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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당사국총회의장(2018~2019), 국

제형사재판소(ICC) 보편성 분과장 등 여러 국제기구 주요 직책을 

담당하였다. 주요 공저로는 �EU정책브리핑� (2007),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 (2008) 등이 있다. (E-mail: coolyoung21@gmail.com)

 필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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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당면할 외교적 과제

이 준 규

한국외교협회장

 

2022년 새해를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의 와중에서 맞이하고 있다. 언제

나 그렇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후보들의 도덕성, 자격 논란과 부

동산, 기본 소득 등 민생 관련 문제들에 밀려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공

약은 주목 받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검증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5월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과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제들은 확고한 방향성과 정책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

과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신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 정부가 어떠한 외교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 기간 중 표를 의식하여 깊은 

생각 없이 내뱉은 외교 관련 발언이 집권 후에 족쇄가 되어 깊은 시름을 

안겨줄 수도 있다. 

 권두언



12  외교, 제140호 (2022.1)

외교가 나라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국토의 면적은 작아도 인구나 경제력에 있어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필연

적으로 우리에게 국제적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게 하고 현명한 외교를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을 종종 구한말과 

비교하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때의 대한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있었다 할지라도 초라한 나라의 형편에서는 무엇을 어찌해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강대국들 파워게임의 종속변수밖에 될 

수 없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

나 지금은 우리가 국제적 역학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

워도 일방적으로 영향 받고 끌려 다니는 종속변수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우리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

한 판단과 현명한 정책의 선택, 이를 밀고 나아갈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외교가 나라에 힘을 보태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정책에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외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본적인 외교정책도 이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어서는 곤란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 

목표와 상충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동맹이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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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계 등도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정책방향이 이 궁극

적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은 이 목표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할 때 너무 단기적 관점이나 시야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에 득(得)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해(害)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

이다. 또한 우리가 종종 목도하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외교정책 판

단은 이 궁극적 목표와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제에 의해서 들어서는 정권들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전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야가 뒤바

뀌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된다. 특히 

대북한 정책, 한･미동맹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보수 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색깔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새 대

통령이나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급격

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또한 국제사회가 기대

하는 바다.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정책의 방향

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국제사회는 특히 예측가능

성이 없을 경우에 가장 불안한 시선으로 새 정권을 바라보게 된다. 여기

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전 정권의 정책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

라도 다른 나라와 맺은 합의나 약속을 뒤집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

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한･일 위안

부 합의’를 신중히 다루지 못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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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 헤쳐 나아가야 할 가장 큰 파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경쟁은 이제 세계정세의 가장 큰 밑그림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두 나라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

으면서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왔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

만, 두 나라의 대립 전선이 지역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빈도는 잦아지고, 어려움은 가중돼 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대만(臺灣)문제, 홍콩문제, 신장(新疆) 위구르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쿼드(Quad), 화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 권유를 받을 가능성도 있

다. 역대 우리 정부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적당한 전략

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최대한 지연시

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것이 그다지 현명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새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최소화하면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 북핵문제,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권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반도 내에 큰 분란이 없이 평화가 유지돼 왔다고 강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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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이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 

주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현재의 꽁꽁 얼어 있는 남･북한, 미･북 관계

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다. 차기 정권이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이어 받아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 난망이다. 다만 

김정은의 북한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확고한 대북한 정책을 마련해 놓

을 필요가 있다. 이미 단시간 내의 해결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바탕 위에 여하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관

리해 나아갈 것인가의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주변의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면에서 특수한 관계

로 취급하는 관행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개선, 취임 초기에 돌파구 만들어야

한･일관계가 현재와 같이 최악의 상태가 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일관계는 양자 간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의 3각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제문제에서 일본의 협조를 얻는다면 이는 우리에게 큰 외교적 자산이 

된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 개선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여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양국 국민들에게 좋고 기쁜 일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정부는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취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의 새 대통

령 정부에 관계개선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

의 돌파구는 양국 간에 바닥 나 있는 신뢰를 회복해야 마련될 것이므로 

새 대통령은 일본 측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호의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관계개선의 의지와 진정성을 전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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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방문하여 관계개선의 멋진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할 외교 다변화 

우리 외교는 끊임없이 4강외교에 매몰되어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실은 미, 일, 중과 북한에 치중되어 러시아에게 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해 왔던 게 현실이다. 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외교 다변화의 구호를 요

란하게 외치지만 대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는 것이 통례였다. 우리는 전

통적인 외교 대상국에서 나아가서 러시아, 인도, 아세안(ASEAN),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외교적 영역을 확대하여 외교자산을 늘려갈 필

요가 있다. 우리 외교가 고쳐야 할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은, 대통령의 방문

대상국에 따라 관심이 그때그때 옮겨 다니고, 방문이 종료되고 나면 관심

이 급속도로 식어 대통령 방문 중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지

기 어려운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꾸준하고 성실하

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외교의 다변화를 위

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의 다른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도전: 제4차 산업혁명, 신국제안보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외교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들

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미･중 간 경쟁 격화의 배경에 첨단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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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첨단기술, 데

이터, 사이버 세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

는 안보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화와 상업화 경쟁, 자율무

기 체계 경쟁과 수출통제 문제 등도 새로운 외교의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어 있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외교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외교를 잘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

해서 막대한 국방비를 투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외교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성비가 큰 투자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외교를 대통령 관심사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외교에 대한 인적, 물적 투

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최적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의 추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외교인력의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외교의 중요성

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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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대북정책 검토 이후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대

북정책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면서 실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바이든의 대북정

책에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

황이 지속되면 바이든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반면, 중국은 미･중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국을 

견제해 왔다.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을 자국

에 더욱 의존시키며 경제적,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

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2022년에도 북한 내부 상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코로나

19(COVID-19)이다.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역시 위기감을 느끼며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중심적 통제전략을 강화하여 주민동원 

방역전략에 집중해 왔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대결구도를 공식화해 왔다. 북한은 군사적 억제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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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변화 없이는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2022년의 남･북한 관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어젠다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지

원을 통해 남북협력의 계기가 마련되면 이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향후 북･미 간 협의가 재개된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

체제 논의를 어떻게 동시에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Ⅰ.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21년의 글로벌 질서 변화는 한반도에 커다란 도전이었다. 2018∼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끌

었다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은 한반도가 글로벌 질서 변화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된 한 해였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 사태와 호주 및 영국과의 오

커스(AUKUS) 결성 등 한반도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한반도 문제를 압도했던 것이다. 이 사건들은 미국이 국

익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바이

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감행한 것은 미국의 글로벌 역량 감소와 무관

치 않다.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사실 소련의 붕괴

와 냉전의 종식이후 세계 유일 패권을 구가하던 미국의 국력에 기인한바 

컸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아프간에 미국이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프간 철군이 손실을 회피하려

는 노력이었다면, 오커스 결성은 이익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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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는 미국의 관심이 인도-태평양지역과 중국의 영향력 견제에 있다

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프간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 방식이 미국의 우방국 경시 

및 주둔미군 철군 사례로 기록되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미

국의 대외전략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바이든이 직접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

프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이 격

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쇄

적인 동맹 방기와 주둔미군 철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오커스 

결성이 미국의 방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

양지역의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미･중의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동

의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및 북･미 

간 합의를 기반으로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대화와 대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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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협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

토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일괄타결식 정상외교

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방식도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지만 김정

은과 대타협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 및 오바마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면서 

실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

고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매

력적으로 느낄만한 그 무엇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2021년까지 바이든 행

정부가 보여준 대북정책의 내용은 그런 유인책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속

되고 있는 교착상태가 올해에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바이

든 대북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인권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경우 북･

미 사이에는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며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심화되면 바이든의 대북정책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 그 자체

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미 간 실무급에서 논의하며 조율하

는 바텀업(bottom-up) 협상은 여전히 시도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능력 

동결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 내부에서는 중간단계의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합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점이 주목

된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잠정협정의 틀 내에서 시퀀스를 조율하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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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한국과의 협력 

하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가용한 모

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의 위협

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천명하였다. 또한,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

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

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국 전쟁 직후 핵

억제 없는 재래식 억제에서 시작하여 핵우산으로 변화한 확장억제는 최근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명시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은 위기를 고조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는 북한이 위기를 더 고조시키지 않으면 현 상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것이

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

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젠다이다. 중국은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도와주

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북핵 문제

는 미･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위기를 야기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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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개발을 저지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

여주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고 손

해는 최소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전임 후진타오

(胡錦濤) 시대와는 달리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특히 

미국에 ‘신형대국관계’ 제안을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

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전략 공간을 넓히려 해왔다. 시진핑의 대외

정책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이슈와 함께 대미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반도에서 미국

을 견제해 왔다.

가령,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상황

에서 중국은 북･중관계 개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6월 시

진핑의 평양 방문 이후 북･중관계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견고한 친선

관계를 과시해 왔다. 중국의 대북정책 강화는 북한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홍콩 국가보

안법과 관련한 국제적 논란에서 중국의 정책을 신속하게 지지표명함으로

써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변호하기도 했다. 중국의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의 중국 지원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대북 외교는 중국에게 생산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이 냉전 종식이후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북･중관계의 구조

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 역시 경제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과는 별도로 국제사회 강대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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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의 불량정권 행동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에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북･중관계가 일정한 부담으로 남아 있는 점도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을 

더 이상 냉전기의 혈맹으로만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중국 역시 잘 알고 있

다. 흔히 북한에게 중국은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면서 동시에 전

략적 부담(strategic burden)이라고 일컬어진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을 자국에 더욱 의존시키며 경제적, 전략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중

갈등의 과정 속에서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가속화되면 중국은 한반도에

서 북한을 활용하여 대미 견제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전략적으

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자기편에 묶어두면서

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북한의 대내외 동향 및 정책

1. 영변 핵시설 재가동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8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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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이후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이전에는 없었으나, 7월 초 이후 

원자로 가동의 일환인 냉각수 배출 징후가 나타났음을 공개했다. 또한, 방

사화학실험실에 연계된 발전소가 2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5개월 동안 

가동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5메가와트 방사선 연료 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동기간으로 보기는 어

렵다. 더구나, 평산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도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

데, 이러한 활동은 김정은이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

화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에서 

김정은은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하여 핵무기의 소

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과거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 핵능력과 기술을 폭발

적으로 발전시켰음을 감안할 때, 이번 영변 핵시설 재가동 역시 향후 북

핵 문제에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향후 북･미회담에도 매

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코로나19와 북한의 국내 상황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청정국이다. 북한에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표된 적이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북

한 내에 별다른 이상동향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보건 인프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면 북한 스스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

는 위기 상황이 되었을 것이므로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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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북한의 국내 불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북한 역시 위기감을 느끼

며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 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

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당중앙

위 간부들과 일군들의 해당행위,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만연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중앙위 고위 간부들을 해임하기도 했다. 감염병 

대응과 부정부패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감염

병 확산 위기 속에서 부패가 횡행할 경우 북한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중심적 통제전략을 강화하여 주민동원 방역전략에 집

중해 왔다. 또한 감염병 위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내정치적 거버넌스 시스템 관리에 큰 

신경을 써 왔다.

북한 내에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코로나19는 북한의 경제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중단된 

북･중무역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북한 대외교역의 95%이상을 차지하던 북･중교역은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국경 개방이 연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북한 경제는 연이은 자

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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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대미 정책

대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1월 초 개최된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대결구도를 

공식화했다. 2019년 12월의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을 지

속하면서 북한의 대미정책은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군사적 억제와 외교

적 공세로 지속되었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공격적 도발을 하지는 않더라

도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극복하

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북

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미관계의 근본적 구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

어서 변화가 없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월 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비핵

화 협상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지 않고 핵능력 강화만 강

조되어 있었다. 이는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 없이는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을 바라보는 현재 북한의 부정적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어 단

기간 내에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향후에도 북한의 대

외정책 기조는 군사적 억제와 공세적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이 국방과 외

교의 결합 형태로 나타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적 대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군사적으로 공세적인 도발의 

모습보다는 당분간 장기전을 위한 숨고르기에 집중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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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한 관계 전망

1.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 가능성

올해의 남･북한 관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 진전에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

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그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협력

을 통한 남북협력의 계기 형성이다. 북한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

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접촉면을 넓혀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북 경제제재의 상충 문제를 우회하거나 해소하는 문

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을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통제위주

의 방역에만 의존할 수 없고 백신 도입이 절실하므로 대북 백신 지원이라

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한 남북미 협력의 계기 형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코백스(COVAX) 프로그램에 의한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을 거절

한 바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국내 방역에 성공하고 있어서 더 긴급

한 다른 나라에 양보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추후 백신지

원을 통해 대북 협상의 새로운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남북협력의 계기가 마련되

면 이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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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선언과 남･북한 관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

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사이에는 종전선언의 문안 조정까

지 이루어지면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

쟁 종전선언에서 북한의 참여와 북･미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

한 간에는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

루어진 바 있다. 미･중과 한･중 사이에는 이미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

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선언 

당사자 중 북한과 미국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종전선언이 복잡한 법적인 

성격을 포함한 것이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든, 여전히 북･미관계

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의 

성격상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참여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되고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북･미 간 협의가 재개된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어떻게 동시에 활성화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대북적대시 정책 철폐, 체제보

장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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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압

박하고 설득하며 문제를 다루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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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한국의 선택

주 재 우 

경희대 교수

국문초록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전략적 선택 시간도 빠르

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패권의 관점에서 미･중 양국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질서를 독점하려는 구상 중에 있다. 이에 우리도 조기 참여를 통해 ‘질서의 수

용자(rule-taker)’가 아닌 ‘질서의 제정자(rule-maker)’로서의 지분을 확보하

고, 우리의 미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익 결정을 하는데 미･

중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정상황과 주변정세의 발전추이를 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영토주권과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수호하는 전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의 생활공간이 안전하지 못하면 발전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견지하는 가치와 체제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 자

유 국제질서와 이의 핵심 가치를 우리 또한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독자적 방어능력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

분간 동맹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미국, 중국, 중국 공산당, 전략경쟁, 전략적 선택

 특집: 새해와 한국의 외교환경 변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한국의 선택  35

Ⅰ. 서언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평이 범람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

적 사고에 근간한 선택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그런데 현실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전략사고는 미･중 사이에서 양

분화되었다. 우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중의 반응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는 미･중 전략경쟁의 시원(始原)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

지 않는다. 미･중이 왜, 무엇을 위해 전략적 경쟁을 개진했는지에 대한 역

사적 답습의 필요성마저 무시했다. 그러나 이제, 미･중 전략경쟁의 연유

에 대한 이해없이 의사결정자들이 내린 결과를 국민이 변함없이 수긍하리

라고 바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단순히 미국이 중국의 부

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두 스트롱

맨(strong man)의 출현으로 미･중 양국이 양보 없는 경쟁과 대결을 벌인 

결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두 스트롱맨의 출현은 아이러니한 

역사적 결과였지, 준비된 각본은 아니었다. 대신 시대적 상황과 강한 지도

자의 출현 시기가 일치하면서 발동된 우연의 산물이었다.

