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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ㅇ 중ㆍ러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립(1996. 4. 25)한 이후 제반

관계를 확대하여 왔음. 

- 미ㆍ일 양국이 ｢신안보공동선언｣(1996. 4. 17)을 통해 아ㆍ태

지역에서 동맹체제를 강화한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략적 동반

자관계를 선포함.

ㅇ 향후 2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ㆍ러 선린우호협력조약｣
(2001. 7. 16)을 체결하고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정치적 유대를 

증진시켜온 양국은 최근 경제ㆍ군사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

화하고 있음.

ㅇ 중ㆍ러는 양국군 약 1만 명이 참여하는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인 ‘평화

의 사명 2005’를 블라디보스톡과 산둥반도 및 황해에서 실시(2005. 

8. 18~25)하였음.

ㅇ 이와 같이 양국 관계가 긴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베

이징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2006. 3. 21~22)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중ㆍ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1,000여 명의 최대 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하여 양국의 우의를 과시함.

- 공식수행원은 90명이나 에너지 분야 기업인과 관련 공무원, ‘러

시아의 해’ 행사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비공식 수행원들

이 포함됨.

- 푸틴 대통령은 당초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2006. 



- 2 -

6)에 맞춰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일정을 앞당김.

ㅇ 본 보고서는 금번 중ㆍ러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

하고 평가하는 한편, 이 회담 결과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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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상회담 개최배경

ㅇ 금번 베이징 중ㆍ러 정상회담은 양자관계와 동북아 및 국제적 차원에

서 양국의 다양한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개최된 것임. 

1. 양자관계 차원

ㅇ 중ㆍ러 협력관계는 최근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양국은 서로 상대방 

국가를 기리는 ‘국가년(國家年)’을 제정하였음.

- 2006년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2007년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를 각각 기념하도록 함.

- 중국이 제작해 발표(3. 17)한 ‘러시아의 해’ 휘장은 ‘손잡고 함

께 나아가자(携手共進)’라는 구호 아래 러시아와 중국을 상징하

는 갈색 곰과 판다가 악수하는 그림을 담고 있음.

- 중국은 금년 ‘러시아의 해’를 맞아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

에서 207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했음. 

ㅇ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94년 54억 달러였던 중ㆍ러 양국 교역량은 2004년 212억 

달러, 2005년 290억 달러로 급증함. 

-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를 첨단기술에 

기초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 교역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ㅇ 세계 4위의 경제력 보유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경제 붐’의 지속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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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하였음.   

-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원유, 전력 등 에너지 확보 

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고자 함.

- 중국은 자국 에너지 수요의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제5위 원유공

급국인 러시아로부터 철로(Trans-Siberian Mainline Railway)를 

이용해 2006년 1,5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중국은 러시아가 연 3,000만 톤 공급의 원유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주길 희망함.

ㅇ 한편,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다원화 정책 일환으로 중국 시장을 확

보하려 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제2의 원유 수출국

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최근 서방8개국 정

상회담(G8)의 주제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수출 루트의 다양화

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ㅇ 중국은 군사현대화 추진을 위해 러시아의 군사무기 및 장비 도입문제

를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었음.  

-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군사무

기 및 장비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2003년 44억 달러, 

2004년 47억 달러, 2005년 61억 달러). 

ㅇ 중ㆍ러 양국은 각기 자국 내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양안 통일 추진 기구인 국가통일위원회 

활동을 중지(2. 27)시켜 대만 독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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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혹을 야기함.

2. 국제적 및 동북아 차원

ㅇ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간 결속을 굳건히 함으로써 미

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음.

-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3. 20)에서 

“문명 충돌의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는 테러리스

트 등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이데올로

기적이고 공식화된 방법으로 국제관계를 다루려 하기 때문”이라

고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음. 

ㅇ 특히 미국을 배후로 한 구소련공화국들에서의 시민혁명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우려를 야기하여 중ㆍ러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

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재차 주장할 필요성을 느꼈음.

- 그루지아에서 장미혁명(2003. 11),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혁명

(2004. 12), 키르기즈스탄에서 레몬혁명(2005. 3) 등이 발생함.

ㅇ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문제와 같이 이란 핵문제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두 가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양국의 입장은 같음.

- 미국 및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안보

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러시아는 이란이 러시아 내에서 국제적 감시 하에 핵연료농축

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지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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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미ㆍ일 동맹의 강화 및 해외주

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 중ㆍ러 양국은 블라디보스톡, 산둥반도, 황해에서 양국군 약 1

만 명이 참여하는 첫 합동군사훈련인 ‘평화의 사명 2005’를 실

시(2005. 8. 18~25)한 바 있음.

