인도태

평양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는 요구 앞에 한국 대외정책의 주권, 자주성, 정체

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세안과 안보 분야 다자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은 먼저 새로

운 다자협력체의 형성이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미 아세안을 중

심으로 이 지역에는 ARF, ADMM+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지역별

로 다양한 다자협력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자협력체의 난립으로 

인해 제도에 관한 피로감이 지역에 만연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지역다자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1) 지역적 

관점을 가지고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기존 지역 다자 안보 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일과 2) 

지역 다자협력체에서 아세안은 물론, 지역의 중소 국가의 이익에 공

헌할 수 있는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더 크게 덧붙일 것은 없지만, 지역의 다른 부

분에서 일어나는 안보 문제(남중국해, 대만 등)에 한국이 보다 적극

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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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국이 보다 노력해야 하는 분야

다. 한국의 아세안 중심성 지지라는 담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헌이 필요하다. 아세안 중심성은 지역의 다자협력에서 

아세안이 중심에 있다는 의미인데, 약소국들의 모임인 아세안이 지

역 다자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 받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지역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경쟁의 강화로 인해 점차 지역 다자협력체가 강대국 경쟁의 장이 

되면서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되고, 따라서 아세안이 지역 다자협

력을 이끈다는 아세안 중심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지역 다자협

력이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통제하고 지역 중소국가의 이익을 보장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국가 모임인 아

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대국의 일

방주의가 배제된 지역 다자협력이 한국의 이익에도 보다 나은 대안

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 다자 안보협력체에서 어떻게 아세안 중

심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

과 대화해야 한다. 이 대화를 통해 강대국 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추

세 속에서 어떻게 아세안의 자리, 지역 중소국가의 목소리를 강화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떻게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는가 고

민해야 한다. 

또한 다자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역시 해당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들이 실질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 다자

협력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commitment가 강화될 때 가능하다. 이

런 점에 비추어 한국은 지역 다자협력에서 어떻게 실질적 성과를 내

는 방향으로 지역협력을 주도해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력의 출발점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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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볼 수 있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협력 분

야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다른 부문 보다 비전통

안보와 인간안보 부문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다자협력에서는 효과

적일 수 있는데, 아세안의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 중 아세안 국가들

이 내세우는 아젠다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분야의 다자협력 체제 구축 역시 새로운 제도의 수립 보다는 

기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별히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 다자경제협력에서는 강대국 경쟁, 그리고 코

로나로 인해 훼손된 지역의 공급망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고 이를 아

세안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는 지역 경제질서를 새로 수립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 다자무역협정 들이 있는데, 대표적으

로 이미 한국이 가입한 포괄적지역경제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호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형성

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있다. 한국은 아

직 CPTPP에 가입해 있지는 않으나 이미 2021년 초 CPTPP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후 비공식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의 향후 경제 질서, 공급망 복원을 위해서는 RCEP보다는 

CPTPP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무역 위주인 

RCEP보다 CPTPP는 보다 많은 조항으로 인해 지역 경제 질서 전반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지역 경제 질서 재편은 물론 공급망 

재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지역 다자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PTPP와 RCEP에 모두 참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는 RCEP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약해진 공급망의 강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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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무역 활성화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다자경제협력 틀 속에서 아세

안과의 협력을 위해 협력 아젠다 설정에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특

히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세안의 계획을 잘 분석해 아젠다 추진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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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국제질서 변화 인식

가.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안보인식 변화

유럽의 안보인식은 브렉시트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빠진 EU는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이 점차 약화

될 것이라는 의견과, 다른 EU 회원국(독일 혹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된 EU의 안보협력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한 대립을 이룬 상태이

다.296) 설상가상으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NATO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축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자안보체제 및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록 NATO가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며, 유

고슬라비아 내전 종식과 평화에 기여하고, 동유럽지역까지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는 등 세계 최대 집단안보체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70년이 넘는 오랜 안보협력의 역사만큼이나 순탄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과 기복이 있었다. 1956년 수에즈 위기, 1960년대 핵

교리(nuclear doctrine) 변화, 1966년 프랑스 나토 통합군사령부 탈

퇴, 1980년대 초 퍼싱미사일 위기,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

비아 사태, 그리고 2019년 터키 ‧ 시리아 북동지역 군사작전에 이르

기까지 유럽 ‧ 대서양 동맹은 여전히 회원국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상충과 의견차이로 인한 난항을 거듭해왔다.

296) 최윤미, “브렉시트 단행이후(Post-brexit)유럽안보질서 변화 전망,” ｢안보현안분

석｣ 제164호,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 최윤미, “英 빠진 EU, 더 

흩어질까 더 뭉칠까,” �국방일보�, 2020.3.3, <https://kookbang.dema.mil.kr/ 

newsWeb/20200303/5/BBSMSTR_000000010026/view.do> (검색일: 2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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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역사를 대변하는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라는 초유의 대내외적 위기 앞에서 공동안보협력과 굳건한 동맹 인

식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동맹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심각

하게 제기되었고, 2019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나토 70주년 총회에

서 유럽은 미국의 동맹 분담금 인상을 비롯한 워싱턴 조약 제 5조에 

규정된 집단안보체제의 구속력과 안전보장 제공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과 불안함을 내비쳤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

어있는 발칸지역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가 핵 확장억제와 안보보장

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나토의 핵공유협정, 전술핵무기 도입, 중

거리(핵)미사일 배치, 독자적 핵개발 등을 고려한 ‘플랜B’ 마련을 요

구하기도 하였다. 