미･중 전략경쟁은 하루아침에 태동한 것이 아니다. 2000년대의 약 10

년 동안 미･중 양국의 대내외정세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대외전략

에도 상응하는 변화와 조정이 지속되었다. 미･중 양국 간에 전략적 수 싸

움이 계속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이미 향하기 시작했

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2001)과 이라크전(2003) 등 두 개의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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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된 것이 화근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 미국의 권력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견제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 방향이 미국의 기대와 신념에 역행한 데 있다. 미

국은 중국의 경제 개혁과 발전이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견인할 것으로 확

신했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 주석 부임 이후의 중국은 더 권위적인 전

체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

러내기 시작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

께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의 정렬을 재정

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회유 대신 압박 전략을 선택했다. 그의 선

택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게 아

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내에 초당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미･중 전

략경쟁의 시원이 중국의 변화를 기대한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에 봉착한 

데 있었던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미･중 전략경쟁의 연유를 2000년대부터 고찰하

면서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도 더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Ⅱ. 미･중 전략경쟁 관계의 태동

미･중 전략경쟁의 시원은 2001년의 9･11테러 사태라는 시대적 사건에

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결

과를 가져다줬기 때문이다. 그 후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며 지역차원에서도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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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2004년에 발표한 ‘해외주둔군 재배치 

보고서(Global Posture Review)’에서 볼 수 있었다.1)

동아시아에게 이라크전쟁 기간(2003∼2010)은 미국의 권력 공백기였

다. 2010년에서야 미국이 발표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

은 이의 방증이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역내 권

력구조의 변화 조짐을 뒤늦게 깨달은 대응책이었다.

동 기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견제 없이 부상할 수 있었다. 때맞춰 중국 

공산당은 2002년 16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21세기

를 중국의 국력과 위상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명명

했다. 당시로서 전략적 기회의 방점은 경제발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 사업에도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의 시너지 효과로 중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02

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7년에는 14.2%로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04년 세계최대수출국이 되었고, 2009년 세계 3위

의 경제대국 독일을 제쳤고,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2대 경제대

국의 반열에 올랐다. 

축적된 경제력으로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대적 개념을 외교와 국방 

영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리고 2010년 아세안외교장관회의에서 그 시

작을 공개했다. 양제츠(杨洁篪) 당시 중국외교부장은 회의석상에서 “중

국은 대국이고 나머지는 소국이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중

국의 ‘전랑외교(戰狼外交)’의 출발을 알렸다. 2년 뒤인 2012년 11월 중

1) The Global Posture Review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tationed Overseas,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Eighth Congress, Second Session, September 23, 200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and Department of Defence, Strenthening U.S. 

Global Defense Posture, Report to Congress, September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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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이 ‘중국의 꿈(中國夢)’, ‘인류운명공

동체’,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강군’ 개념을 연신 소개했다. 그리고 이듬

해인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그는 ‘일대일로’사

업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 시진핑은 부주석의 자격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태평양이 

미･중 양국을 모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면서 태평양을 공유하고 싶

은 중국의 욕망을 내비쳤다. 이런 중국의 욕망은 오래됐다. 이미 1903년

에 중국의 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는 태평양을 미･중이 나눠가질 수 있

을 정도로 광활하다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초석작업으로 중국은 2015년에 남중국해 도서의 요새화의 완공을 

선포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약속을 깬 처사였다. 시 

주석은 이런 선언 전에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요새화 중단 요청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귀국 후 상반된 

결과를 시 주석이 발표하면서 미국은 낙담을 금할 수 없었다.

강대국을 향한 중국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2015년에 중국은 세계 제

조업 석권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다. 2020년에는 ‘중

국표준 2035’를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중국이 세계 기술 기준과 표준

을 설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이 두 목

표를 달성한다는 가정 아래 ‘쌍순환’전략을 미래 중국 경제의 발전전략으

로 소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성장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중

국의 경제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데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의 관점

에서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과학기술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4차 

산업을 중국이 주도하면서 해외의존도를 감축하는 전략적 함의를 내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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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2017년부터 법적, 제도적 정지작업을 개진했다. 

일련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중국의 정보가 외국기업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고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이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2017년의 ‘국가

정보법’과 2021년의 ‘데이터보안법’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중국표준 2035’의 목적은 중국기술시장에 외국기술기업을 

겨냥한 진입장벽을 세우는 데 있다. 중국의 표준 기술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 과학기술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저지하는 제도적 기반의 설립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5년 이후부터 외국기술은 중국의 기준에 부

합한다는 의무를 준수해야 중국시장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2017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통한 중

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려는 결의를 밝혔다.2) 이는 2035년까지 사회주

의 현대화를 이룩한 후,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건국이념과 목표는 아편

전쟁(1840) 이후 중화민족이 100년 동안 겪은 수모와 치욕에서 회복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공산당이 세운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완성하고 이의 우월성을 

세계에 입증했을 때 비로소 건국이념과 목표가 이뤄졌다고 확신한다. 이

런 이유에서 시진핑 정권은 민주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체제경쟁의 관

계로 인식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관계가 가치와 이념의 경

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거침없는 부상 야욕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이에 제동을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한 이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비

즈니스맨 출신답게 그는 1983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만성 무역적자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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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京: 人民出

版社, 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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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명분을 찾았다. 그는 문제의 핵심 원인이 오래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무역 행위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단기간 

내에 기술 강국이 되려는 야심은 오래된 기술 편취와 탈취 등과 같은 불

법적인 행위로만 가능하다고 단정했다.3)

그의 확신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2020년 초에 일어났다. 중국이 

코로나 백신 기술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탈취한 사건이었다.4) 더 나아

가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탈동조화 등의 전략을 적극 개진하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상기한 바를 종합하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전략

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행위교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

적이고 불공평한 거래 행위와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행위를 주도하는 

주체로 중국 공산당을 정의했다. 따라서 견제전략의 대상 역시 중국 공산

당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3) Robert O’Bri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deology and Global Ambit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June 26, 2020, 

https://www.justice.gov/opa/speech/attorney-general-william-p-barr-delivers-remarks-china

-policy-gerald-r-ford-presidential,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Christopher Wray, “The 

Threat 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e Hudson Institute, July 7, 

2020, 

https://www.hudson.org/research/16201-transcript-the-threat-posed-by-the-chinese-govern

ment-and-the-chinese-communist-party-to-the-economic-and-national-security-of-the-united

-states, (검색일: 2020년 7월 8일); William P. Barr, “Transcript of Attorney General 

Barr’s Remarks on China Policy,” The Department of Justice, July 17, 2020, 

https://www.justice.gov/opa/speech/transcript-attorney-general-barr-s-remarks-china-policy

-gerald-r-ford-presidential-museum, (검색일: 2020년 7월 20일); Michael R. Pompeo,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The State Department, July 23, 2020, 

https://2017-2021.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2/index.html, (검

색일: 2020년 7월 25일) 등 참조.

4) 이 사건으로 미국은 2020년 7월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영사관을 폐쇄했다. 중국도 청두 

주재 미 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오늘날까지 두 영사관은 폐쇄상태로 남

아 있다. Bob Woodward, Rage (N.Y.: Simon & Schust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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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체제경쟁 선언,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소환은 미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13년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고,5) 2017년에는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

겠다는 결의를 발표했다.6)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중관계를 체제경쟁으

로 전환하려는 처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7)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

중국 견제전략의 핵심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을 규정하게 된다. 이에 중국

은 미국의 거센 개입과 간여를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

관계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나아갈 길, 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19차 당대회에서 밝혔다.

Ⅲ. 미･중의 전략경쟁 인식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의 최종 목표를 중국 공산당의 변혁으

로 설정했다. 중국 공산당의 교체가 희망사항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에게 최선의 선택

은 최소한 인권과 대외적 행동 영역에서 공산당을 교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면서도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의 본질적인 변화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5)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中国共产党新闻�, 2019年 3月 31日. 

이는 2013년 1월 5일 신진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이 18대 정신을 토론하기 위해 

참여한 학습회의 석상에서 시진핑이 연설한 것 중 일부이다. (这是习近平总书记2013年

1月5日在新进中央委员会的委员、候补委员学习贯彻党的十八大精神研讨班上讲话的一

部分.)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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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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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서부터 무역, 기술, 군사 영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강경해질 수밖

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에 달했던 냉전시기의 42%에서 24%로 하락하면서 동맹과 우방에게 

협력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자유무역체제, 국제통화, 국제안보 

유지 능력 등)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결국 미국은 대등한 조건에서 동맹

과 우방의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 ‘가치동맹’, ‘클

린네트워크’,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기술동맹’, ‘반도체 동맹’ 

등의 전략은 ‘뜻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 states)’와 협력을 전제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 명칭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다양한 명분에서 중

국 압박의 당위적 필요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동맹과 우방을 

설득하려 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전략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한다. 중국이 이를 두고 이른바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 등으

로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자연히 방어능력과 타

파능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8)

이런 목적의식은 중국의 해상방어 작전전략의 수정 및 확대, 그리고 새

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가령,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와 이른바 

‘대양해군’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as denial, 반

접근-지역거부)’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

도련선(島鏈線)을 중심으로 해상작전전략을 재편하는 노력을 대표적인 

8) 2021년 4월 7일 중국 외교부 부장 왕이와 대변인은 같은 날 이 같은 평가를 동시에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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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꼽을 수 있다.9)

미국의 포위망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다양화되고 있다. 우선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자신의 영해경계선으로 공식화하려는 외교적 노력

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방어능력 또한 증강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대부

분의 도서를 요새화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또한 중국은 이 해역에 대한 

외국 군용기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방공식별구역

(CADIZ)을 획정했다.

반면, 중국은 이웃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은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

한다. 이유인즉슨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규범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즉, 규범은 준수 의무가 없고, 위반한다 해도 법에 저촉되

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타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존중하지 않는 도발을 일상화하면서도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군의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

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소개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일대일로의 군

사화를 위한 전략개념의 수립에 착수했다.10) 그러면서 일대일로의 일부 

거점지역에 군사적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에 관해 중국은 관리･통제(중국어 표기로 管

控)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 개념을 이미 2011

9) 제1도련선은 극동러시아지역의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중화민국, 필리핀, 말라카 해

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를 따라가는 선으로 중국에게 이는 미국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최후의 방어선이고, 미국에게는 중국의 태평양 진입을 막아야 하는 최전방의 방어

선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함유.

10) “习近平接见第五次全国边海防工作会议代表, 李克强张高丽参加”, �新华社� 2014年 6月 

27日; 白永秀, 王颂吉, “丝绸之路的纵深背景与地缘战略”, �改革� 2014 年 第3期, p. 68; 

刘海泉, “‘一带一路’战略的安全挑战与中国的选择”, �太平洋学报� 2015年 第23卷 第2期, 

pp. 72-79; “姚云竹: 人民军队在 ‘一带一路’中的战略和作用”, �祖国网� 2017년 9月 14日, 

http://www.zgzzs.com.cn/index.php/Article/detail/id/9120.html (검색일: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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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키신저와의 회담에서 소개했다.11) 그리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

국 공산당은 이를 대미관계의 기본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렇게 미국과

의 관계를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인식은 지난 19차 당대

회에서 공개됐다.12)

Ⅳ. 미･중의 패권 노림수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패권경쟁인가. 미･중 경쟁관계를 패권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를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예단하는 주장이 속

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의 의미에서 패권의 개념을 보면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최소한 지구상에서 패권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패권은 

국제 질서와 체제를 주도하는 권력과 권한을 의미한다.

이런 질서와 체제의 기반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에 있

다. 따라서 패권국은 가치와 이념의 전 지구적인 공유를 위해 세계차원에

서 세력 범위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패권경쟁은 같은 목적을 가

지고 경쟁하는 또 다른 패권국의 출현으로 양산된 결과이다.