ㅇ 또한 부시 미 행정부의 민주주의, 인권, 시장개방 등을 명분으로 한 

중ㆍ러 내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 불만을 표시하고자 함. 

-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3. 16)는 러시아의 ｢
NGO 통제법｣ 발효와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예로 들면

서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신념 약화와 국내외 민주발전의 

방해라고  비판함.

- 또한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과 시장개방 없는 교역확대 등

을 지적하면서 지역과 국제 정세 악화 행태라는 우려를 표시함.

ㅇ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는 중ㆍ러 양국은 

북ㆍ미 양측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였음.

- 중ㆍ러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중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

력하고 있음.

- 또한 북ㆍ미에 대해 대국적인 견지에서 금융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5차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할 것

을 촉구(3. 1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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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진타오 주석은 미ㆍ중 정상회담(4. 20)을 앞두고 러시아와의 정치

ㆍ군사적 연대를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핵문제, 동북

아 역내 정치ㆍ안보문제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

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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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관련 행사

ㅇ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비공개로 개최(3. 21)된 중ㆍ러 정상회담에

는 양측에서 다음과 같은 고위인사들이 참석했음.

- 러시아 측에서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Medvedev) 제1부총리, 

라브로프(Lavrov) 외무장관, 프리호드코(Prikhodko) 대통령 보

좌관, 흐리스텐코(Khristenko) 산업에너지부 장관, 드미트리에

프(Dmitriev) 연방군사기술협력부 부장이 참석함.

- 중국측에서는 후진타오 주석 외에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 탕자

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리자오싱(李肇星) 외교부장이 참석함.

1. 공동성명 채택 

ㅇ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13쪽에 달하는 ｢중ㆍ

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공동 성명은 금번 회담을 통해 체결된 29개 문서 중 가장 중요

한 정치 문서임. 

ㅇ ｢중ㆍ러 공동성명｣과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분석할 때 정

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자 간 현안들이 논의 및 합의된 것으로 

분석됨.

- 국가주권, 통일, 영토보전을 보호하기 위한 타방의 정책과 행동

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러시아는 대만과 티벳을 중국

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함.

- 푸틴 대통령은 교역구조에서 천연자원 수출의 편중문제를 지적

하고 핵에너지ㆍ환경보호ㆍ의약ㆍ우주연구ㆍ민간항공산업ㆍ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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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등에서 협력을 희망한 한편, 후진타오 주석은 해외시

장에서 대규모 상품 구매계획을 밝힘.

- 푸틴 대통령은 향후 5년 내 중국에 연간 800억㎥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한 2개의 가스관을 건설, 2011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힘.

- 동시베리아 - 태평양 노선 원유 파이프라인에 중국 지선(支線)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설치하기로 함.  

- 양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푸위안(撫遠) 삼각주를 홍콩식 경제특

구로 공동 개발하는 문제를 협의함.

ㅇ 또한 다음과 같은 동북아 및 국제적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된 것으

로 분석됨.

- 양국은 NPT를 토대로 국제 핵무기확산방지 체제를 더욱 강화

하고, ‘우주 무기화 및 우주 군비경쟁 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공

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함.

- 중ㆍ러ㆍ인도 간 경제발전을 실행하고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

처하기 위해 3국 협력기제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함.

- 이란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며, 유엔안보

리 개혁은 회원국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양국이 유엔과 SCO 

등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ㅇ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임을 재확인하고 북ㆍ미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음.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금융제재 문제로 장애를 만들고 있는 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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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힘. 

- 또한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해서는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융통성

을 보이면서 건설적인 태도로 6자회담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줄 것”을 호소함.

ㅇ ｢중ㆍ러 공동성명｣채택과 함께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14개 협정에 서명하였음.