유럽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의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중소 국가들과

는 다르게,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다는 점이다. 유럽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군사안보협력을 위한 오

랜 여정과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활동의 지리적 

범주를 유럽 ‧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유

럽의 글로벌 안보역할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는 움직

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 바이든 행정부 시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지난 8월 12일 CNN 보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만을 도

울 것이라고 대답하며 미국의 對중국 강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

장을 밝혔다. 특히 나토 제5조항 집단방어조약을 언급하며,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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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군사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했던 

태도와는 달리,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의 여지

를 넘어서 동맹조약에 따른 적극적 개입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을 깨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對중국 견제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회복’에 두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는

데,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방향이 전환된 이면에는 트럼프 

이전 행정부가 동맹 및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경시함으로써 중국

의 부상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대외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동맹과 다자안보협력만큼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이면서도 정당하

게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

렀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우선주의’로 인해 유럽 전역으

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으며, 극우 포퓰리즘

과 민족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브렉시트와 같이 유럽 내부적으로 심

각한 균열과 분열을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바이든 행

정부는 유럽 및 나토 회원국들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기 위

해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안보, 법치주의 등에 기반을 둔 

‘가치 동맹’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신뢰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적 ‘가치’의 공유에서부터 유럽과의 동

맹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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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동맹의 가치와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미국이 재확인함으로써 

미중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

립에 유럽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궁극

적으로 중국의 패권도전에 전방위적 견제와 대응을 자연스럽게 도

모하고자 하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증후군 등 대내외적 위기에 연달아 직면하면서 

분열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긴 유럽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제 문제를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으로 함께 해결해나가

겠다는 대외정책를 천명한 것에 대해 누구보다 환영한데에는 이러

한 유럽의 정서와 역사적 배경이 내재되어있다.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World Wars)을 경험하면서, 다자협력과 초국가적인 통합

기구 설립이야 말로 전쟁을 종식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방안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역시, 1차 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 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승전국들이 주축이 되어 1920

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불참으로 국제연맹은 2차 세계대전

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복구 

과정에서 유럽은 1945년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을 탄생

시키는데 공헌한 주역이었다. 1949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지역

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출범시켰다. 

대략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럽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게 위해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선도해왔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대, 남중국해 및 동

중국해역에서의 분쟁,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반도 안보위기 등, 

전통 ‧ 비전통 안보영역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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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안보협력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유

럽이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행위자로서 활약하며 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 요청에 유럽연합은 단순

한 수사적 공약(rhetoric commitment)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

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유럽은 미국의 핵심 동

맹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안보활동 영역을 확대해나

가고 있다.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간의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은 중국을 국제규범과 질서를 헤치는 위험한 존재로 인

식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등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안보이슈 해결에 있

어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전례 없는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유럽국가들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

는 양자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UN, EU 및 NATO 등 

핵심적인 다자협력기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유

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은 미국의 대외정책 구상을 함께 공유하며 유럽의 글로

벌안보 활동무대를 대서양에서 아프리카 동부해안 및 인도해양을 넘

어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은 1999년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을 출범시킨 이래, ‘글로벌 도전에는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서297) 2003년 “더 나은 세상에서 안전한 유럽(A Secure 

297) European Union External Service, Josep Borrell (EU HR), “#UNGA75 – Global 

challenges call for dglobal responses,” (Setember 25, 2020), <https://eeas. 

europa.eu/topics/eu-global-strategy/85811/unga75-%E2%80%93-global-

challenges-call-global-responses_en> (검색일: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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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in a better world)”이라는 표제로 유럽안보전략 (European 

Security Strategy: ESS)을 발간한 바 있다.298) 

EES는 발간 당시 유럽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동정책 분야 가운

데 특히 외교 ‧ 안보영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

는데 EU 및 회원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획기적인 대외전략서로 평가되었다. 이후 유럽의 

안보전략은 세계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

적으로 발전하였다. 2013년 발간한 ‘유럽의 글로벌 전략(European 

Global Strategy)’에서 EU는 지역의 협력질서 구축 및 갈등 해결에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담았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

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EU는 2014년 동북아평화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이 설립된 이래 파트너로

서 참여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한반도 종전선언 및 비핵화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지만, 유럽은 NAPCI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하였

다. EU는 유럽안보라는 지리적 한계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질서의 안

정을 위해 각 지역들의 안전과 통합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자

안보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과

거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EU가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등은 EU의 글로벌 역할과 한반도

에서 EU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

해볼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이 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 동부 해안 및 태평양 섬 국가들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전이 쏟아져 나

29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Security Strategy –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2003), <https://www.consilium.europa.eu/en/ 

documents-publications/publications/european-security-strategy-secure-

europe-better-world/#> (검색일: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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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

다. 2021년 4월 유럽의 對인도태평양 전략서에 대한 개요가 처음으

로 발표되었고, 이어서 9월에 EU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

은 대망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하였다.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 전략서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U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해 제기하며, 신속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경제회

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99) 

이 전략서의 또 다른 특징은 2016년 아시아에 대한 획기적인 글로

벌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한 EU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 2021 인도

태평양 전략서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

이다. EU가 제시한 핵심 전략들은 그간 27개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논쟁과 갈등을 통해 얻은 결과이

자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석하자면,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서

는 이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 가운데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들의 경험을 바

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U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원칙적인 외교 ‧ 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

이라는 자신감도 투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299)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The EU needs a strategic approach for 

the Indo-Pacific,’ (March 12, 2021),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 

headquarters-homepage/94898/eu-needs-strategic-approach-indo-pacific_en>;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September 

16, 2021),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joint communication_ 

2021_24_1_en.pdf> (검색일: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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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정책은 ‘對중국 견제’와 ‘동맹 

및 다자협력’이라는 두 개의 전략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럽의 새

로운 글로벌 안보정책의 향방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브뤼셀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빌미로 역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질서와 구도를 변경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00) 유럽연합이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질서유지를 위해 균형자 또는 

안보파트너로서 개입할 가능성과 의지를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 공식

화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

합은 바이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 민주국가연합(D10)’ 

결성에도 미국에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정

치 ‧외교적 행위자로서의 상징성이 더욱 짙은 EU와 더불어, 유럽은 

NATO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사적 협력 또한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역내 안보와 질서유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자세한 

군사적 행보는 이어지는 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

표적인 유럽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다. 소위 유럽의 Big-3로 

일컬어지는 유럽 3대 강국들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시기에 조금 앞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 및 기타 지역 동맹국을 

300) “EU Agrees on Infrastructure Plan to Rival China’s New Silk Road,” Voice 

of America (July 13, 2021), <https://www.voanews.com/a/europe_eu-agrees- 

infrastructure-plan-rival-chinas-new-silk-road/6208192.html> (검색일: 2021.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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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을 밝혔