최소한 오늘날 지구상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11) “习近平会见美国前国务卿基辛格”, �新华网� 2011年 6月 28日, 

http://news.xinhuanet.com/2011-06/28/c_121593256.htm。(검색일: 2020년 12월 11일). 이

후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 6차 미중전략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Obama’s Statement to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White 

House, July 8, 2014,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texttrans/2014/07/20140709303557.html#axzz3H

UqT0ohj (검색일: 2020년 12월 11일). 지난 11월 16일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미하는 표현을 인용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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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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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국은 1971년 유엔 상임이사국 의석을 회복한 후부터 국제신경제

질서와 국제신정치질서의 수립을 주장한 전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기존의 자유 국제질서와의 융합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13) 

그렇다고 국제신질서에 대한 중국의 염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

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될 때까지 지구상에서 국제신질

서의 추진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그럼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을 패권경쟁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관점에

서 보면, 미･중 간의 패권경쟁 가능성이 높은 공간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제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한다.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두 개의 공간에서 국제질서의 부존을 지

적했다. 하나는 가상세계, 즉 사이버공간이다. 다른 하나는 우주세계, 즉 

우주공간이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이 두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두 공

간에서 모종의 국제 질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세계는 지난 몇 년간 이 공간에서의 안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와 제도적 장치를 탐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범죄수단이 국가의 안보

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접어든 인류의 다양한 생활 

활동이 인터넷 플랫폼에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보인 결과다. 따라서 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공간 역시 무질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종의 질서 요구가 전 지구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주 쓰레기가 날로 범람하는 가운데 이들이 

지구로 추락하는 사태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우주

정거장과 우주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주공간을 개척하려는 많

13) G. John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uary/February 2008), pp.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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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두 공간으로 확산되는 미･중 전략경쟁의 목표는 질서의 주도권을 선

점하는 것이다. 즉, 두 나라는 ‘질서의 수용자(rule-taker)’가 아닌 ‘질

서의 제정자(rule-maker)’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특

히 미래의 사이버질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기술을 통치와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도구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중국이 제정한 국내법은 이미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에 저촉

된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사이버질서가 확립되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익과 대척될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진다. 미･중 간에 ‘제2

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쟁의 원천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우주질서의 주도권 경쟁이 민감한 이유는 우주자원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우주에는 지구에서 이미 고갈되어 가는 희귀원소, 희토류 등 다양

한 희귀자원이 풍부하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지만 노동

력 부족, 환경 등의 문제로 희토류 광산이 폐쇄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수요를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자원의 

확보는 중국이 세계 제조 강국과 4차 산업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미국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중국과 우주에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우주질서 구축

의 당위적 목적은 강대국의 우주자원 독점권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이의 공정한 공급과 배분 체계를 갖춘 시장질서의 확립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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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언: 한국의 선택

미･중의 전략경쟁은 체제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중 각자가 견지하

는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략적 경쟁을 다양한 분

야에서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각각 

견지하는 대응전략과 방식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가치와 체제 차이로 인한 미･중 간의 치열한 경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의 핵심인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 자유, 민주주

의)를 중국이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나라들이 처한 국

가적 상황에 따라 가치와 체제의 선택이 이뤄지는 만큼 이런 선택의 결과

를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한 이 질서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행태는 이

런 미국의 요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이 왜 중국 공산당에 국한되고, 이의 목적이 왜 중국의 대외행위 교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우리의 가치와 체제 이익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가치가 인권, 자유, 민주주의에 있다면, 이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가 최우선시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쟁 위

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반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유사시 군사작전전략개념에서 우리가 어

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무시한 질문이다.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서 벌이는 군사작전훈련을 보면 우리의 바다와 하늘은 우리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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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방어대상지역이라는 의미다. 우리의 영

토주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번영, 우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이를 수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동맹이나 우방과의 전략적 제휴, 연대나 

연합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맹체제 강화 

전략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주와 사이버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기에 참

여함으로써 ‘질서 제정자’로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관계를 과도하게 의식해 참여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질서의 

수용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두 공간의 질서 구축의 조기 참여는 우리

의 미래 국익의 극대화는 물론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다. 현재 미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

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소수의 참

여가 불가피해지는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전략적 선택에 정치･경제 리스크는 수반되기 마련이다. 외교가 

이런 위험부담과 실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당위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명한 외교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익중심의 선택이 중국의 불만으로 이어져 경제적 선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중국 간에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핵심과학기술의 격차를 감안하면 중국이 섣불리 보복을 일방적으

로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구나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일련의 경

제 무역보복사건에서 취한 중국의 제재 선례를 보면 자국의 경제발전

에 관건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산업의 제품만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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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에서 중국의 협력문제도 그 추동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위험

부담을 현저히 축소할 수 있다. 중국의 협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대북 또는 대중에 압박을 할 경우 중국이 협조적인 

행동을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위기 사태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

다.15) 그리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가 일본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주도할 때 중국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일동맹 대신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정

상국가화’와 ‘군국주의’의 부활 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잠식시키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유현정, 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

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권 2호, 2017, 167-186쪽.

15) 주재우, �북미관계사�, (서울: 경계, 2022년 1월 출판예정).



50  외교, 제140호 (2022.1)

 

미･중 무역･기술전쟁과 

국제경제질서의 향배

- 중국의 승리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

정 진 영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국문초록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경제전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강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전쟁에서의 승패가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릴 전망

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은 바이든 행

정부에 들어와 심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과 동맹을 가리

지 않고 무역전쟁을 벌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을 결속하여 중국을 압박하

면서 미국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미･중 간 무역･기술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중국의 중진개도국 지위와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이 중국의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에서 승리하

려면 미･중 간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견뎌내야 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적 분업체

계를 확대해야 하는데, 수출주도형 중진개도국인 중국에 매우 불리한 싸움이다. 

기술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국의 첨단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리드하고 국

 특집: 새해와 한국의 외교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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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산업생태계를 주도해야 하는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규제강화와 미국의 

제재 속에 중국 기업들의 갈라파고스화가 중국의 승리를 어렵게 만든다. 미･중 

간의 경제전쟁은 세계경제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국제무역과 투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관계를 더욱 정치화시킬 것이다. 미･중 양국

은 자국 중심의 무역블록을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고, 비차별적 다자주의 규범을 

대신하여 차별적인 상호주의와 지역주의가 WTO체제를 변모시킬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신흥국

들이 생겨나고, 더욱이 중국의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한다면, 이 기

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Ⅰ. 서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개되고 강대국 경쟁의 승패는 결국 경제적 경쟁

에서 갈릴 것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미･중 간 ‘신냉전(New Cold 

War)’이 군비경쟁과 ‘지정학의 복귀’를 가져왔지만, 여기서 승패를 가릴

만한 충돌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1) 양국 모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강대국인 데다가, 군사안보적 경쟁 역시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간 강대국 경쟁

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제적 경쟁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고, 여기서 양

국 간 패권경쟁의 승패가 가려질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양국 간 경제전쟁 형태로 표

1) 신냉전의 시작 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

백히 규정한 2017년 12월의 미국 국가전략보고서와 2018년 10월 당시 펜스 부통령의 허

드슨 연구소 연설로 꼽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김홍규(2019),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도래,” 정재흥 편,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Foreign 

Affairs지는 2021년 11/12월호에 미･중 신냉전 관련 두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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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으며, 여기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경제전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 통화전쟁의 형태로 전개될 것인데,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앞의 두 전쟁만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국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

여 각국의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

문이다. 세 개의 경제전쟁은 긴밀히 상호연관돼 있다. 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다른 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전쟁에

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수 없고, 결국 강대국 경

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가? 그것은 현

재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특성과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중요하다. 첫째, 중국은 아직 중진개도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규모의 면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70%)이지만, 

그것은 인구가 미국의 4.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측면

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발전의 질적인 

수준에서 중국은 아직 중진개도국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경제

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중국 정치체제의 성격때문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CCP)이 국가

를 지배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의 경제적 

성과로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이 커졌다.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위협할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의 국가

기구들이 강력하게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부터의 성공은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을 요구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지금

까지의 방식을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다. 

셋째,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주도

형 경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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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수요 중심지로 전환되어 다른 나라들에게 시장을 제공해야 유리하

다. 그러나 이 전환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중국당국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수지향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앞서 이러한 길을 걸

은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경험이 말해준다.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금융시

장의 개방 및 자유화를 포함한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의 자유화와 민주화

가 없이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전환은 어렵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수요중심지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는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기

도 하다.

우리는 중국이 안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들 – 중진개도국, 권위주

의 정치체제, 수출주도경제 - 이 미･중 간의 경제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미･중 간의 무역전

쟁과 기술전쟁의 두 측면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중국의 

승리를 어렵게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미･

중 간 경제전쟁의 향배가 국제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다. 

Ⅱ.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은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월에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

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상의 이유

2) 중국은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

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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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3월 22일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

했고,3) 이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

각적으로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

을 천명했고,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미국산 수입

품 24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조치를 취했다. 

미･중 간의 이러한 치고받기식(tit-for-tat) 관세전쟁은 2020년 1월에 

이른바 ‘1단계 합의’를 통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됐다.4) 그 결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3.1%에서 21.0%까지 인상됐

고, 중국의 대미 수출품 66.4%가 고율의 관세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8.0%에서 21.8%까지 인상됐

고, 미국산 수출품 58.5%가 중국의 고율 관세부과 대상이 되었다.5) ‘1단

계 합의’는 일단 이러한 관세전쟁을 멈추되, 중국이 2020년∼2021년에 

걸쳐 미국산 수출품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개선 조치들을 중국이 취하기로 하는 약속

을 포함하고 있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도 기본

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

3) USTR(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4)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고, 90일 동안의 휴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5) 미･중 관세전쟁에 대한 데이터는 Bown(2021),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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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3월에 발표한 ‘2021년 통상정책보고

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며, 우리의 

공급망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국익을 손상시킨다고 인식한다”고 

규정했다.6) 그리고 3월과 4월에 각각 발표된 ‘해외무역장벽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페이

지를 할애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

탕으로 USTR의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2021년 10월에 대중 무역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국가주도적, 비시장적 무역관행

들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과 동맹 및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21세기 공정한 무역규칙들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요컨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공약인 미국의 “더 나은 재건

(Building Back Better)” 구상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정책이 주요한 수단

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사이의 체제

경쟁이라고 규정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

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을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중국몽(中

國夢)’을 실현하는데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체제인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정

치체제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중국의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내정간섭’이고, 

6) USTR(2021년 3월),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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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패권국의 횡포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한

편으로 국가 주권의 논리로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응전략을 모색

해 오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발전모델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전략이 대표적이다.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제시된 이 전

략은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7) 중국의 내수시장을 키워 중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만들어야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경

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들고나온 

‘공동부유(共同富裕)’ 슬로건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내수시장 확대

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중국 중심의 국제적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과 협력하여 BRICS 신

개발은행과 외환지원기금을 설립하였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

립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통하여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13개국과 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미･중 간의 무

역전쟁이 해외시장 쟁탈전으로 나아가고, 경제블록으로 나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에 대한 대비전략이다. 

그러면 미･중 무역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어떻게 갈릴 것인가? 이 질문

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미･중 무역전

쟁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누가 

더 잘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차이메리카

7) 지만수(2021),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금융브리

프�(한국금융연구원), 30권 19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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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erica)’로 불린 양국 경제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세 가지 방법

으로 점차 분리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미･중 무역관계의 마찰과 불확실

성 증가는 양국의 수출입 기업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해외시장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가치/공급사슬 속

의 하청기업들을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인도 등 다른 나라로 이전시킬 것

이다. 셋째, 미국과 선진국 수출시장을 겨냥한 해외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이러한 효과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이다. 미국

의 경우 단기적으로 특히 그러하다. 애플, 월마트, 나이키 같은 미국의 거

대기업들은 공급망을 조정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중

국 시장에 진출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기회를 잃는 위

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반대해 왔다.8)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

역전쟁에 따른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수출의 

20% 가까이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65%가 미국

과의 무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9) 더욱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

히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탈출하려는 현상이 심화될 것

이고, 외국인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보다 중

국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8) 글로벌 벨류체인(GVCs)의 시각에서 보면,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높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없다. Lee & Osgood(2021), 

“Firms Fight Back: Production Networks and Corporate Opposition to the China Trade 

War” in Solingen ed. Geopolitics, Supply Chai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총액 4,196

억 달러 중에서 대미 흑자가 2,759억 달러(65.5%)였고, 총수출 2조 2,634억 달러 중에서 

대미 수출이 4,303억 달러(19.0%)였으며, 총수입 1조 8,438억 달러 중에서 대미 수입은 

1,544억 달러(8.4%)였다.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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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효과는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패를 가를 두 번째 변수는 어느 쪽이 더 많은 국가

들을 자국 중심의 국제무역체제로 끌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무역전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고, 자국과의 경제관

계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 규모와 수가 증가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

다. 미･중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세계를 무역블록들로 나눌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대만의 주윈한은 앞으로 세계는 

“규칙이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코트에서 미･중 양국과 각각 플

레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10)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

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

는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상태는 위

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미･중 양국 모두 다른 나라들

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서로 잘

하기 위한 경쟁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

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도 중국보다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중진개도국으로서 산업화를 통한 발전

을 추진하는 다른 개도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의 산업화가 다른 개

도국들이 산업화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 

및 선진국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공급망이 파괴되면,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 사이의 무역관계는 악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에, 미국과 다른 개

도국들 사이의 무역관계는 확대될 수 있다. 다른 개도국들이 중국을 대신

10) 주윈한(2020), “중국 부상의 세계적 의의,” 최종현학술원, �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II� (파

주: 글항아리),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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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개도국들에게 수

출시장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은 대만,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이 

산업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국가들과 일부 자원공급국을 제외하고는 모

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미･중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중국

이 승리하기 어렵다. 미･중 경제관계의 디커플링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

고, 이는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미국은 수입선과 

공급망을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만, 중국은 수

출시장의 축소와 해외자본 유입 감소 및 유출 증가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

이다. 자국 중심의 무역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에서도 중국은 미국보

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다른 개도국들과 경쟁하며 무역수지 흑자

를 누리고 있지만, 미국은 여러 개도국들에게 시장을 제공하고, 중국을 대

신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할 국가들에게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내적인 정치적 분

열과 대립은 미국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트럼프식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으로 회귀할 위험을 안고 있다. 

Ⅲ. 기술전쟁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의 선점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이 역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

술전쟁의 승자가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고, 자국 중심의 국제적 산업생

태계를 선도하며, 군사적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의 수단이자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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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앤소니 첸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실제로

는 기술적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다.”11)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정책

을 ‘더 나은 재건’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고, 시진핑의 중국도 기술자립을 

미국의 무역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국가주도로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2015년부터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 전인

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가 여기에 추가되었고, 2017년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주석은 제조업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융합하는 이른바 ‘양화융합(兩化融合)’, 즉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국경

제의 체질전환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이 이처럼 첨단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중국이 직면한 이른바 ‘중진국 함정’

에서 탈출하고, 미국 등 외부의 압박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

드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기술자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

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국이 

반드시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기술강국을 이룩하지 못하

고 중국몽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국가주도적 기술혁신전략은 매우 

불공정한 방법이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 여러 업종에서의 과잉생산,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접근 제한, 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검열 및 사용 제한, 중국 내 미국 기업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 등”을 모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규정했

다.12)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혁신전략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11) Chen, Chen & Dondeti (2020), “The US-China Trade War: Dominance of Trade or 

Technology?,” Applied Economic Letters, 27:11, p.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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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의 대응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전쟁 

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업들에 대한 제재조

치와 미국의 첨단제조업 육성 지원정책이다. 

첫째, 중국의 첨단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이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ZTE와 5G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이란 및 북한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

령은 2019년 5월에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

명령을 통하여,13) 이들과 미국 기업들 사이의 거래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

라, 미국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의 기업들도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도 내

렸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해서 확대되고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기술 등 관련 기업 33개를 제재리스트에 올렸고, 

2020년 12월에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中芯國

際)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2020년 말까지 미국이 제재

한 중국기업은 300여 개에 이르렀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2021년 

4월에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슈퍼컴퓨팅 관련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6월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의 군산복

합체뿐 아니라 군, 정보, 보안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였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사실상 끝이 

없어 보인다.