- 1. 위급상황의 방지와 해소에서 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

- 2. 정부 수뇌간 정례회의를 위한 기제의 조성과 조직기초에 관한 

양국 정부간 1997년 6월 27일 협정에 대한 의정서

- 3. 2006년 양국 외무부간 협의 프로그램

- 4. 러시아연방 특별경제지역운영부와 중국 상업부 간의 협력각서

- 5. 재정부장관 간 대화기제 창설에 관한 양국 재정부간 양해각서

- 6. 러시아철도주식회사와 중국철도부 간 수출입상품 운송에서 대

규모 컨테이너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

- 7. 투자개발협력협정

- 8. 러시아연방금융감독원과 중국인민은행 간 돈세탁과 테러 재정

지원 방지를 위한 협력과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

- 9.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 원유회사와 중국 국영석유공사 

간 원유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양국에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

본원칙에 관한 협정

- 10. 러시아 트란스네프트(Transneft) 주식회사와 중국 국영석유

공사 간 의정서

- 11. 러시아 통일에너지시스템과 중국 국영그릿회사 간 러시아로

부터 중국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프로젝트의 가능성 연구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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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정

- 12.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주식회사와 중국 국영석유회사 

간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각서

- 13. 러시아 국영회사 코스미체스카야 스브야즈(Kosmicheskaya Svyaz)

와 중국 넷콤회사 간 2008년 올림픽게임의 국제위성방송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

- 14. 발틱 진주 프로젝트(Baltic Pearl Project)에 관한 상트 페

터스부르크 정부, 중국 수출입은행, 상하이 합병해외투자회사 간 

전략협력 협정1)

2. ‘러시아의 해’ 개막행사 

ㅇ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된 ‘러시아의 해’ 개막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러시아 공연단의 연기를 

관람하며 양국 간 우의를 과시하였음.

- ‘러시아의 해’ 관련 행사들은 동반자관계와 경제협력의 확대, 문

화관계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등을 목표로 1년 동안 

거행되는 축제임.   

- 이 행사에는 260개 이상의 양국 기업과 문화 행사가 포함되어 

있고, 주요 행사는 중국에서 러시아 민속전시회ㆍ투자 주간ㆍ러

시아 문화 페스티벌ㆍ러시아 영화주간 등임.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s two-day official visit to China has begun, Beijing, March 21, 

2006," http://www.In.mid.ru,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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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ㆍ러 경제포럼’ 개최 

ㅇ 정상회담 이틀째는 중국 상무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무역부가 공동주관

하는 ‘중ㆍ러 경제포럼’이 국가영빈관인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

최(3. 22)되었음.

- 양국 정상과 정부 고위인사 및 경제계ㆍ산업계ㆍ학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하여 경제협력의 문제점, 과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함.

ㅇ 푸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교역에서 달성된 업적에도 불구

하고 원자재 수출에 편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대중 교역구조가 불안정

한 국제가격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역구조의 개선 및 기술과 

제조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2) 

- 후진타오 주석은 원유ㆍ가스ㆍ목재 분야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 원자재 중심 무역으로부터 합작가공 사업으로의 전환, 신

기술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촉진, 위조품에 대한 공동대응,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보호 등을 요청함.3) 

ㅇ ‘세계화 속의 중ㆍ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경제포럼의 실질적 논의

가 이루어졌음. 

- 중ㆍ러 경제학자들은 합작과 교류를 통해 세계화 물결의 위기를 

축소하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함. 

- 금융계와 산업계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양국이 협력해온 사업들

2)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ended his official visit to China,” 

http://www. president.kremlin.ru (2006. 3. 22).

3) “China calls for joint oil/gas/timber processing with Russia,” 

http://www.itar-tass.com (200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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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고 향후의 협력확대 범위와 분야를 논의함.

- 또한 주제를 에너지 공급과 공동개발, 금융협력, 정보기술(IT), 

기계와 전력설비 등 네 분야로 세분해 토론하고, “양국이 정치

ㆍ경제적 연대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은 

물론 세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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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상회담 평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1.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

ㅇ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ㆍ러 양국은 1996년부터 유지해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수교 57년 만에 최고의 밀월시대를 맞게 되

었음. 

- 핵무기 확산과 우주 군비경쟁 방지, 경제와 안보 면에서 중ㆍ러

ㆍ인도 간 협력기제 마련,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회원국 다수 합의에 의한 유엔안보리 개혁, 유엔 및 SCO와의 

긴밀 협력, 미국적 가치 확산에 대한 견제, 국제안보질서의 다극

화 모색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경제면에서는 교역과 투자, 에너지, 철도, 금융, 전력, 방송, 접

경지역 경제특구 개발 등에서 협력ㆍ확대가 합의됨.

ㅇ 정상회담 결과 중국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2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약속, 기초과학 분야 협력 등을 

확보함.

- 반면, 러시아는 중국 측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중심의 교역구조 

시정 약속을 받아내고 군사무기와 천연가스ㆍ원유 등 에너지 수

출확대의 계기를 마련함.