다.301)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과 질서유지가 유럽의 안보

와 번영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럽 역시 중국의 패권 도전

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

리고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한국은 한일 간

의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체결 국가로서, 군사동맹 측면에서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된다. 유럽은 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중점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집단 안보의 원칙을 명시한 

NATO 제5조항(집단방위조항)에 의거하여 미국의 전략중점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림 Ⅷ-1>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과 유럽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중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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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uropean Powers to Boost Asia Presence to Counter Chjina,” Voice of America 

(January, 9 2021), <https://www.voanews.com/a/east-asia-pacific_voa-news- 

china_european-powers-boost-asia-presence-counter-china/6200519.html> 

(검색일: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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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을 둘러싼 동아

시아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지만, 미국은 영국, 프랑

스, 독일과 같은 유럽 강대국들에게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권 점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협력을 

촉구하였다. 2016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

국을 ‘구조적 도전(system challenge)’이라고 규정하며, 동맹의 안

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의 안보위협에 책임 있게 맞설 것이라

며 대중 견제를 강화한 성명을 밝혔다.302) 이와 더불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며 유럽과 아태를 묶는 글로벌 안보협력의 시대가 도

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프랑스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선두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유

산으로 영국과 함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많은 역외 영토를 보유하

고 있으며, 2020년 영국이 EU를 완전히 빠져나간 브렉시트 종료 이

후 EU 차원에서 유일하게 해당 지역에 영토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

다.303) 이 지역 프랑스 영토에는 160만 명의 프랑스 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

보와 질서에 관심을 갖고 1990년대부터 다자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302) “Brussels Summit Communiqu: Issu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Brussels,” 

NATO News, June, 14 (2021),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85 

000.htm> (검색일: 2021.1.20.). 

303)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

문제분석� 2020-44 (서울: 국립외교원, 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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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집권시절 유럽동맹국들을 상대로 나토는 ‘낡은 동

맹’이며 ‘쓸모없는(obsolete)’ 집단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유

럽의 핵무기 자가 보유국이자 과거 드골 대통령 시대부터 미국 주도

의 북대서양 나토체제에 불만을 품어 왔던 프랑스는 미국 우선주의

에 대응해 나토를 ‘뇌사(brain death)상태’라고 비난하며 나토 동맹

에 심각한 균열이 예상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는 미국의 다자주의 대외정

책을 지지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프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은 

자국의 핵잠수함 ‘SNA 에메로데(FS Emeraude)함’이 남중국해를 순

찰 중인 Loire급 해군잠수함정(BSAM type FS Seine)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프랑스가 핵잠수함 

초계 작전을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304) 특히, 남중국해서의 ‘항행의 

자유’ 수호를 강조하며 미국과 호주, 일본의 전략적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까지 특별 순찰을 하며 초계 작전

을 실시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프랑스도 함께 표명한 것

으로 평가된다. 이후 2월 21일 프랑스 해군 남태평양 함대 전력을 

남중국해 근해에 보내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잔다르크 해상훈련

(JEANNE D’ARC)을 실시하였다.305) 또한 남태평양 프랑스령 영토

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 및 외교적 압박을 행사하자, 프랑스

304) “France Submarine in South China Sea,” Voice of America (February, 10 

2021), <https://www.voakorea.com/a/world_asia_france-submarine-south- 

china-sea/6056060.html> (검색일: 2021.9.17.).

305) Naval News, “French Amphibious Ready Group Set Sails for the Indo-Pacific,” 

(February 18, 2021),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2/french- 

amphibious-ready-group-set-sails-for-the-indo-pacific/> (검색일: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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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만의 고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2월 27일 프랑스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

다. 프랑스는 지난 5월에도 미국을 지원하며 일본과 함께 일본 남서

부지역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2) 영국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

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한 이후 더 이상 유럽연합의 공동방위안

보정책(CSD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입

지확보와 대외안보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로 

좁혀졌다. 영국이 최강의 단독 국방력을 갖추거나, 나토 동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글로벌 안보에 편승하는 것

이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영국은 미국과 나토 동맹의 가치 및 글로

벌 안보 전략 등을 함께 공유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더욱 적극적으

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주듯, 영국은 지난 3월 16일 ‘경쟁적 시

대의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을 발간

하여 안보전략, 국방과 외교정책의 발전과 통합 계획을 구체적으

로 밝혔다.306) 이 문서에서 영국은 위협 속에 놓인 국제 아키텍처

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영국이 적극적으

로 경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

해야 할 부분은 다자간 협력 솔루션 목표 가운데 영국이 중국의 위

협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이 글로벌 안보 아

306) UK Government,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July 2 2021), <https://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lobal-britain-in-a-competitive-

age-the-integrated-review-of-security-defence-development-and-foreign-

policy> (검색일: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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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쳐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

입할 여지가 매우 커졌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에서의 고립을 벗

어나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 해군은 지난 9월 7일 퀸엘리자베

스 항모를 기함으로 한 항모타격단-21(Carrier Strike Group-21: 

CSG-21)을 인도태평양으로 보내 인도,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등을 

방문했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겨낭해 연합해군훈련을 시행하였다. 

또한 리버급(River-class) 배치-2형 연안 경비함(Offshore Patrol 

Vessel: OPV) 타르마르(HMS Tarmar)와 스페이(HMS Spey) 2척을 

향후 5년간 남중국해 인접 해역에 상치 배치한다고 밝혔다.307) 영국

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개입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과거부터 세계 최강의 해양군사력을 보유해왔다. 이러한 

막강한 해군전력을 아태 지역에 투입하여 군사적 임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업활동 보호, 해양환경 오염 감시, 밀입국 선박 감시 

등 인도태평양 전구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이 수행하

지 못하는 다양한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9월 27일 

퀸엘리자베스 항모의 CSG-21호의 호위 수상함인 리치먼드 프리깃

함(HMS Richmond)을 대만 동부 해양에 배치하여 미국, 호주, 캐나

다, 뉴질랜드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

였고, 이후 베트남 다낭 해군기지 친선방문을 위해 대만해협을 단독

으로 통과 ‧ 통항하였다. 미 해군 외에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항

한 것은 영국이 처음이며, 이로서 이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군사적 

30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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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 나토 회원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308) 또한 대

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대치가 지역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

대되었음을 반증하는 매우 이례적 사례이기도 하다.