둘째, 미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이다. 미국이 세계적 기술경쟁에서 앞서

12) 김정한(2021)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0권 22호, 

p. 5.

13) White House(May 15, 2019),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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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첨

단제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미국식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하다.14) 그런데 미국에서는 R&D 관련 정부의 역할은 1960년대 이후 계

속해서 감소해 왔고, 민간부문에서의 벤처캐피털 붐은 국가의 기술경쟁력

을 키우는 긴 안목의 투자에는 방해가 되었다.15) 중국이 미국을 기술혁신

에서도 따라잡고 있다는 인식과 경각심이 생겨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

다.16)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

자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재활성화’ 관련 대통

령 행정명령을 통하여 반도체, 배터리, 광물과 물질, 의약품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방정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17)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통해 신기술 분야에 대한 2,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기술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18) 기술혁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

한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기술발

전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기술혁신이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행

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4) Deese(2021), “The Biden White House Plan for a New US Industrial Policy,” 미국 국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Brian Deese의 The Atlantic Council 연설문(2021년 6월 23일).

15) Darby & Sewall(2021), “The Innovation Wars: America’s Eroding Technological 

Advantage,”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1

16) Allison et al.(2021),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17) White House(2021),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8) Harrington & McCabe (July 1, 2021), “What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Gets Right (and What It Gets Wrong).” www.cs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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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중 간의 기술전쟁 승패는 어디서 어떻게 갈릴 것인가? 우리

는 미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 정치체제의 성격에서 오는 한계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일

당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중국이 첨단기술전쟁에서 승리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사이에 충돌이 있고, 중국 정부는 후자보다 전자를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이다.19)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를 지

키려면, 민간경제부문이나 시민사회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성장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거대기업들이 주식을 해외에 상장해서도 곤란하고, 정부

보다 더 많은 정보나 국민의 삶에 영향력을 가져서도 안 된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식 사회주의 유지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돈을 벌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도 안 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치와 경제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의 세계적 거대기업들은 최근 

정부 규제강화로 인해 기업가치가 1.5조 달러 이상 줄어들었고, 수백억 

원이나 수천억 원의 기부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슬

로건을 위해 갹출해야만 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런데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공격은 “기업과 경제성장에 장기적 피

해를 초래하는 거대한 도박이다.”20)

둘째,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효과 때문이다. 미국은 다양한 

19) 예컨대, 한 중국 연구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전면적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행태를 살펴보면 시진핑 정부의 최대 관심은 결국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2020),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특징･전

망,” EAI Special Report, p. 8.

20) Economist(2021), “China’s Attack on Tech” (August 14th); Weinland(2021), “From 

Boom to Techlash” in Economist(2021), The World Ahead 2022 (November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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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들마저 이들과 거래하면 미

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하고 있다. 따라

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반도체와 같

은 주요 부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고, 장비나 제품을 수출하기도 어렵

게 된다. 또한, 미국의 제재에 따른 낙인효과는 그 기업의 브랜드에 큰 타

격을 입힐 수 있다. 국제적인 산업생태계를 선도하기는커녕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제재에 구멍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중국의 첨단산업분야가 세계시장과 단절된 채 중국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화’의 위험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첫 번

째와 두 번째 이유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중국 특색에 맞고 중국에서나 적용가능한 기술을 발전시키

고, 미국의 제재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거나 국제적인 산업생태

계를 형성할 수도 없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이 선진

국 수준을 따라잡았거나 앞서고 있는 분야로 여겨지는 핀테크나 5G 통신,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사용자들

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중국 국내의 ‘단일 거대시장’에만 국한된 상황”에 

놓임으로써 “세계적으로 신기술의 상용화는 선도하는 중국이지만 그 산

업생태계는 ‘거대한 갈라파고스’에 머물러” 있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다.21) 이러한 방법으로는 미국과의 세계적 기술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없다. 

21) 이희옥･하남석(2021), “중국의 변화와 미중전략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희옥 편, �

궐위의 시대� (서울, 도서출판 선인),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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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국 정치체제의 한계에 따른 규제강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중국 첨단기업들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Ⅳ. 결론

미･중 간의 경제전쟁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기술･무

역전쟁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국 간 경쟁의 일부이며, 두 

강대국 사이 패권경쟁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경제적 의

존관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고, 소위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이다. 언

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인가를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적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이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승패가 분명해지는데도 시

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분업체계를 

재편하려 더욱 노력할 것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가끔 곤란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각자 자국의 이익을 챙

기려 할 것이다. 미･중 경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기

를 잘 활용해서 고속성장을 이룩하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미･중 경제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를 크

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중국이 아직 중진개도국이라는 사실과, 중국공산

당의 일당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지향형으로 전환시켜 중국이 세계적 

수요중심지가 되지 않고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주도 경제운영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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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미래의 목표들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능력을 총동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의 자

신감이 점차 초조함으로 바뀔 위험이 크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단기

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안보와 공

급망 회복력이 중시되면서 국제경제관계는 정치적 색채를 더욱 강하게 띠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경제의 공장 역할을 하는 국

가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무역의 패턴도 바뀔 것이다. WTO가 붕

괴하지는 않겠지만, 비차별적 다자주의 원칙 대신에 상호주의와 차별적 

지역주의, 복수간(plurilateral) 무역협정이 더 많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바

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전

환하는 데 성공하고,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을 위해서

도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수요중심지로 

부상하고, 대규모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시장을 제공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이 성공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개방을 넘어 중국의 

법과 제도, 나아가 정치체제가 세계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미･중 경제전쟁의 승패는 결국 통화전쟁에서 갈릴 것이고, 통화전

쟁의 승패는 다시 두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정치체제를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제전쟁에서 중국이 중진개도국의 지위에서 귄위주의 정치체제, 수출주

도형 경제체제로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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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1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결과 11월 10일에 제2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발족했다.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안정의석수’를 획득함

으로써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기시

다의 운명은 9년여간 지배했던 아베･스가 정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수상시기의 한･일관계 전망은 어둡다. 기시다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과 정치권

의 강경대응 분위기는 한･일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로 작용한다. 둘째, 한･일 전

략 차이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기시다는 중의원 선거에

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수상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에서도 대화의 분위기는 형성

될 수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원칙 하에서 과거사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를 잘 활용하여 한･일관계 개

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 통로를 만들

 특집: 새해와 한국의 외교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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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았던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적극 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되

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Ⅰ. 기시다 정권은 안정적인가?

2021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결과 11월 10일에 제2차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내각이 발족했다.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안정

의석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도래

한 것이다. 기시다 수상은 ‘듣는 힘’을 강조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

三)･스가 요시히데(菅義偉)와 다른 정치스타일을 주장했다. 기시다 수상

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스즈키 젠코

우(鈴木善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에 이은 고치카이((宏池會: 

기시다파)에서의 다섯 번째 수상이다. 기시다는 고치카이를 ‘이데올로기

나 이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리얼리즘이 본질이다’라고 말한

다. 정치 수법에서는 이케다 내각의 ‘관용과 인내’, 오히라 내각의 ‘신뢰

와 합의’를 이어받아 컨센서스(consensus)를 중요시한다. 또한 기시다는 

‘권력의 행사는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시다가 자민당 내 온건파

인 고치카이의 DNA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따라 일본정치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앞으로 기시다 수상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정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그 열쇠는 기시다 수상의 리더십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기시다는 우유

부단,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반면 기시다는 온건한 이미지로 인해 

자민당 내 적이 적어 수상으로서는 자민당 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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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 있다. 기시다는 아베와 달리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스타일이 아니

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역대 수상 중에서는 오부치 게이조

(小渕惠三) 전수상과 비슷하다. 오부치 수상은 낮은 지지율로 출범해 인

품을 무기로 인기를 끌었다. 유행어 대상을 받았던 ‘부치폰(ブッチホン)’

도 기시다 수상이 강조하는 ‘듣는 힘’과 일맥상통한다. 오부치는 병사하

여 장기정권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정치스타일로 정국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는 기시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기시다의 운명은 9년여간 지배했던 아베･스가 정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고치카이(宏池會)의 선조이자 동향인 이케

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아베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대결형 

정치를 화합형 정치로 변환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운명이다. 따라서 기시

다 수상은 이케다와 오히라의 간판 정책을 이어받아 ‘레이와(令和)판 소

득 배증’,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을 주창하고 있다. 

기시다가 안정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수

상이 카리스마를 가진 권력 정치가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나카소

네이다. 나카소네 내각 출범 당시는 다나카소네(田中曾根內閣) 내각으

로 불렸지만, 나카소네 수상은 탈 타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를 성공하

여 장기 정권을 이끌어 내었다. 둘째, 파벌 재편을 통해 정권을 안정화시

키는 것이다. 이른바 대고치카이(大宏池會)를 구상하는 것이다. 같은 파

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아소파와 다니가키(谷垣) 그룹을 포섭하여 정권

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아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서라도 가장 가까운 다니가키 그룹과의 ‘중고치카이(中宏池會)’를 실현

하여 총재선거에 대비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여 지지를 

높이는 길이다. 기시다 수상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의 정책을 실현하

면서 아베의 ‘아베노믹스’와 무엇이 다른지 어필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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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시다가 추진하는 코로나 대책과 경기부양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

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길은 쉽지만은 않다. 

전후 자민당 내에 온건파가 다수인 시절에도 고치카이(온건파)의 전임 

수상들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병으로 쓰러져 퇴진한 이케다 전 수

상,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 선거 도중에 사망한 오히라 전 수상, 자신의 정

책을 실현하지 못한 채 퇴임한 스즈키 전 수상,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

여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야자와 전 수상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베로 상징되는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기시다의 길이 평

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Ⅱ. 기시다 수상의 주요 정책과 과제 

11월　10일 발족한 제2차 기시다(岸田) 정권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에 의한 성장과 분배의 구체화, 대중국 외

교나 안전보장 분야 등의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대한 대비는 기시다 내각의 최우선 과제이

다. 기시다 수상은 작년 가을, 높은 지지율로 맞이했던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내각이 감염 확대로 인한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에서 물러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대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처

럼 어려운 과제이다. 의료만을 생각하면 감염자 수나 의료기관･보건소 부

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생에 더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 이외의 경제적 손실, 자살, 빈곤 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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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신규 감염자 수가 낮은 수준으로 변해 음식

점과 관광업자로부터는 ‘일상의 회복’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기시

다는 수요 환기책인 ‘Go To 캠페인’의 재개 시기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

제활동의 활성화는 감염 재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도도부(都道府縣)현의 자치체와 중앙 정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명확한 책

임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만 코

로나 대응을 맡기면 의료 현장과 경제계 양방을 배려하여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지자체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 대책에 임하려면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시나 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체제를 정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 

감염 재확대의 ‘제6파’에 대한 대응은 기시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

다. 불확정 요소가 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기시다 수상이 긴장을 늦

출 수 없는 큰 관문이 되고 있다.

둘째, 기시다 수상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어

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기시다 수상은 분배와 성장을 고려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고 있다. 기시다가 주장하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낼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즉효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기시다는 9월 총재선거와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뚜렷이 제시하지는 못했다. 

“성장의 과실로 분배의 재원을 충당한다”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그 예로 

9월 총재 선거에서 주장한 금융소득과세의 강화도 구체화하지 못한 채 공

약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나 중의원선거이후 기시다 수상은 11월 

26일 자민, 공명 양당의 세제 조사회를 열어 2022년도 세제개정을 향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 세제 강화를 시작해 주택론 감세

나 고정 자산세의 재검토 등이 중심이었다. 기시다 수상이 내건 ‘새로운 



72  외교, 제140호 (2022.1)

자본주의’에서 세제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시험대에 올라있다. 세제 논의

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인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임금 인상 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기인 2013년도에 도입

된 이후 연장이나 제도 설계의 변경을 해왔다. ‘분배’를 내건 기시다 수

상의 강한 의향을 받아 적용 조건의 변경이나 공제율의 인상에 대해 재차 

논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에서 감세에 의한 부담 경감 요

구는 거세지고 있어 재정확대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담 경감의 

세제를 지속하면 적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딜레마이다. 위기적 재

정 악화 상황에 놓여있는 기시다 정부 하에서는 감세의 조정은 난항을 겪

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원과 세수의 확보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벌써부터 분배정책에 의존하는 전략은 “아베노

믹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

의가 내놓은 긴급 제언에서도 과학기술･디지털투자 중시 등 아베와 스가 

두 정권의 성장 전략을 반복한다는 인상이다. 성장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

하면 분배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공명당과의 정책협력도 관건이 될 수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

을 늘린 공명당이지만, 아베 시절 자민당에게 끌려다녀 공명당의 색깔을 

낼 수 없었다는 반성이 팽배하다. 그리고 공명당은 의석수를 늘인 일본유

신회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공명당은 올해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

민당이 일본유신회에 접근하면 여당 내 공명당의 영향력이 저하될 수 있

다는 데에 우려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에 접근함으

로써 개헌에 소극적인 공명당을 흔들 수 있다는 예측조차 나오면서 공명

당의 경계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유신회도 정권과 대립하는 

입헌민주당･공산당 양당과 거리를 두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을 배제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이후 여당 내에서 공명당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공명당은 주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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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발신을 강화해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한다. 특히 이번 중의원 선

거에서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가 넘는 중의원 의석수를 확보하

게 됨으로써 여당인 공명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기시다로서

는 개헌에 신중･반대 입장을 취해 온 입헌민주, 공산 양당은 의석이 줄어

듦으로써 개헌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기시다 수상은 개헌에 대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 중 “총재 임기 중에 진행

시키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명당은 9조에 대한 자위대 명기나 

긴급사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

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각 당이 즉시 개헌 논의를 할 것으로는 생각하

지 않는다”고 견제하였다.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올

해 여름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선거협력에 금이 갈 수밖

에 없다. 또한 기시다가 추진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야마구치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마구치 대표는 작년 10월 

31일 회견에서 “필요한 것은 일본의 방위력과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는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자민당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정책 추진을 견제

하였다. 공명당의 목소리에 기시다 정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난

제이다. 