ㅇ 중ㆍ러는 정상회담에서 ‘우주 무기화 및 우주 군비경쟁 방지협정’ 체

결을 위한 공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 미ㆍ일ㆍ중ㆍ

러의 미사일 개발경쟁은 동북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러시아 북해함대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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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ava)’를 극동 캄차트카를 훈련목표로 발사(2005. 12. 21)

하여 성공함.

- 미ㆍ일 양국의 MD체제 개발이 6년간의 연구단계를 마치고 본

격적인 개발단계로 진입하여, 양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함정

발사미사일 요격용 미사일(SM3)’의 시험발사(3. 8)가 하와이 

인근의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 중국은 최근 서북지방 한 사막에서 자체 개발한 패트리엇 미사

일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관보인 ｢해방군보｣가 

보도(3. 26)함.

ㅇ 주한 미군이 중국과 대만 간 양안문제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시 행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안보전략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닝푸쿠이(寧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국

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ㆍ미간 쌍무적 

틀 안에서 행동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4)

고 밝힘(3. 22).

2. 중국의 성공적 에너지 외교와 국제적 에너지 경쟁 심화

ㅇ 후진타오 주석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향후 5년 내 중국에 연간 800

억㎥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한 2개의 가스관(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서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건설, 2011년부터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4)「중앙일보」(200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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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내 에너지 확보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 먼저 건설될 서시베리아 파이프라인(Altai 라인)은 중국 서북지

방 신장(新疆) 위그루 자치구를 거쳐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

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수송) 라인과 연결될 예정이어서 중국 동

부의 천연가스 부족현상을 완화할 전망임.  

- 그러나 일부에서는 막대한 건설비용(약 100억 달러) 때문에 러

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ㅇ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희망하는 시베리아 원유 수송을 

위한 별도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음.

-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 중ㆍ일은 

이 노선을 자국과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왔음.  

- 러시아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인 2월 말 이르쿠츠크 지역 타이쉐

트(Taishet) → 아무르 지역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 태평

양 페레보즈나야(Perevoznaya) 만까지 총 4,100km의 동시베리

아-태평양 원유 파이프라인(일본 라인)을 최종 승인했음.

- 중국은 이르쿠츠크 앙가르스크(Angarsk) → 다칭(大慶) 노선을 

주장해 왔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은 중국에 대한 원유 파이프라인 건

설은 타당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나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을 취함.

 

ㅇ 중ㆍ러 양국이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를 통한 에너지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특히 가스 수요의 70%를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공급될 천연가스가 유럽의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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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서시베리아에서 채굴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천연가스 

부족사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ㆍ러의 분위기 조성 

ㅇ 6자회담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간주

하고 있는 중ㆍ러는 금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ㆍ미 양측에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융통성을 촉구 하는 등 제5차 2단계회담 재개

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ㅇ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미국의 전방위 압박정책으로 가까운 시

일 내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은 어려울 전망임.  

-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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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두 개 문제를 별개의 사안을 간주하면서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마약, 인권 문제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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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적 고려사항

ㅇ ‘미ㆍ일 대 중ㆍ러’의 대립구도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균형적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함. 

ㅇ 북ㆍ미간 뉴욕 접촉(3. 7)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현 단계에서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

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ㆍ러를 활용해 6자회담 틀 

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함.

- 미국 정부도 어떤 문제든 6자회담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의 위폐 및 금융제재 문제를 북ㆍ미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음.

ㅇ 구체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원유ㆍ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 우리 정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및 북한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지선(支線)을 확보하도록 함.

- 원유 파이프라인의 경우, 러시아는 제1단계로 이르쿠츠크 지역 

타이쉐트로부터 아무르 중ㆍ러 접경지역 스코보로디노까지 

2,400km를 2008년까지 먼저 건설하고, 스코보로디노로부터 태

평양 연안 페레보즈나야 만까지의 1,700km 제2단계 공사는 추

후에 한다는 입장임.  

- 스코보로디노로부터 다칭까지 중국 지선 건설은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입장이나, 지

선 건설시 중국은 극동 송유량 8,000만 톤 중 최대 3,000만 

톤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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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기문 외통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중ㆍ러 정부의 지지

를 확보함.

- 러시아는 대륙별 순번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아시아에서 선출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중ㆍ러 정부의 지지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최적임자가 사무총

장에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을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ㆍ러가 설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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