(3) 독일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독일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여 남

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였다. 8월 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

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야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

운데 이 지역에서 군사 주둔을 확대하는 다른 서방 국가들에 합류하

기 위해 독일이 프리깃함 바이에른호를 파견하였다. 독일 군함이 남

중국해로 파견된 것은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독

일의 군함 파견 결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고 미

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와 프랑스, 영국 등

의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합류하기 위해 이루

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즉 독일 역시 중국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유럽을 대표하는 3대 강대국인 프랑

스, 영국,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확장을 견제한

다는 공통적인 관심과 목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은 미국

의 나토 군사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군사지원과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08) The Guardinan, “U.K. Warship Transits Taiwan Strait for First Time Since 

2019,” (September. 27,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 

09-27/u-k-warship-transits-taiwan-strait-for-first-time-since-2019> (검

색일: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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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진 반면, 북

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의지하게 되면서 다국적 정상외교 네

트워크에서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 1991년 남

북한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된 가장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세계와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안보와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전략

을 추진해왔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보유국가

임을 선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럽이 북한을 비롯한 한

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309)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EU의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

가하였다. 북한이 경제난과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되자 북한 정부가 유

럽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자 EU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EU의 대북정책 또는 북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

었다. 2002년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

이 다시 감돌기 시작하자, 이듬해인 2003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6개국들이 베이징에 모여 6자회담

을 진행했는데,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의 다자협력의 채널이 가동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지역

안보질서를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에 미 ‧ 중 ‧ 일 ‧ 러 등 세계열강들이 

309) Axel Berkofsky, “EU-North Korea Relations: Engagement Course on Hold,” 

International Issues & Slovak Foreign Policy Affairs, vol. 17, no. 2 (2008), 

pp. 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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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해관계자로 참석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등 핵분야와 관련된 다자협력기구에서 핵심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은 정작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

차 북핵 위기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당시 경수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이 다자

협의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 KEDO의 경우 1997년 EU가 집행이사국을 맡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비회원국으로서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지만, 북핵 협상 테이

블에서는 유럽의 자리가 없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유럽의 대북정책 및 한

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 개입(1995~2002), 비판적 

개입(2003~2013), 적극적 압박(2013~)의 세 단계로 분류된다.310) 

가. 적극적 개입 (1995~2002)

1994년 유럽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책적 개입 전략

서를 발표하였다.311)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은 남

북 화해 과정 및 워싱턴과 평양 간의 친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

록 포용전략을 추진했고, EU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은 북한이 협

310) Anon, “Quo vadis, North Korea? Prospects for critical EU engagement”,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October 20, 2017), pp. 2~4.

311)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new Asia strategy,” (November 13, 199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1994

DC0314&from=EN> (검색일: 2021.9.20.).



Ⅷ.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유럽 협력 방안  255

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5년부터 

EU는 북한 문제 가운데 가장 취약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적 또는 안보적 조건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을 약속

하였다. 유럽이 가진 글로벌 리더십 영향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

는데, EU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 합류하

여 조직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브뤼셀과 평양 관계에도 큰 진전이 이뤄졌다. 브뤼셀 ‧ 평

양 간 첫 번째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여 북한의 인권, 안보, 경제 

지원에 중점을 둔 양자 의제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러한 고위급 

대화의 성과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

용했으며, 2001년 EU와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 수교를 이루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나. 비판적 개입 (2003~2013)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EU는 적극적 개입에서 

비판적 개입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비판적 개입 전략의 목표는 북

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

화하고 북한의 비확산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실천 방안으로써 인도적 차

원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센티브

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지만,312)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당근과 채찍

을 병행해 나가는 방안이 비판적 개입 전략의 핵심이었다. 경제제재

를 위해서 EU는 경수로 개발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

312) EEAS, “DPRK and the EU,” June 26, 2016, <https://eeas.europa.eu/diplomatic- 

network/north-korea/4186/dprk-and-eu_en> (검색일: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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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지원 계획 역시 취소하였다.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개방 계

획도 중단되었다. 외교적인 압박 카드로는 유엔 안보리 유럽 상임이

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자 역할이 중요하였다.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및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대북결의안 채택을 지지했

으며, 대북제재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가 채택된 직후, 

유럽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였다.313)  

북한 인권 문제가 EU의 대북제재에 중요한 의제임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

으키는데 EU가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314) 프랑스, 아일랜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반대하는 국제적 압력

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2003년 EU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정권

이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외국인 납치사건을 해결해야 하

며, 고문 및 인종차별 방지 등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결

의안을 제출하였다. 북한 인권에 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심

각하고 중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시하는 첫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EU는 2005년 이를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

으며, 매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EU의 비판적인 감시

와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은 EU와 북한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 악화

를 초래하였다. 교역 및 경제수준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EU는 건강, 보건, 에너지 및 식량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대로 유지해나갔다.315)

313)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2018) <https:// 

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history-north-korea/> (검색

일: 2021.9.27.).

314) Ko, Sangtu, “EU humanitarian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comparison with 

the US approach,” Korea Observer, vol. 37, no. 2 (2006), pp. 337~358.

31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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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 압박 (2013~2017)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게 하자, EU는 포용적인 인센티브와 강압적 조치의 균형을 깨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압박에 무게를 실었다.316) 이미 무기금수조치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2006)보다 더 엄격한 자율적 제제를 

EU가 단행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결의

안 2087(2013)을 채택하였다. EU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 

(2017), 2371(2017), 2375(2017), 그리고 2397(2017) 이행에 그치지 않

고, UN 체제 하의 안보리 제재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추가적인 자

율 조치를 취하였다.317) 북한에 대한 이전의 EU 제한조치(2013/183/ 

CFSP)318) 및 이사회 규정(EC No.329/2007)319)을 모두 폐지하였고,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과 영역을 광범위하게 수정 ‧확대하였다.320)

316) Anon, “Quo vadis, North Korea? Prospects for critical EU engagement.” pp. 3~4.