넷째,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일 관계를 어떻

게 관리하느냐는 기시다 외교의 과제가 되고 있다. 기시다 수상은 외교정

책에서는 아베의 미･일동맹 중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시다 수상이 제2차 내각의 외상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함으로써 자민당 내 대중 강경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

다. 하야시 외무대신은 중･일우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지중

파’이다. 따라서 자민당 내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얼마만

큼 적극성을 띨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시다는 하야시 외

무대신을 임명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로 인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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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결정적인 대립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 본심일 것

이다. 따라서 하야시 외무대신의 기용은 중국에 향한 대화 중시의 메시지

로 보인다. 한편 기시다 수상은 산업이나 기술 분야와 인권문제에서는 중

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기시다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경계하는 경제안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

권문제에서도 국제적인 제휴를 도모할 예정이다. 게다가 강경파인 나카타

니 하지메(中谷元) 전 방위상을 인권문제 담당 수상 보좌관에 임명하였

다. 기시다 수상이 중･일관계에서 대화와 강경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과

제로 남아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감염확대의 제6파에 대비하는 대책의 

‘전체상’

12일에 발표. 입원환자 수용 증가의 실효성. 

새로운 감염지표의 객관성은.

ㅇ코로나 병상 확보

ㅇ경증상자의 대기시설 정비

일반의료가 제한된 가능성. 의료 인재의 

확보도 필요.

ㅇ백신의 국민 접종

ㅇ3차 접종을 연내 개시

2차까지와 상이한 종류의 백신 

접종(교차접종)의 가부나 체제

중증화를 방지하는 경구(経口)약의 연내 

실용화

세계적인 의약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내개발의 지원책

경제정책

아동･곤궁자에의 현금 급부 ‘선심성 지원’이나 ‘불공평’의 우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분배의 구체적인 정책이 최대 과제. ‘성장 

우선의 아베노믹스와 동일’하다는 지적도 

있음.

‘임금인상 세제의 강화’는 흑자 기업이 대상. 

대기업 우대라는 지적도.

외교･

안전보장

내년의 국교정상화 50주년을 향한 

중･일관계 개선

센카쿠열도(釣魚島)나 인권문제, 

경제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ㅇ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의논

ㅇ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공명당은 적기지 공격능력의 의논에 회의적

<표 1> 기시다 정권의 주요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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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시다 정권의 향방 

기시다 수상은 첫 번째 허들인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였지만, 올해 참

의원 선거가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베 일강으로 불렸던 아

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의 퇴임 이후 자민당은 다시 파벌정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기시다도 파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다. 기시다 수상이 원하는 대로 정책에서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

는 미지수이다. 금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야 역전으로 ‘비틀린 

국회’가 아닌 상황을 만들어야 기시다는 안정적인 정권을 될 수 있다.

2021년

11월 12일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전체상’ 책정

11월 19일 신형 코로나 경제대책을 각의결정

12월 20일 임시국회에서 2021년도 보정예산 성립

12월 24일 2022년도 예산안 결정

2022년

1월 17일 통상국회 소집

1월 21일 미･일 화상정상회담

여름 참의원 선거

<표 2> 예상되는 주요 정치일정

앞으로 참의원 선거전까지 기시다는 성공적인 정권 운영 능력을 보여주

어야 한다. 만약 앞으로 수상의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보다 낮게 되면 

다시 자민당 내에는 ‘수상 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기시다 수상은 이제부터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야 한다. 자민당의 파벌들은 기시다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스스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하는 타입이다’, ‘움직

이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 등이 기시다에 대한 평판이다. 그러나 문

제는 기시다가 정권 운영을 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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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관방장관과 국회대책위원장이 모두 아베파･아소파로 자민당 4역

에는 기시다파가 없다. 손발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전의 고치카

이의 수상들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라 이후 고치카이 정권은 최대 파벌인 

다나카파와 다케시타파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기시다도 공명당과 야

당과는 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아베-아소에 가까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을 기용하였다. 그 결과 아베･아소･다

케시타 3파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여당 내 조정

이나 국회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기

시다파의 중견의원은 ‘의원 회관(국회의원)에서 만났을 때보다 수상 집

무실(총리)에서 만날 때 더 크게 보였다’라고 기시다의 변화 가능성을 예

측하지만, 기시다가 얼마만큼 정권 장악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다. 

기시다 수상은 이를 감안하여 인사에서 자민당 내 파벌 정치에 많은 신

경을 썼다. 기시다의 첫 출발은 대담함보다 신중함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기시다는 여당과의 정책조율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시

킬 수 있다고 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자세는 11월 26일 여당의 경기부

양책 논의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금년 여름 참의원선거를 고려하여 여

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시

다도 자신의 정책을 살리기 위한 분배정책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국내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보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

명당이 내건 공약 실현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대

책은 여당의 간판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경제 대책의 재정 지출 

규모도 55.7조 엔으로 과거 최대의 재정규모가 되었다. 가스미가세키(霞

が關)나 경제계에서는 ‘너무나 과하다’라는 비판이 강하지만, 기시다는 

금년 참의원 선거를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다. 경제대책을 포함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는 본래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세입의 6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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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책으로 대형 경제 대책, 예산 편성을 계속한 아베･스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채 의존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기시다의 정책추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다. 아베 정

권이나 스가 정권에서는 경제대책과 예산편성은 수상관저가 주도했다. 그

러나 기시다 정권하에서는 예산 편성의 주도권이 여당 자민당에 있었다. 

기시다는 자민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정고당저(政高党低)’로부

터의 탈피를 선언해 여당 자민당을 존중하는 ‘정고당고(政高党高)’로 정

책결정과정을 변화시켰다. 이는 파벌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의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기시다 수상관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

해 자민당이 예산편성에 개입을 확대하였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정조회장의 직할 기관으로 재정정책 검토본부를 신설하여 아

베시대와 마찬가지로 적극재정을 추진하였다. 그 예로 자민당 내에서 으

뜸가는 적극 재정론자로 알려진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참의원을 본부장

으로 기용하였다. 경제대책에서 기시다보다는 아베, 다카이치 등 적극재

정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는 참의원 선거까지 ‘재정건전화

(재정축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기시다가 경제대책에서 적극 재정(확대재정)을 통해 여당 내 조

정을 원만하게 진행하였지만, 일본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의 감염 확대로 스가 정부는 2020년도 3회에 걸쳐서 보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은 다 소진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2020년도 예산액은 

역대 최고의 175조 엔으로 증가해 재정적자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대책을 위해 각 당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부양 

조치와 감세 등 대규모 세출 확대책을 쏟아냈다. 기시다의 분배정책도 이

러한 상황에 편승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시다 정권이 만든 11월 26

일 의결된 추경예산 중 경제대책 관련 세출은 역대 최대의 31조 5627억 

엔이나 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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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도 자신의 색깔을 내는 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사업부활지원금이다. 지원금의 제도 설계에 대해 재무성이

<표 3>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출처: 每日新聞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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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산업성이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기시다 수상은 당초안을 강행했

다. 기시다의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처럼 기시다는 금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경기부양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기시다의 생각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기간은 2022년 1∼3월 통상국

회 후인 4∼7월까지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책

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올려야 참의원 선거에서 자

민당이 안정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정적자 악화라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었다. 만약 참의원선거에서 기시다가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2025년 참의원 선거까지 국정 선거가 

없어 기시다 정권은 장기 집권도 가능해진다. 

Ⅳ. 기시다 수상과 한･일관계 전망 

기시다 수상시기의 한･일관계 전망은 어둡다. 기시다를 둘러싼 정치환

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

론과 정치권의 강경대응 분위기는 한･일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2018년 강제징용문제 판결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국이 합의된 문

제를 또다시 번복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의 요구를 그대

로 받아들인 결과 일본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따라

서 일본의 분위기는 한국과의 협상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

하다. 특히 자민당은 국민여론보다 한국에 더 큰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

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의 과거사 주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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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배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또한 일본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약속을 지

키지 않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다. 따라서 일본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개선

되지 않는 한 기시다 정권이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일 전략 차이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함께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과도 상당한 무역과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을 동북아 지역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문

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 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더욱더 확대되

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제재를 강화해

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와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북

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중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한

국은 북･미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거는 방해자로 일본을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셋째, 기시다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코로

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의 정책 우선순위는 

국내정치에 있어 외교는 뒷전이다. 일본 외교도 아베･스가 시대와 마찬가

지로 미･일동맹 일변도로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

다. 게다가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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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시다 수상이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수동적 외교’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시다 수상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에서도 대화의 분위기

는 형성될 수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원칙 하에서 과거

사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 문 정부야말로 상대방을 냉정히 보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

다. 그렇다면 내년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를 잘 활용하여 한･

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 

통로를 만들어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관리

는 협력해야 할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폐쇄된 국경을 풀면서 한･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대북문제에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

사시 대응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안보분야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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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중국 관계 변화와 전망

백 우 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문초록

2020년대 인도와 중국 관계는 정치안보와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모두 갈등이 

증폭되어 인도의 경우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정도에 다다랐다. 이로 인해 

양자 관계,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남아시아 지역 내외의 소다자, 다자 

관계는 현재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지역 패권경쟁, 

이에 따른 양극으로의 블록화, 끼인(stuck in-between) 국가들의 협력 등의 핵

심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중인 관계를 남아시아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 분석하고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외교전략에 대

한 함의를 모색한다. 

 특집: 새해와 한국의 외교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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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떻게 인도･중국 관계에 접근할 것인가?

2020년대 인도와 중국 관계는 정치안보와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모두 

갈등이 증폭되어 인도의 경우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정도에 다다랐

다.1) 이로 인해 양자 관계,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남아시아 지

역 내외의 소다자, 다자 관계는 현재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

국 간의 글로벌-지역 패권경쟁, 이에 따른 양극으로의 블록화, 끼인

(stuck in-between) 국가들의 협력 등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중국과 인

도 관계는 남아시아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된 구조에 의해 결

정된다. 2020년대 중국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각각의 지역 맞춤형 외교전략에 기반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power projection)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강대국이다. 그러나 인

도는 그 정도의 힘의 투사가 가능한 국가역량(state capacity)을 보유하

지 못하며 남아시아 지역 내 강대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 지

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인도의 대(對)중국 외교전략은 독자적이라기

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맥락에서 수립･실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두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으로, 즉 남아시아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으로 그리고 양 수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분석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인 정치안보와 정

치경제 구조로, 그리고 두 영역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정책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며 인도와 중국 관계의 역사적 배

1) 이러한 인도의 대중국 인식은 전략대화 등의 회의에서 복수의 인도 전략커뮤니티와의 

의견교환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그에 대한 좀 더 대중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hir Swarup Sharma. “China is foolish to make an enemy of India”, ORF 

Commentary, (2020.6.18) accessed at https://www.orfonline.org/research/china-is-foolish- 

to-make-an-enemy-of-india-68061/; Brahma Chellaney. 2021.’Why is China making a 

permanent enemy of India?’, Nikkei Asia (5.12) (accessed at https://asia.nikkei.com/ 

Opinion/Why-is-China-making-a-permanent-enemy-of-India) (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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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는

다. 2장에서 2020년대 현재의 양자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서

술하고 인도와 중국의 글로벌, 지역 수준의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Indo-Pacific Strategy)과 동방정책(Act East Policy) 그리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一带一路倡议)를 양국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 

구조 위에서 3장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 아래의 지난 2년간의 정치안보와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정도의 변화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2022년 인･중 관계를 전망하며 이

의 한국 외교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Ⅱ. 중국･인도 관계의 기본 구조

1. 정치안보 구조

중국과 인도는 실질적인 정치안보상의 적국이다. 현재 양국은 심각한 

육상 국경분쟁을 겪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인도의 동북부 지역(아

루나찰 프라데시)이자 중국의 티벳 지역(남티벳)의 국경 분쟁은 국지전

을 우려할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해당 지역 내 군사력 강화 및 이에 수반

된 인프라 건설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경 지역 군비 경쟁

은 2020년의 갈완(Galwan) 지역의 군사충돌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양

국이 특히 인도가 서로를 안보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공고

화하는 상황이다. 인도의 서북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의 국경분쟁은 격

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 분쟁에는 인도의 기존 적국인 파키스탄이 깊숙하

게 연관되어 있다. 인도의 잠무카슈미르 지역 또는 중국의 악사이 친 지

역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충돌과 더불어 파키스탄의 실효 지배 카슈미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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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인프라 개발이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사업으로서 진행되면서 인도는 

이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분쟁 지역으로 규정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지역에서의 육상국경 분쟁은 핵

무장국인 양국이 정치안보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시키지 않는다는 암

묵적인 합의로 관리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 갈완 지역 충돌에서의 중국

의 군사 작전 형태가 기존과 구별되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지적하며 갈등 

확대의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2) 

이러한 인도와 중국의 육상에서의 정치안보적 충돌은 해양에서의 갈등

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인도아대륙

(subcontinent)으로 지칭될 정도로 영국 지배(British Raj) 시대부터 인

도의 연장으로 간주되었고 인도는 이러한 세계관을 고수해왔다. 이는 육

상의 인접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뿐만 아니라 해양접경국

인 스리랑카, 몰디브, 모리셔스 등에도 적용되었고 이는 인도양을 인도의 

해양으로 간주하는 지역패권국으로의 위상을 의미했다. 냉전 시기와 탈냉

전 시기 인도의 지역패권국 위상에 도전하거나 현상변화를 추구하는 국가

(revisionist)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

년대 들어 처음으로 중국이 이러한 인도양의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인도에게 적대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해군력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꾸준히 인도양에서의 해군, 해군과 관

련된 인프라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소위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 

전략으로 통칭되는 중국의 대(對)인도 해양 둘러싸기 또는 ‘봉쇄’ 구도

의 추구는 인도가 중국을 해양 영토에서도 적국으로 간주하는데 큰 근거

로 인정된다.3) 

2) Vijay Gohkale, “The Road from Galwan: The Future of India-China Relations”, Carnegie 

India Working Paper (March 2021)

3) Junaid Ashraf. “String of Pearls and China’s Emerging Strategic Culture”, Strategic 

Studies 37-4 (2017), pp. 1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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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안보 영역에서 ‘적국’으로의 간주는 인도 내에서 강한 지지

를 얻고 있으며 현 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모디 정부

의 최고정책결정엘리트와 전략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시민

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4) 반면 중국은 국경분쟁에도 불구하

고 인도를 ‘적국’으로 간주한다기보다 심각한 갈등 관계로 보며 국내적으

로도 인도와의 양자 관계에 대한 주목도가 인도보다 낮다. 중국은 2010년

대 들어 ‘신형대국관계’ 선언으로 글로벌 양대 강국 중 하나로의 격상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 중심의 하위 단위로, 소위 ‘주변국관계’의 한 

지역적 영역으로 인도를 인식하고 있다.5)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에 관

한 관심이 낮으며 외교전략커뮤니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부

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양자 관계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상호 국익 침해 또는 저해의 구조

적 원인을 고착화하는 전략적 불신(mistrust) 강화의 악순환을 야기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두 강력한 안보 적국을 버겁게 상대하며, 중국

은 광범위한 대륙과 해양 국경선을 공유하는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

와 더불어 남아시아 기존패권국인 인도를 적국으로 돌리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2020년대 들어 양국은 남아시

아 지역 내를 넘어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갈등, 경쟁, 견제의 복잡한 팃포

텟(tit-for-tat) 형태의 외교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2. 정치경제 구조

인도와 중국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정치경제 협력국이다. 그

러나 대칭적(symmetric) 상호의존이 아닌 비대칭적(asymmetric) 상호

4) 인터뷰 (인도 중국 전문가, 2021.11.14., 2021.11.18); Gohkale (2021); Chellaney (2021) 

5) Shisheng Hu and Jue Wang. 2020. ‘The Behavioral Logic behind India’s Tough Foreign 

Policy toward China ‘, China International Relations 30-5 (2020), pp.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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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구조이며 중국이 인도보다 전면적으로 우위에 있는 양자 관계이다. 