317)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018), “Factsheets: EU-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lations,” (July 31 2018), <https://eeas.europa. 

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8899/eu-democratic-peoples-

republic-korea-dprk-relations_en>; Iordanka Alexndrova,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bandoning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1 (2019), pp. 33∼62.

318) EUR-Lex, (Document 32013D0183),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of 22 April 

2013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Decision 2010/800/CFSP, <https://eur-lex.europa. 

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3D0183> (검색일: 2021.9.27.).

319) EUR-Lex, (Document 32007R0329),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of 

27 March 200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ALL/?uri=celex:32007R0329> (검색일: 2021.9.27.).

320) European Council (2013), ‘Joint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329/200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ch 8, 2013), <https://eur-lex. 

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7R0658&from=LV> 

(검색일: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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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EU는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매

년 공동발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

끌어왔다. 이러한 EU의 적극적 압박 전략은 정치 ‧외교적 관계에 있

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1998년 이후 매년 열렸던 브뤼셀과 

평양 간의 회담이 2015년 6월 이후 중단되었다. EU 차원의 관계 중

단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EU 회원국들의 외교관

계 및 대표단 축소도 병행되었다. 2017년 스페인이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대사관에 외교관 한명만 

두도록 허용하였다. 포르투갈 역시 같은 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완

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회원국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전제로 외교관계의 회복과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

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 

라. 향후 전망 (2018~현재)

현재 EU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정책 논의는 2018년에 이룬 

놀라운 성과, 즉 남북 간의 민족적 화해 무드 형성 및 한반도 비핵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유럽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한의 

대북정책에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북측과의 

화해를 우선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321)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붕괴보다 남

북 간의 점진적이고 정치적인 통합과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EU가 대북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인식과 방식에 뚜렷한 견

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해결

321) Mario Esteban, “The EU’s role in stabilising the Korean Peninsula,” Korea 

Foundation Working Paper 01 (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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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만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질서와 안보균형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핵화를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이 추진한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제재와 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강한 지지와 지원을 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더불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

지 않도록 현재의 동력을 유지해가야 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유럽이 동서독 간의 대립을 종식하고 베

를린 장벽을 허물어 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던 소위 ‘헬싱키 프로세

스’ 전략이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라보

는 경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 및 안보환경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이 국제사회의 제재

와 한국 정부의 화해무드 조성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후견자의 역할

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자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또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유럽은 다

음의 두 가지의 방안을 평행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

한의 비핵화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보통국가로 나올 수 있도록 유럽이 지닌 정치적인 영향

력과 협상기술을 향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

기하도록 고립, 또는 제재, 회유 등의 정치 ‧외교적 수단을 적용하는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전문적

인 지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노력과 힘

만으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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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적인 계획

과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과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럽이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구축 문

제는 남북한 당사국들만의 해결범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

과 중국의 지원과 노력이 긴요한 시점에서 미중 간의 강대강 대결구도

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유지를 위해 다자안보

협력과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의 지지와 참여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

이다. 평화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

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후 

추진한 유럽순방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유럽의 전폭적인 지지와 역할을 요청한 바 있

다.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군사 ‧ 안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있

다. 지금까지 관찰된 한국과 유럽 간의 역내 안보 전략에 대한 공통

관심사와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은 향후 한반도정책

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적극적

인 조력과 참여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다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유럽 협력 방안

문재인 대통은 취임 후 첫 정상회의 참가 차 2017년 베를린을 방

문하여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안보 구현을 위해 남북한 간의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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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에 전념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일과 EU의 정치적 지원이 향후 

모든 과정에서 남북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할 것이라는 분명

한 메시지를 전했다. 남북한이 중심을 잡고 함께 평화프로세스를 스

스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와 ‘신뢰’를 구축하는 어려운 도

전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미중 대결구도라는 특수한 상황

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

도 안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유럽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지속가능한 평화와 예측가능하고 협력적인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20년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면서 동시에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서명된 해였다. 

한 ‧ EU 관계 10주년을 기념하여 KF-VUB Korea Chair에서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22) ① 2010년 출범한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발전된 분야는 무엇인가? ② 한 ‧ EU가 전략

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킨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분야는 무엇

인가? ③ 한국과 EU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323) 

첫째,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출범한 이후 한 ‧ EU 관계에

서 가장 발전된 분야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1위: 무역 ‧ 자유무

322) KF-VUB Korea Chair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VUB) 사이에 설치된 한국 석좌(Korea Chair) 프로그램으로서, 한반도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EU 전문가들이 연구 ‧ 분석하고 한-EU 관계 발전에 대한 정책적 

자문 등을 수행한다. <https://brussels-school.be/research/kf-vub-korea-chair> 

위 설문조사는 유럽에 기반을 둔 한반도 안보전문가들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

용이다.

323) Linde Desmaele, Michael Reiterer et al. “The EU’s Indo-Pacific Strategy: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KF-VUB Korea Chair Report, 

September 2021, <file:///Users/yunmichoi/Desktop/KF%20VUB%20Korea%20 

Chair%20The%20EUs%20Indo%20Pacific%20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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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FTA) 및 투자(12표), 2위: 정치적 대화(6표), 3위: 북한 ‧ 비확산(6

표)이 뒤를 이었다. 무역 및 투자 등 경제적 발전이 지난 10년간 한

‧ EU가 발전시킨 성과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FTA 체결로 

무역과 투자 관계가 촉진되었고, UN을 비롯해 G20와 같이 지역 및 

국제기구 등에서 35개 이상의 대화 및 협의 메커니즘이 구축되면서 

정치적인 대화도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 및 국제질서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비확산 노력과 같은 안보지원, 대량살상무기 비확

산 체제 구축,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 한 ‧ EU 간의 위기관리에 

상호 참여 등 안보 분야에서도 관계가 발전되었다고 답했다.

<그림 Ⅷ-2> 질문 1: 2010년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지난 10년

간 가장 크게 발전된 분야는 무엇인가? 

Political dialogue

Shared global agenda &
multilateralism

EU-ROK FTA, Trade &
Investment

North Korea & non-proliferation

People-to-people exchanges

6 (50%)

4 (33.3%)

12 (100%)

5 (41.7%)

5 (41.7%)

둘째, “한 ‧ EU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 이후 가장 큰 진전

을 이루지 못한 분야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1위: 북한 위협 관

리 및 비확산 노력(6표)을 가장 성과가 저조한 분야로 꼽았다. 이어

서 안보 협력(4표)도 진전이 더딘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유

럽연합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과 

조정의 거시적 협력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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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안보 측면에서 양측이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협력할 수 있

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Ⅷ-3> 질문 2: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분야는 무엇인가?

Security cooperation

Climate change

EU-ROK FTA Chapter 13
Imprelmentation on...

Non-proliferation efforts &
North Korea

People-to-people exchanges &
joint unde...

4 (33.3%)

1 (8.3%)

1 (8.3%)

6 (50%)

2 (16.7%)

셋째, “한국과 EU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잠재

적) 협력분야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1위: 사이버 ‧ 보건 ‧ 우주 

분야에서의 안보협력(10표), 2위: 기후변화 대응(8표), 3위: 디지털

‧ AI 등의 과학기술협력(7표) 순위로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도출

되었다. 앞으로 한 ‧ EU가 발전시켜야 하는 잠재적 협력 분야가 대부

분 최근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전통안

보 측면의 문제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유럽과 한국 양측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서

로 다른 조건과 방식으로 시험적인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 분

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봤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중국이 탄소중립

에 대한 2060 공약을 이어간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역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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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4> 질문 3: 한국과 EU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협력분

야는 무엇인가?

8 (66.7%)

2 (16.7%)

5 (41.7%)

3 (25%)

7 (58.3%)

10 (83.3%)

Combatting climate change

Modernisation of FTA

Dialogue with EU &
Multilateralism

Public diplomacy &
people-to-people exc...

Scientific & technological
cooperation...

Security cooperation incl.
cyber, health

0 2 4 6 8 10

가. 한 ‧ EU 양자 안보협력 방안

안보분야 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 ‧ EU 간의 정치 ‧외교적 

대화 확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는 여전히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

되는 불안정한 안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 국제사회가 우려

하는 남북한 간의 전면전 시나리오는 피해갔지만, 그럼에도 한반도

는 ‘부정적인 평화(negative peace)’라는 현상을 유지하는데 머물러

있다. 남북 모두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

지 않는 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순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는 희망임을 반세기가 넘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여실히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방향으

로 해법을 도출해낼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해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중장기적인 여정에 유



Ⅷ.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유럽 협력 방안  265

럽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와 선입견이 앞서는 것도 무리

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EU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개입할 수 있

는 안보행위자도 아니며,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유럽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이

유로 EU와 그 회원국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국의 

평화프로세스는 협상 및 외교 능력의 큰 도전이며, EU가 가진 외교적 

잠재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주장한다. 

EU와 회원국들은 남북한 사이에 필요한 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

다. EU와 북한은 2001년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했지만, 그보

다 앞선 1998년부터 정치적 접촉 및 대화가 시작되었다. EU는 그 

자체가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표단을 둘 수 없

지만, 유럽을 대표하여 7개의 개별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및 영국)들이 북한주재 대사관을 가

지고 있다. 총 26개 EU 회원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EU 업무를 따르고 있다. 

유럽이 구축한 EU 정책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

역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이다. 유럽은 CFSP를 통해 대외관

계에 있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한 목소리와 일체된 행동(make one 

voice and act as one)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한 ‧ EU 간에 

‘북한 비핵화’ 의제를 두고 양자 간에 논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비핵화체제로 북한

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데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에 더

욱 큰 힘과 영향력이 실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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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 EU 다자 안보협력 방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오랜 협상 여정에서 

국제사회는 낙관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회의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브렉시트 이후 심각한 내부적 위험과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역과 세계질서의 

균형, 그리고 동맹의 가치에 기반한 다자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은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화

해 및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를 

정립하는데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으

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발간한 최근 정책문서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 전략서”

는 다음과 같이 유럽의 번영과 아시아 안보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NATO 제5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EU]는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시 NATO 설립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워싱턴 조약에 대한 확

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동맹 인식은 

한미동맹과의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한미동맹의 가장 큰 책임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인구를 보호

하고 방어하는 것이며, 우리는 유럽 ‧ 대서양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군비

통제구조의 침식 또한 우리의 집단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명시

한 것과 같이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까지 이

를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북한

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영토와 인구를 보호하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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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

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

만,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가치동맹’ 측면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

을 취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억제’와 ‘견제’가 필요악

인 것과 같이, 우리도 미국과의 동맹 및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

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유럽 ‧ 대서양과의 다자적인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정책을 계승하여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

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 등과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4자 안보대화

(QUAD)를 형성하여 역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더불어 ‘가치동맹’을 앞세워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의 참여를 독려하여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축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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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고려사항

가. 국제전략 환경변화와 한반도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전략 환경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국제전

략 환경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과 대

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초강대국을 지향하고 있고, 이에 

미국이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인식하면서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의 양

상을 띠며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격화에 따른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중 간 대립의 격화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진영대결

의 구도가 조성될 수 있는데,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틈새에서 어

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이 ‘미일 대 중러’ 진영대결의 구도 상황

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균형외교’를 지

속할 경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상대적 소외될 가능성이 증가

할 수 있다.324) 즉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을 지향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

중관계의 긴장과 대립은 한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325) 일본도 미일동맹과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324) “빅터 차,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스스로 고립됐다,” �조선일보�, 2021.4.5. <https:// 

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4/05/UQB3KECNSVFZRIAUEGSI6S

LW5U/>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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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업수준의 조건부로 

참가하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미일 대 중러’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대결의 구도 아래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아

세안, 호주, 영국, 프랑스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아울

러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적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나. 미국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평화실현과 관련하여 