이는 간단한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6) 인도의 2019년 기준 총수출과 총수

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7%와 15.3%를 차지하지만 중

국의 경우 각각 2.82%와 1.1%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인도는 2020년 기

준 44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양국 교역 구조는 전형적

인 높은 수준의 산업제조국과 낮은 수준의 비산업제조국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의 측면에서도 불균형하다. 이에 

더해 중국의 대인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큰 비

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인도의 대중국 투자는 미미하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호의존 중심의 정치경제구조는 중국과 인도의 기

본적인 경제적인 협력구조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는 양국이 소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가장 큰 인구와 영토를 보유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뒤를 이어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할 국가군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그 경제적인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의 시작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소위 ‘중국특색사

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 시장, 그리고 혁신주도 국

가로 기능하고 있다. 인도는 이에 반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또는 

친디아(Chindia)로 지칭되며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value chain)에서 

중국을 이어받을 또는 대체할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잠

재력을 인정받는 고성장 개발도상국의 하나이다. 이러한 거시 수준의 정

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양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양국이 ‘운명적’으로 압

도적인 국력과 크기의 비대칭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타파할 수 없는 지역 역학 구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더욱 크다. 

6) 이 글에서 양자무역 관련 등 통계자료는 UN Comtrade Database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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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후반 이후 대중국 무역에서 대규모의 적자, 급속도로 확장

하는 중국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대해 인도의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의식

은 위에서 설명한 중국과의 정치안보적인 갈등의 심화와 경쟁의식의 강화

와 결합하여 중국의 대인도 경제 진출 및 협력 확대에 부정적인 기조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인도는 자국의 인프라 및 핵심 제조업

과 관련된 전략산업(strategic industry)에 중국의 투자 및 진출을 차단했

다. 특히 핵발전, 도로, 철도, 전력 송전망(그리드) 등의 인프라 영역에서 

이러한 국내경제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지역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7) 이

러한 일련의 정치경제적 비대칭성과 열위성은 매우 강력한 ‘반중국정서’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국내정치적 압력은 다시 외교정

책결정자에게 작용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순환구조로 변

하고 있다.8) 

이에 반해 중국은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의 

업스트림(upstream)에 위치한 국가로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체로 정치안보적 이슈와 분리하여 정치경제적 이슈를 다루려

는 외교전략적 방향성을 보인다. 이미 세계 제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게 14억 인구의 인도는 현재를 넘어 

미래의 시장으로서 너무도 큰 가치를 지닌다. 2020년대 들어 격화되고 있

는 국경분쟁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략산업에의 진출과 협력을 포함

한 다각적인 협력 제안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자국 제조기업들의 대인도 

7) Wooyeal Paik and Rajiv Kumar, “India’s Extended “Act East” Outreach to Northeast 

Asia: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actions wi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7-1 (2019), pp. 1-30.

8) Gohkale (2021); Chellaney (2021); Jagannath P. Panda. India-China Relations: Politics of 

Resources, Identity and Authority in a Multipolar World Order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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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많은 저가 일상용품은 인

도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고 인도 자국 업체들은 이에 대한 경

쟁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며 대체 공급망(supply chain)의 대체 국가도 찾

기 어렵다. 또한 저가상품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상품 및 이와 

결합된 앱(app) 및 빅데이터 시장 또한 중국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기록

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인도는 방어적인, 중국

은 공격적인 협력 기조를 유지해왔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2020

년대 들어 인도가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비대칭적인 정치경제구조를 전면

적으로 극복하려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까지 상정한, 공세적인 정

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미진하다.9) 

3. 양국의 지역, 글로벌 전략과 기본 구조: 인도의 인도-태평양전략･동

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충돌

위에서 분석한 정치안보, 정치경제적 갈등 구조는 양국의 지역 및 글로

벌전략의 진화와 그로 인한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전략과 그 안보 하위 단위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기존의 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결합하고 있

다. 현 BJP 모디 정부의 동방정책은 전 국민회의(The Congress) 맘모한 

싱 정부의 동향정책(Look East Policy)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인도의 

소위 비동맹정책(non- alignment policy) 원칙에 입각한 남아시아에 국

한된 제한적 외교 영역을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

아까지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주창되었고 인도의 대표적인 외교전략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후반까지 동방정책이 상징적인 선언적

9) 인터뷰 (인도 중국 전문가, 2021.11.14.); Amitendu Palit. 2020. ‘Can India Decouple 

From China?’, The Diplomat (11.1) accessed at 

https://thediplomat.com/2020/10/can-india-decouple-from-china/ (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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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을 넘어서 결정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10) 그

러나 이러한 동방정책은 중국과의 육상 및 해양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상 변화는 2020년대 들어 미

국, 일본, 호주와 함께 연대(alignment)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그 하위 

안보협력체인 쿼드에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에

서 확인된다. 

인도는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전역의 대륙과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과학기술학적 경쟁과 충돌, 그리고 부분적 

타협이 새로운 균형점(equilibrium)을 찾아가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한

다.11)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이 경쟁하

고 있는 해양 지역 즉 서태평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이 인도의 외

교적 사활이 걸린 전략적 영역임을 외교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남아시아에 고립된 상황에 있던 인도의 외교전략 영역의 확장

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중국의 남아시아로의 진출, 또는 

남아시아 제 국가들과의 ‘연결’은 일종의 메기효과(catfish effect)의 충

격을 남아시아 지역패권국으로 자족하던 인도에게 안겨주었다. 인도는 지

역 수준의 경쟁을 글로벌 수준의 경쟁으로 치환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대에 들어 인도는 남아시

아를 넘어 동쪽과 서쪽으로 급속히 그 외교적인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전략은 여전히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위 ‘서구’ 국가들과의 유사 동맹 또는 연대의 중

10) Paik and Kumar (2019).

11) Shivshankar Menon. “Some Thoughts on India, China and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China Report 53-2 (2017), pp. 188-213; Harsh Pant. “The India–US–China 

Triangle from New Delhi: Overcoming the “Hesitations of History”’, India Review 18-4 

(2019), pp. 38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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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재평가한다.12) 절충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의 비동맹전략은 2020

년대의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지역강대국 및 중견국과의 연대를 포함한 

‘다수연대(multi-alignment) 전략’이라는 언어상으로 다소 자기 모순적

인 전략적 방향으로 변화했다. 중국은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략적 경쟁

자이며 이를 해당 지역적 차원에서 국한하여 다룰 수 없는 인도로서는 남

아시아 역외, 즉 유럽, 동남아, 동북아, 중동, 아프리카로 협력 대상을 모

색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은 근대 이후 최초로 남아시아 지역 내에 남아시아의 제 국가

들에게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인도에 대한 대안(alternative)으로 부상하

였다. 중국은 실제로 인도를 제외한 남아시아의 모든 국가, 즉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네팔, 몰디브, 모리셔스 등에서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건설 중이며 대부분의 소요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듯이 인도는 위의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일대일로에의 적극적 참여에 여러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제국’으로서 유라시아 육

상과 해양 모두를 아우르는 글로벌전략이다. 이는 인도의 동방정책과 인

도-태평양전략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외교 

지형에서 현격한 위치의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주변국외교의 차원에서 

인도를 지역강대국으로, 일대일로전략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다

뤄야 할 한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일대일로전략은 유라시

아의 범위를 넘어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도 확장되는 추세로서 미국

12) Jaehyun Lee, Wooyeal Paik, et al. The Quad Countries’ Indo-Pacific Strategies and 

Ensuing Responses by South Korea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ASAN Report (Seoul: As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2020); The White House. The 

Fact sheet: Quad Summit (2021.3.12.) accessed a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 

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fact-sheet-quad-summit/, (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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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글로벌 전략으로서 격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반강제적인 남아시아 지역 외로의 외교적 영역 확장의 

원인이 된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서 인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3)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공식적으로 참여

하지 않으며 남아시아 지역 내의 모든 영역에서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견제를 실행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파키스탄 카

슈미르 지역과 파키스탄 전역의 종합적인 인프라 개발, 스리랑카의 함반

토다 항구 개발, 몰디브의 인공섬 개발, 방글라데시의 철도, 송유관 개발, 

그리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인 미얀마의 송유관, 도로, 철도 

개발 등에 대해 인도는 중국이 남아시아를 인도의 역내 장악력을 꿰뚫는 

현상변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인도 중심적인 입장이며 남아

시아 제 국가들의 관점은 당연히 중국이라는 대안의 등장으로 인도와의 

관계에서 기존에 부재하던 지렛대(leverage)를 상당히 획득하였다는 데

에 가깝다. 이러한 갈등적 요소에도 중국은 인도를 일대일로전략에 참여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도의 14억 인구로 상

징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반면 인도는 중국 시장을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역량이 부족하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일대일로전략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선(cleavage)이다. 

13) PTI. ‘India Refuses to Endors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indu (2018.6.10.); Ye 

Hailin. “Modizhengfu dui huawentiwaijiaocelue yanjiu: jianlungaishijiaoxia yindudui 

“yidaiyilu”changyidetaidu’ [A Study on Modi Government’s Issue by Issu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India’s Approach to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Dangdaiyatai [Contemporary Asia-Pacific] 6 (2017), pp. 24-47; Zongyi Liu. “India’s 

Political Goals Hinder Cooperation with China on ‘Belt, Road’, Global Times (2016.7.3) 

accessed at https://www.globaltimes.cn/content/992047.shtml (접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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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중국-인도 관계 변화와 2022년 전망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경쟁국’ 또는 ‘적국’으로 

정치경제 측면에서는 양자 간 비대칭적인 상호협력국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큰 구조는 2021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인도 포위 및 

상대적 우위 점유 전략을 강화했으며 인도는 이를 타파하려는 여러 정책

을 강화했다. 중국의 외교전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일당

권위주의체제(one party authoritarian regime)의 강화와 결합하여 국제

적으로 더욱 강력한 지역 및 글로벌 강국으로의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

다.14) 위에서 분석한 정치군사적인 정치경제적인 대인도 전략은 이 연장

선상에 있으며 양국 간 국경분쟁과 일대일로사업에서도 양보와 타협을 배

제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2020년 6월에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갈완계곡 충돌로 더욱 악화된 국경분쟁이다. 갈완의 

중심인 ‘판공호수’는 중국이 2/3를 인도가 1/3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

역이다. 이 지역을 비롯하여 중국은 서쪽과 동쪽의 국경분쟁 지역에 대규

모 육군력을 강화했고 인도도 이에 대응한 육군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는 양국 간 국경분쟁의 조용한 

악화이며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이 영토분쟁에

서 타협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은 제20차 전국공산당전국대

표회의가 개최되는 2022년 인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비롯한 어떤 인

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또한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두 개의 전선, 즉 동쪽의 아루나찰 프라

14) Xuetong Yan. “The Age of Uneasy Peace: Chinese Power in a Divided World,” Foreign 

Affairs (Jan/Feb 2019), pp. 40-46; Jennifer Lind. “Life in China’s Asia: What Regional 

Hegemony Would Look Like” Foreign Affairs (Mar/Apr 2018), pp.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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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남티벳의 중국과 서쪽의 잠무카슈미르･악사이친의 파키스탄과 중국

의 두 적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국제정치상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의 

정파 간 이해관계로 인해 타협할 여지가 없다. 양 전선에서의 조용한 악

화가 예상되지만 여러 형태의 군사충돌, 그리고 우발적인 국지전의 발발

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간 영토분쟁은 양국의 지역 및 글로벌전략의 유지 또는 변

화와 맞물려서 진행되었다. 특히 작년 인도 외교전략은 큰 전기를 맞았다. 