주요 개념과 정책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둘째, 정책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주변국과 공유될 것인가 하는 부

분이다. 이는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상

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만 그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가능할지를 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주요 연구들에서 개념적으로 논의되는 한반도 평화실현은 

시간적 범위에서 보았을 때, 어느 시점에서나 가능한지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

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

서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

화실현을 현 정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목표로서 추구하게 

325) 이국봉, “미 ‧ 중 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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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것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간 

단계 혹은 중간 목표 지점을 거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간적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해야만 임기가 정해져 있

는 정권이 그 시간적 제약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

운 점은 추상적인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개념에 대한 동의가 아니

라, 어떠한 상황이 실현되어야 그것을 평화실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

는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정의는 우

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실현과 어떠한 정도의 관련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

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결되어야만 진정한 평화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반도 평화실현은 북한의 비핵화와는 무관하게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실현은 완전하지 못하더라

도 어느 정도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거나, 다른 주변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변국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책 목표의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 과정

에 대한 시간적 전망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현실적 정책이 될 것이다. 



274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다. 중국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한중 협력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내외 영향요인(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

째, 미국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야(朝野)에서는 한국의 대

중국 경사(傾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이 전략

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

도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이 ‘친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구조 해

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요인이다. 최근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소위 

‘삼중고’와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 추세 등은 한중 협력의 위협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회 요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

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북중 간 교류

협력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미중 간 체제 ‧ 이념문제 및 홍콩 문제 등

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를 시도한 바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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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간 신뢰 회복 및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전략

적 지렛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 및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의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

착시키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론과 국민정서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및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등을 거치면

서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중 양국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드배치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미중 전략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

비하기 위해 체제 안정과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중 사회문화 갈등 국면에서 중국 국

민들을 지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한중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상호신뢰와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

가해야 할 것이다. 

라. 일본

한국의 대일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

기할 수 있다. 첫째, 한일관계의 미래지향 비전 모색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접근과 한일 협력 모색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인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국적 관점에

서 한일관계를 소극적인 현상유지에서 적극적인 협력체제로 변화시

켜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일외교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외교정책의 당면과제에서 일본의 우선순위가 제고되어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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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보장하는 다자주의의 중요성, 진보와 보수정

권을 가리지 않고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주의

의 필요성, 한반도와 동북아 비핵화를 지탱하는 남북한과 일본 3자

축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와 동북아 외교를 추동하기 위한 대일외교 비전과 원칙을 정립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북, 대

미외교에 매몰되지 말고 일본을 포함한 다자주의 발상이 필요하다.

둘째, 한일 양국 국민감정을 포함한 국내 요인의 관리이다. 한일

정부 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국민과 언론, 전문가간 공감대 형성

도 추진해 가야 한다. 한일 양국 국민 간 상호 호감도가 지나치게 

낮아 한일 정부도 전략적 이익 공유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한

국과 다른 일본의 대북 인식과 이익을 이해하고, 일본은 한국의 탈

냉전 평화지향의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상호이해를 위하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교가 전개

되어야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 경험을 지닌 나라이며,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 아직도 해결되

지 못한 채, 북일 간 터부(taboo)같은 쟁점으로 남아 있는 납치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일 양국 국민 간 인식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한일 양국의 국가 

정상, 여야 정치인, 외교당국, 전문가와 언론인, 양국 국민의 노력이 

기대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삼권분립과 대법원 판결, 생

존 피해자가 살아있고 전후보상 요구, 다양한 목소리의 민주주의 국

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 조야에 이해시켜 나가고, 양

국 국민 간 상호 반감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채널에서 적극적인 공공

외교의 전개가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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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에 관한 이슈에서 중

국과 입장을 공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글로벌 현안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보다는 유럽과 중동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취하

는 정책으로, 미중대결의 심화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국면 유지 등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될 수 없는 여건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의 입

장에서 중국을 통한 미국 견제 효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안보 등 주요 현안을 다자협력체 구성을 통

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한 6자회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현재 한반도의 여건상 전

형적인 다자체제 구상은 쉽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러시아 극동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서의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위해, 러시아 극동 개발과 북한 개발을 

연계하는 대전략을 남 ‧ 북 ‧ 러 3각 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

대를 계속 갖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공히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

여 기반을 형성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3각 협력 구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

램을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3각 협

력의 구상과 실천 프로그램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

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구해야 하는 

방안들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한반도에 국한하여 3각 협력을 추진하

고자 했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 러시아 극동과 환태평양을 잇는 공간 

구조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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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세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 대외정책 중 동남아에 대한 정책은 동

남아 지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진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동남아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를 둘러싼 주변 4강에 비해 2차적 입장, 즉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아세안 방면에 대한 대외정책은 아세안을 한반

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향과 향후 북한의 핵 포기 및 

개혁 개방 이후 북한의 변화를 위해 아세안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한다. 

먼저 일반적 차원에서 대아세안 관계에 있어 한국은 개도국들이 

대부분인 아세안 국가와 강대국 혹은 선진국을 잇는 가교, 중간자 

역할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강대국 혹은 

선진국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 아

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까지 11개의 단위와 협력할 때, 내적 다양성

으로 인해 한국의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을 주제별, 능력별로 그룹화 하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양자관계 정치안보 분야에서 무엇보다 강대

국 경쟁과 지역질서 문제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의 우선순위에 밀려 이 전략대화 

부분은 늘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방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국방협력에 관한 아세

안과 한국의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극복하고 아세안 국가의 능력 향

상을 위해 협력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관리 체계 등에 있어서 한

국은 선진국의 체계를 받아들여 한국화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이러한 한국의 노하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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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해양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

지만 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집중과 선택이 필수적이다. 남중국해 문

제에 관해서 전통 안보협력이 부담스럽다면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해양영역 인식에 관한 능력 배양, 그리고 흔히 불법어업이라 부르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관련된 협력이 바람직하다. 비전통 안

보 분야에서는 많은 협력 사안 중 특히 디지털 통합에 관한된 협력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사이 협력을 감안할 때 

유망한 분야다. 이러한 협력은 사이버 안보 차원의 함의뿐만 아니라 

5G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함의도 가진다. 

디지털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양자 경제협력 역시 디지털 분야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동남아에서도 

비대면 경제,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아세

안 차원에서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어 협력

이 필요한 분야다. 아울러 경제부문에서 동남아 기업들의 환경, 사

회, 지배구조(ESG) 관련 준비를 하는데 한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양방향 문화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개발

협력에서는 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을 넘어 수원국 

NGO와 현장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더 긴밀히 반영하는 협력이 필

요하다. 아울러 역시 사회문화 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뿐만 아

니라 장기적인 관점의 보건협력,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필

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이 

한때 지역 다자협력의 주도적이었던 경험을 되살려 대아세안정책에 

다자협력에 관한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특히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

는 상황에서 다자협력은 한국과 아세안처럼 중소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의 제안보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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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다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세안과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신남방 국가를 넘어서 지역 전체를 포괄하

는 지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적으로 지역 

다자협력을 강화한다고 할 때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 실질협력을 통

한 이익의 공유라는 원칙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도 RCEP에 이어 CPTPP에 가입을 적극 추진해 지역 다자경제

협력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

하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

사. 유럽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한지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였다. 통상 ‧무역 등 경제 분야 협력에

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은 여전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록 사이버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보건, 의료, 건강,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이고 비전통적 영역에서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

럽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및 주변

국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강 구도에서 정

치 ‧외교적 노선과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특

히 향후 국제관계와 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

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

에서 한국이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 및 대서양 동맹국들은 글로벌 안보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류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단호한 안보협

력 의지를 투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한미동맹으로서 

한국이 갖는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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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라는 ‘안보’와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의 양자동맹으로는 홀로 해결할 수 없

는 복잡하고 난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한반

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구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의 접근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

한 점에서 유럽이 주력하고 있는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다 심화적인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은 동맹과 파트너가 

가지는 공통의 ‘가치’추구와 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안보협력의 범주

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자안보협

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유럽과의 안보관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미중 대립 구도의 저항을 낮출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한 ‧ EU 안보협력 강화

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외의 성공적인 지지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의 신뢰와 화해에 우선적으로 집

중하는 동안, 유럽은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서 ‘안보’와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이고 안

정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협력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양자동맹과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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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안

가. 신뢰구축조치를 통한 협력 창출의 여건 마련

현재 북미, 남북 간 대화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북미 간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에 따른 신뢰 부족에 있

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의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상호신뢰 부족에 기인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속에 한반도 상

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해법의 

일환으로 대북 신뢰구축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일

관성 있는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연결 고리로서 기여할 가능성

을 높여 준다.

이 중에 종전선언은 대표적인 신뢰구축 조치로서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

다.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양측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에 매우 효과적인 초기 단계 조치로 작동이 가능하다. 사실상 북한

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북적대시 

정책 중 정치 영역에서 상징적인 해소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주

한미군 주둔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재편 및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발효시까지 정

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

에서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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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의 공감대 형성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이슈를 논의하

기 위해서는 한국의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모두 필요하다. 특히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 및 

아세안, 유럽 지역과의 의견 일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

야 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협력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동북

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와 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유지 혹은 북한과

의 대화 우선과 같은 실천방안에 대한 주변국과의 논의가 진행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특히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하면서도 대

북제재 유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목표’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방법 및 수단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병행 추진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균형적인 접근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구축 전략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긴밀한 한미 공조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신뢰구축조치 추진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

제에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접 당사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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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미국 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중심을 

갖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모색해야 한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유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한반도 현상유지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도전적인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도전적인 외교 전략

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변화와 함께 급격한 현상타파를 추구

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

서의 대응 모색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동시에 추

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화정착 실현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긴 시야를 갖고 

남 ‧ 북 ‧ 미 ‧ 중 등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체제 유지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 다자 협력체제와 소다자 협력체제의 연동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ASEM 정상회

의 등 다자회의가 개최되는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은 향후 북한의 국

제사회 편입을 시도할 때 가장 유용하고 접근이 쉬운 다자회의체라

는 점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국의 기여와 지분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다자 다자협력체제 활용을 통해 제도화된 다자

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다만 기존 4자회담, 6자회담 등 

다자 협상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실질적 진전 마련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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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하는 다자 차원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

해야 한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주도의 한중일 협력체제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체제가 공존하였다. 한중일 협력체제는 환경 문

제, 아시아 캠퍼스, 원자력 안전 등에 관한 한일 협력에 의한 한중일 

협력체제와, 한중일 FTA, 한중 FTA 등 중국 주도에 의한 한중일 

협력체제가 공존하였다. 한미일 협력체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

미일 공조체제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중 대립 격화와 북미 및 남북관계의 정체, 한일관계 악

화 상황에서 먼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한중일, 동아시

아 지역협력체제의 상호연동적인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 및 고립주의를 견제하고 중

국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소다자 

협력체제를 비롯한 다자 협력체제는 한일 양자 간 갈등 증폭 시 양

자관계를 우회하는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

다자 협력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공통이익과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경제개발을 둘러싼 남 ‧ 북 ‧ 중 3각 협력, 동북아시아 

안보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한 ‧ 미 ‧ 중 및 북 ‧ 미 ‧ 중 정책협의체 구

상, 경제개발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일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다자 협력체제의 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이 필요하다.

마.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다자협력 모색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은 북핵 문제, 대만해협, 남중국

해 영유권 문제 등 전통안보 분야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지만,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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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화가 진행되면서 비전통안보 분야의 중요성도 높아져 왔다. 인

도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아세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비전통

안보 문제에 관한 지역협력 정책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라는 국

가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ODA를 통한 ‘굿 거버넌스’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법제도 정비 및 

지원, 경찰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이었으며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된 원조는 한

정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를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비전통안보 분야와 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문제는 특정 국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지역 협력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전통안보 분야

는 영향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위험성도 확산과 함께 커지기 때문

에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버

넌스 강화와 민주화 지원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발전 지원을 강화하

는 것이며, 결국에는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능력 향상으로 이어

질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굿 거버넌

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다자협력 구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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