인도는 인도-태평양전략, 그리고 안보 하위 단위인 쿼드에 공격적으로 참

여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장 억제를 위하여 남아시아 지역 외 국가들과

의 연계를 본격화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자체의 인도-태평양전

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쟁에 이해상관자

(stakeholder)로서 뛰어든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협력 강화이

다. 특히 서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이 그 주요대상이며 인도태평

양･일대일로 해양에서의 전면적 협력의 기틀을 잡았다. 또한 인도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동의 UAE, 지역 강국 이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스

라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대만과의 협력을 공식

화했다.15) 특히 대만의 외교상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격상하고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2022년에

도 대중국 견제와 억제를 위한 인도의 남아시아를 벗어난 글로벌 차원의 

외교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인도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재강화 요구

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국인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미묘한 협력, 갈등 관계인 러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 

15) ORF. ‘The Future of India-EU Relations’ Event Report (2021.6.28); Roger Liu. “How 

Can Cooperation with Taiwan Benefit India and Maharashtra in the Global Supply Chain 

Shift?” ORF Rasina Debate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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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역에서 2021년은 중국의 대인도경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도의 억지 정책 실행과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

다. 특히 이 경제적 갈등 영역이 혁신과학기술산업 영역으로 확장되었

다.16) 인도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반 전략산업의 자국 진출을 차단했다.17) 

인도는 기존에도 중국 전략산업의 자국 내 진출 억제 정책을 실행해왔으

며 작년에 네트워크 연결망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인도는 미국의 제재대

상인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ZTE를 인도 내 5G 네트워크망 건설 시장에

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모디 정부는 

집권정당 BJP와 힌두트바(Hindutva)로 상징되는 힌두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기술민족주의(techno nationalism)의 핵심 타겟으로 중국을 

상정했다.18) 

이러한 인도의 반중국 과학기술산업 정책은 미･중･호(美･中･濠)와의 

쿼드 협력 결과물인 ‘중대하고 떠오르는 기술 워킹그룹(critical- and 

emerging-technology working group)’에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공식화

되었다.19) 이는 미국의 대중국 핵심 정책인 ‘전략 산업에서의 중국배제 

공급망(a China-free supply chains in strategic industries)’에 의존하

여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혁신기술산업의 제조국으로 발전하는 전략의 일

환이다.20) 또한 주요 가전제품, 모바일 통신장비 및 단말기(스마트폰)에

16) 이 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우열. 2022.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 : 인도의 전략

과 한국외교에의 함의’, 차정미 편.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

에의 제언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출간예정) 참조. 

17) Sophia Lewis. “Will India catch frost-byte in the tech Cold War?” ORF Opinion 

(2020.9.7.) accessed at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will-india-catch-frost-byte- 

tech-cold-war/, (접속일: 2021.12.1.)

18) Nirmala Ganapathy. “India find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Sino-US tech war” 

The Strait Times (2021.5.17.). accessed at https://www.straitstimes.com/opinion/india- 

finds-new-challenges-and-opportunities-in-sino-us-tech-war, (접속일: 2021.12.1.)

19) The White House. “The Factsheet: Quad Summit (2021.3.12.)” accessed at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fact-sheet-quad-summit/, (접

속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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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중국 영향력 약화, 중국의 인도 내 ICT기반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억제, 지방정부들의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 사업축소, 그리고 자국 모바일 

앱시장 보호 정책으로 220개의 중국 모바일폰 기반 앱들을 차단 등의 조

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반시장적인 조치로 비판

했지만 인도는 개의치 않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대중국 기술민족주의의 

강화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강력한 대중국 경제정책, 소위 디커플링까지도 상정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 인도와 중국의 교역

량과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해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양국 교역

량은 사상 최고인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

년 대비 51.7% 증가한 684억 달러, 대중국 무역적자는 470억 달러에 달

했다. 코로나 감염병(COVID-19) 상황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이

러한 수치는 인도의 대중국 비대칭적 경제의존도가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은 인도의 여론이 갈수록 반중

(anti-China)으로 기울어져 가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브릭스

(BRICS), 신흥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 등의 글로벌, 지역 국제기구･조직

을 통한 개발도상국 간의 다자 협력은 그 지속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가 하락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유사한 개발도상국

이 아닌 기존의 산업가치사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또는 기

존의 카테고리로 담기 어려운 산업국가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

다. 인도에게는 중국이 일본, 미국, 한국, 독일 등과 다를 바 없는 산업국

가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중국과의 경제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질 

것이다.

20) Hiroyuki Suzuki. “Building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The Geopolitics of the 

Indo-Pacific Region,” CSIS Report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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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

한국 외교전략커뮤니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왔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와 더불어 더

는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뤄져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안보적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좁고 깊은 외교 

영역은 2020년대의 변화하는 글로벌 구조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선진

국으로 격상된 국가역량 및 전략적 이해에 적합하지 않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고 다수의 강대국과 중견국이 인정하는 한국의 지역전략

으로 자리매김한 ‘신남방정책’이 이러한 주장의 현실화 된 증거이다. 한

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의 상대적 국가역량 부족(deficit)과 글

로벌 수준에서의 상대적 국가역량 잉여(surplu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

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2020년대의 외교전략을 재편하며 새로운 프로토타

입(prototype)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2020년대 한국의 지역 및 글로

벌 외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현 정권의 핵심적 

외교 성과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대상으로서 인도와의 양자 및 

다자 관계는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와 달리 거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물

론 양자관계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

교적 정체는 인도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의 부족과 더불어 이 글에서 분석한 인도의 반강제적 외교 영역의 전방

위적 확장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평가가 부재한 것에도 기인한다. 또한 

중국의 대인도 및 대남아시아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체적 실행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은 향후 한국의 대 ‘신남방’ 지역, 즉 동남아시아, 남아시

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의 중국의 외교전략을 예상하는 중요한 이해 

대상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에 이어 중국을 중심으로만 사고하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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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계해야 한다. 인도와 한국은 대중국 및 대미국 외교에 있어 유사한 

전략적 위치･입장에 있으며 중국의 대인도 전략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중

국 전략에 천착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에서 소위 끼인 국가 간의 연대와 협

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제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보적 상호작용

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020년대를 관통하여 지속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단순히 북한･북핵 이슈와 양자경제관계 중심으로 한

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외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선진국들과 유사한 

국가역량을 갖는 중견국이자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러한 중견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형태의 지역, 글로벌 외교전략을 갖고 동

북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 강화는 한국에게 필수다. 현

재 미･중 경쟁이 갖고 온 반강제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인도가 외교전략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이 한국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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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탈레반은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초기 

이 전쟁의 목적은 알카에다 거점 타격 및 주요 인사 검속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 건설로 목표가 확장되면서 20년 동안 지루한 진지전이 전개되었다. 국가 

건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미국은 탈레반의 집권을 용인하게 되었고 이

는 역내외 전략 환경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안보 관련 셈법이 

복잡하게 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일에 개입하며 당위론적인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변수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역내 주요국들의 입장차이도 예상된다. 시아파의 대표국가를 자임하는 이란은 

그간 탈레반과의 구원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경제난, 핵협상 등 당면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안보를 

미국에 외주를 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 향후 미국이 

동맹 및 우방을 얼마만큼 예우하며 외교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의 안보 환경은 변화할 것이다.  

 특집: 새해와 한국의 외교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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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군 철군의 배경과 의미 

2021년 8월 말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벌인 전쟁이 종료되었다. 2001

년 10월 7일, 9･11 테러의 주범 알카에다(Al Qaeda) 핵심 인사들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면서 개전했다. 작전

명 ‘아프가니스탄의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 in 

Afghanistan)’로 시작된 전쟁에서 미군은 한 달여 만인 11월 13일 카불

을 함락시켰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탈레반 진영은 궤멸되었고, 

주력 인사들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했다. 

탈레반의 궤멸 이후 친미 인사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가 아프

가니스탄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전쟁 자체는 물리적으로 쉽게 이겼으나 

이후가 문제였다. 아프가니스탄에 세속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미국과 나토는 ‘국가 건설(state-building)’이라는 전장(戰場)에서는 성

공적이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는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 주류의 전략 목표의 변화에 기인한다. ‘테러 세력 타격’ 대신 ‘민

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미국 주도의 패권 안정 질서 구축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중동과 서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결국 실패한 탓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2003년 3월 20일 개전한 이라크 전쟁에

서도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장병 2,352명의 목숨을 잃었

고 2조 2700억 달러의 전비를 사용했다. 이라크에서는 장병 4418명이 희

생되었고 역시 2조 달러 넘는 전비를 지출했다.1) 9･11 후속전쟁이라 할 

수 있는 양대 전쟁의 목표는 간명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완전

1) Immediate Release “Casualty Status” U.S. Department of Defense,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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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궤멸하고 카불에 세속, 민주주의 친서구 공화정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바그다드 친미 아랍 세속 

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카불과 바그다드의 민주화는 곧 아프

가니스탄과 이라크 사이에 위치한 이란 이슬람 신정공화국을 압박하는 구

도이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마치 화선지에 뿌려진 

먹처럼 확산시킨다는 (ink spot strategy) 전략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의 전략목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20년간 미군과 

나토군이 탈레반 궤멸에 나섰지만 뿌리를 뽑지 못했다. 탈레반은 파키스

탄 접경지대를 넘나들며 미군의 압박을 피했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전

역에서 자기 세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었다. 미국이 주력했던 아프가니스

탄 공권력 강화, 특히 정부군 및 경찰 역량 구축은 1조 달러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사슬이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라크 

역시 사담 정권 전복 이후 안정화 작전에 매진했지만 안정적 상황을 조성

하지 못했다. 2014년 6월에는 테러와의 전쟁의 주타격 목표였던 알카에

다보다 더 극악한 ‘이슬람 국가(IS)’가 나타나기까지 했다. 

미국의 여론은 점차 전쟁 피로도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장병들의 희

생과 막대한 전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온존하고, 테러세력이 준

동하는 데 대한 반감이었다. 미국이 계속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가 무엇인가에 관한 회의감이 증폭되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9･11 

20주기였던 2021년 9월 11일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 전면 철군을 선언

했고, 일정을 앞당겨 작년 8월말 전격 철군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판단의 문제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최소

한 작년 연말까지 카불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오류였다. 탈

레반은 생각보다 빠르게 카불을 점령했다. 철군에 이은 미국의 민간인 소

개 (evacuation)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IS-K)’라는 IS계열 테러세력에게 공격을 받아 미국의 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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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했다. 정보 판단관련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영원한 전쟁(forever war)을 다음 세대로 가져갈 수 없었음을 명확히 밝

혔다. 미국이 더 이상 만기친람(萬機親覽)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선

도 역할을 할 의지도 이유도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근본을 허물 수 있는 제2의 강자로 등장한 중국 견제에 총력전을 벌이겠

노라 선언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철군 직후인 작년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등의 골간이 

담긴 오커스(Austria-UK-US, AUKUS) 삼각 동맹을 밝혔다. 해저 역량 

강화 등 4개 협력 항목이 담긴 오커스는 중국에 대한 앵글로색슨 연대라 

할 수 있다. 사이공 함락을 연상케 하는 카불 철군 작전에 대한 비난 일색

인 상황에서 바이든은 중국 견제의 포석을 천명한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발목을 잡으

며 인력과 비용의 소모처였던 중동과 서아시아에서의 개입을 줄이는 수순

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동맹국 및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상변경국가 중국, 러시아 등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동에

서 미국이 퇴조한다는 징후가 함의하는 바는 크다. 그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의존했던 걸프 왕정, 이집트 등 공화정, 이스라엘 등의 고민

이 깊어지고 있다. 

Ⅱ.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치는 파장 및 전망

비록 중동 지역과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있지만 미국은 중동 정세를 

좌우하는 주요 독립변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동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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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고, 전략적 포석의 중요 무대가 중동이었다. 특히 ‘인지적 동

맹(cognitive alliance)’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수호에 대한 의지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격 철군은 중동 지역 내 주요 

국가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의 양

대 주요 행위자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과 대응은 전체적인 역내 

정세를 주도할 요인이 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집권 및 미군의 퇴진

은 일정 부분 두 나라 모두에게 부담이자, 새로운 행보를 견인하는 변수

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1. 이란: 관망 속 탈레반과 우호관계 유지 추구

이란 입장에서는 접경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철군하게 

된 상황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 미국의 군

대가 바로 옆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었다. 미군 지상군 및 

공군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점은 이란 안보에 분명 긍정적 요인일 것이나 

내심 부담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식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외세 개입의 시대가 끝났다며 환호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미국만큼은 아

니어도 수니파 근본주의 탈레반이 접경국가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 그 파

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 탈레반 1기 집권시기였던 1998년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자리 샤리

프(Mazar-e Sharif)에서 이란 외교관들이 탈레반 인사들에게 살해당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극단적 수니파 근본주의 와하

비즘 통치이념에 경도된 탈레반은 시아파를 이단으로 규정한다. 과격파 

탈레반들은 시아파를 멸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관계 설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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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 내외를 점유하는 하자라(Hazara)족(몽

골 이민계로 아프가니스탄 중부와 북부에 집중 거주 중)은 시아파라는 이

유로 탄압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탈레반의 하자라 탄압이 가속화될 경

우 이들이 국경을 넘어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

다. 일단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인 라자비 호라산, 남부 호라산, 

시스탄-발루치스탄 등 3개 주에 임시 난민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난민들

의 월경(越境)에 대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발(發) 위기 심화를 우려

하며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마냥 위험 요인을 방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

년간, 특히 2014년 미군의 전투 임무가 상당부분 재건으로 전환된 이후 

탈레반의 발호가 예상되면서 이란도 일정부분 대비를 한 측면이 있다. 특

히 의외로 탈레반 조직과 연락망을 구축하며 동향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활동했던 탈레반은 이란 동부 마

슈하드(Mashad) 슈라(Shura)2)를 근거로 활동했다. 대미 항전을 벌이는 

탈레반에 정보 및 일부 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반미 저항축(Axis of 

resistance)의 일원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단 탈레반은 현재 카불 중심의 집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상황이

기에 이란과 명시적 갈등관계를 만들 이유는 적다. 이란 역시 경제난을 

겪고 있고, 핵합의(JCPoA) 관련 쟁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부 접

경 지역발(發) 혼란은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념적으로 상이하

고 종파 및 민족이 다르지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진영과 탈레반은 현재 

시점에서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 탈레반은 단일 위계조직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슈라 (Shura, council 개념)를 중심으로 

일종의 준 독립채산제 조직을 운영하며 전투에 임해왔다. 마샤드는 이란 동부의 도시로 

아프가니스탄 서부 탈레반 중 일부는 마샤드 부족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이란-탈레반 연락망의 접점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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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학적 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란의 서부 시아벨트는 시아

파 주요세력(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및 아라비아반도 동부와 예멘) 간 연

대가 일정정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즉 동부 지역으로는 소

수 시아파가 수니 근본주의 세력에게 탄압을 당하는 구도이다. 이란 입장

에서는 서쪽으로는 공세적 포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신 동쪽 아프

가니스탄으로는 다소 수세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가능성

이 있다. 

서부지역 공세 수위 강화는 이란의 역내 공세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미

국을 상대하는 협상 전술이기도 하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위험 요인이 

많기에 유화적 관리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은 한

시적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근본적인 화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협조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종파 분쟁의 갈등선이 불거질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여 축소 내지는 철수가 가져다주는 중동 내 

힘의 공백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보여주는 전격적 

‘축선 이동’이 이란의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

단은 핵합의를 중심에 놓고 이란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 사우디아라비아: 위기 징후 가시화 및 생존 전략 모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게는 탈레반의 재집권은 위기의 징후다. 

작년 8월 16일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가니

스탄에 ‘이슬람의 가치가 통용되는 평화정착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발

신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탈레반에 대한 평가를 내어놓지는 않

았다. 그러나 탈레반의 재등장이 반가울 리는 없다. 탈레반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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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후견인을 자처할 만큼 탈레반을 지원했다. 실

제로 당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승인하고 수교까지 한 국가는 사

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파키스탄 등 3개 국가가 전부였다. 

특히 수니파 근본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탈레반에게 수니파의 맏형이

자 이슬람 종주국을 자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

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사우디왕실을 전복하려는 오사마 빈라덴 

등 알카에다 등 불순세력을 탈레반이 받아주면서 양국 간 밀월 관계는 악

화되었다. 여전히 탈레반 핵심 지도층은 사우디 왕실의 무능과 부패에 비

판적이라는 평이 중론이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정세보다 역내 이슬람 정치집단의 발호가 더욱 우려스럽다. 탈레

반은 20년간의 투쟁을 통해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과 나토군을 이슬람의 

이름으로 축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절대왕정 국가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우디 왕실 입장에

서는 탈레반 자체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고무될 반왕정 이슬

람 근본주의 세력의 준동을 우려한다. 최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속이 

심해진 이유로 보인다.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은 미국의 중동 이탈(離脫) 추이다. 그동안 왕국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핵합의 복귀를 

다시 추진하고, 오랜 전장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우

디 왕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생

각보다 빠르게 도래했다는 위기감 속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존의 전략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미국 안보망에 맞추어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의 안보망에 편입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역내에서 위협이 되는 세력들과 

최소한의 불가침 구도라도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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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최근 이란과의 고위급 대화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 중이라는 소식은 설명력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의 부재를 전제로 한 안보 생존 전략 구축 차원

에서 보유 자산을 활용, 방공망 등 안보 시스템 구축에 진력해야 할 요인

이 생겼다. 동시에 위험 회피 차원에서 적대 세력과의 대화도 운용하며 

정국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

다. 미군 퇴각 이후 이슬람의 승리주의에 도취된 일부 세력들이 문제다. 

이들에 의해 자칫 폭력적 극단주의, 반서구-반외세의 흐름이 가시화될 경

우 친서구 걸프왕정의 통치 체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사우디 왕실이 별다른 아프가니스탄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으

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Ⅲ. 전망 및 함의: 미국의 전략 변화와 그 여파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의 재집권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연동되

어 있다. 석유의 전략적 의미 변화와 중동 민주화의 경로 이탈이라는 경

제, 정치의 양대 축선을 고려하면, 미국이 보는 중동의 전략 가치는 분명

히 하락했다.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시행된 전쟁과 민주주의 확산 프로

젝트는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pivot to Asia) 전략과 트럼프의 고립주의

(isolationism, Make America Great Again) 노선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

의 철군과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 전체를 혼

자 떠안고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동에서는 역외 균형자(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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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r)로 머물겠다는 포석이다. 

거대한 힘의 공백은 중동 내 역학관계와 질서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보

인다. 현재로서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경로로 국가 건설을 하

느냐가 관건이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은 미국의 관여 축소다. 다만 미국은 

무작정 중동과 서아시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중동의 내부 역학관계가 균형태로 작동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최우선순위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한 정지작업으로 중동의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원거리 개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단 전

통적 양자 관계의 증진보다는 역내 다자 구도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가

능성이 높다. 두 개의 틀은 이란 핵합의와 아브라함 협정이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서 상정하는 구도는 일종의 ‘적대적 균형’이다. 

다시 말해 역내 주요 적대국가들이 비록 화해와 협력기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불가침 관련 평화합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란핵합의 복귀 협상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란을 최

소한 중립지대로 끌어다 놓고 유럽과 연계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의 

지중해 진출 교두보에 제어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UAE 등 아랍국가 간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을 묶

어냄으로서 갈등요인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러나 용이한 사안은 아니다. 일단 이란핵합의 복귀 관련 협상은 지난

했고, 향후에도 다루어야 할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

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을 위무하고 반이스라엘 정서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

의 발호를 막아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전략적 축의 이동에 관한 논

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 동쪽으로 축선을 이동 시키는 노선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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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異論)이 있다. 중동의 전략적 가치 자체는 낮아졌다는 것이 정설이고 

더 이상의 개입은 무리라는 입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중동과 서아시아에서의 빈 공간을 중국과 러시아 등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s) 들에게 내어주는 상황에 관한 우려 역시 상존

한다. 실제로 중국의 동진(東進) 및 남진(南進)과 관련된 양안(兩岸)사

안,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등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서진(西進)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대일로의 부작용과 

현지의 반감이 점증하는 것이 사실이나 중국이 공세적인 진출을 계속 하

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과 서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탈이 현명한 전략인가

에 관한 논쟁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란핵합의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두 개

의 다자틀을 이용, 역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합의 복귀 

및 이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의 동력이 

약화될 경우 미국의 부담은 커진다. 자칫 중동 내부의 역외 패권이 중국

과 러시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핵합의 타결 및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란의 저항경제의 유일한 파트너는 중국이다. 이란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중동 내 시아파 친이란 세력들의 친

중국화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아프가니스탄-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

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지중해 연결망을 연상시킨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전형적 루트에서 벗어나있지만 더 폭발력이 큰 연결

망일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의 존재감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

제 사회의 평화 안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변곡점을 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사용 의

혹이 있음에도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란은 역내에서 시

아파 영향권 확대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역내 주요 국가들은 이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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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혁명 사상의 전파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인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에 우려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및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 전환과 철군은 친미 수니파 국가들에게 향후 미국이 이란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게 한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 미국은 중동에서 물리적 개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론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은 물리적 관여를 축소시키고 거리두기에 나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

교와 개발이라는 대외정책 수단을 적극 가동할 태세다. 무력으로 특정한 

폭압 정부를 붕괴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난 

20년간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교훈이다. 미국의 관여 축소

라는 생경한 상황에 마주하는 중동 각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해

득실의 셈법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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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정부의 출범과 EU 및 대외 정책 향방 

손 선 홍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

국문초록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은 독일은 물론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끈 선거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유럽 제1, 세계 제4위의 경제국이

자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을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주요 관심

사였다.

총선 결과 사민당이 지지율 1.6%(9석)의 근소한 차이로 기민/기사당을 제치

고 제1당이 됐다. 기후 문제가 부상하면서 녹색당은 제6당에서 제3당이 됐다. 

친 기업 성향의 자민당은 제4당이 됐다. 2개월 반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1년 12월 8일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하며 신정부가 출범했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3당 연정(聯政)이다. 

신정부는 기후 보호,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교통

시설 개선, 최저 임금 인상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대외 정책에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며 유럽연합(EU)의 최대 회원국으로서 EU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독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와 강력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대서양 동맹도 중시하며, 인도･태평양 정책에 따라 한국 등 아시

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입장도 밝혔다.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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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21년 9월 26일에 실시된 제20대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총선)는 

독일은 물론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05년 이래 16년 동안 독일

을 이끌어 왔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시대가 끝나고 정치 변화

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위상도 있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중에 유럽의 금융위기, 난민 문제에 적극 대처했고, 

EU의 통합과 발전, 기후보호, 인권 신장 등에 힘썼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에게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메르켈

은 이러한 정치 활동으로 국제 지도자로의 이미지도 심었다. 메르켈은 

2006년 �포브스� 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2015년

에는 미국 �타임� 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 메르켈에 

이어 누가 독일을 이끌어 갈지도 큰 관심이었다. 

메르켈 이후에도 기독교 민주당/기독교 사회당(CDU/CSU, 기민당/기

사당)1)이 계속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16년 동안 연정 파트너 또

는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처음

으로 총리 후보를 낸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은 어느 정도 지지

를 얻을 것인가?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총선 결과 사민당이 득표율 1.6%에 9석이란 근소한 차이로 기민/기사

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사민당은 2개월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聯立政府)를 수립했다. 지난 

16년 동안 야당 또는 연정 동반자에 머물렀던 사민당이 독일 정치의 중심

1) 기민/기사당은 기독교 민주당(CDU)과 기독교 사회당(CSU)을 함께 부르는 용어다. 기민

당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한 15개 주에 당 조직을 두고 있으며, 기사당은 바이에른 주에만 

있는 정당이다. 두 정당은 연방 하원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

계로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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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섰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등장으로 다소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연정

의 한 축인 자민당이 친 기업 성향이고, 조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어 신정

부의 급진적인 좌편향 정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제20대 총선 결과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어 연정 협

상을 통해 드러난 신정부의 국내 정책과 유럽연합(EU) 및 대외 정책 방

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독일 신정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도 제

시한다.

Ⅱ. 총선 결과와 특징

1. 총선 결과

총선 결과 사민당은 25.7%(206석)를 얻어 제1당이 되면서 16년 만에 

집권했다. 사민당은 총선 2달 전인 2021년 7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5∼16%에 머물러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이런 사민당을 제1

당으로 끌어올린 이는 부총리이자 재무 장관으로 총리 후보로 나선 올라

프 숄츠(Olaf Scholz)였다. 

집권당인 기민/기사당은 당 대표이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리

인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총선보다 지지율이 8.8%가 줄어든 24.1%(197석)를 얻으며 제2당으로 

떨어졌다. 녹색당은 한때 지지율이 25%까지 치솟자 처음으로 당 공동 대

표인 베르보크(Annalena Baerbock, 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기대에

는 못 미쳤지만 녹색당은 5.9% 증가한 14.8%(118석)를 얻어 제6당에서 

제3당으로 올라섰다. 자민당은 0.8% 증가한 11.5%(92석)를 얻어 제4당

이 되었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die Alternative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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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AfD)2)은 2.3% 줄어든 10.3%(83석)을 얻어 제5당이 

됐다. 

정 당 득표율(지난 총선 대비 증감) 의석수

사민당(SPD) 25.7%(+5.2) 206

기민/기사당(CDU/CSU) 24.1%(-8.8) 197

녹색당(die Grünen) 14.8%(+5.9) 118

자민당(FDP) 11.5%(+0.8) 92

독일 대안당(AfD) 10.3%(-2.3) 83

좌파당(Die Linke) 4.9%(-4.3) 39

남슐레스비히 선거인단 

(SSW)3)
  0.1%(+0.1)   1

출처: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4)

<표 1>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수 (총 의석 736석)

2. 총선의 특징

지난 총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국민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안정을 택했다. 메르켈이 더 이상 

총리 후보로 나서지 않고, 기민/기사당 총리 후보 라셰트도 약체로 드러

나자 독일 국민은 변화를 택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을 지지하면서도 자민

당을 선호하고, 좌파당을 멀리하여 좌파 연정을 무산시킨 것이다. 

2) 독일대안당은 2010년 유럽 외환위기 시에 독일이 그리스에 제공하는 구제 금융에 이의

를 제기하며 태동되었으며, 2013년 4월에 반(反) 유럽연합(EU)과 국수주의를 내걸고 창

당됐다. 서독 지역보다는 동독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3)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덴마크 소수 계인 SSW에게는 ‘5%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

석을 얻었다.

4)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0월 15일 제20대 연방 하원 의원 선거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홈페이지(www.bundeswahlleiter.de) 검색일 2021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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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당들의 공약이 대외정책보다는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되었다.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생산 시기, 탄소중립 달성 시기, 고속도로

(Autobahn)에서 시속 130km 속도제한 등 기후 관련 정책이 압도적이었

다. 용어도 ‘기후변화(Klimawandel)’에서 ‘기후보호(Klimaschutz)’로 

쓰며, 기후보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디지털 인프라 확

충 및 교육 강화, 최저임금 인상, 근거리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제기했다.

셋째, 독일 국민의 정치 성향이 다양해지고 있다.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은 ‘국민정당(Volkspartei)’으로 한동안 4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

다. 지난 총선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동시에 20%대로 떨어졌

다. 특히 기후 문제에 민감하여 녹색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 

정치 성향이 다양해졌다.

넷째, 동독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좌파당이 퇴조하고 있다

는 점이다. 동독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좌파당은 지난 총선보다 

4.3% 줄어든 4.9%를 얻었다. 의회 진출이 무산될 뻔했으나 지역구에서 

3명이 당선되어 비례대표에서 36석을 추가로 얻어 39석으로 가까스로 의

회에 진출했다. 좌파당의 자리를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이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5) 

다섯째, 의석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연방 하원 선거법상 정

원은 598석(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이나 ‘초과 의석’과 ‘균형 

의석’ 제도로 인해 무려 23.1%인 138석이 늘어나 총 736석이 됐다. 지난 

5) ‘5% 조항’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의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소수 정당이 다수 진출하여 정부 구성에 시일이 많이 걸렸고, 

선거도 자주했다. 이로 인해 정치가 불안정해진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득표율이 5%에 미달되더라도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으면 제2투표 득표율에 따

라 의석을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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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의 709석보다도 27석이 늘어나 역대 최대 의석이 됐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민의 의사를 비교적 올바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처럼 의석이 많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

회의원 선거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여섯째, 우편투표(Briefwahl)의 비율이 47.3%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는 점이다. 우편투표는 일종의 사전 투표 제도로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1957년에 도입했다. 약 절반에 가까운 투표자

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우편투표를 한 것이다. 2017년 총선에서 28.6%

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높아졌다. 투표를 일요일에 하고 

있지만 투표율은 76.6%로 비교적 높았다. 

Ⅲ. 연정 협상과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1. 연정 협상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형

태도 연정(聯政)이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래 줄곧 연정이었

을 정도로 연정은 독일 정치의 제1의 특징이다. 총선 2주 후인 2021년 

10월 7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3당은 연정 수립을 위한 탐색 협상을 

시작하여 10월 15일에 12쪽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은 이 탐색 협상 

합의문에 대해 각각 지도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 10월 27일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공식 협상은 한 정당에서 100명씩 총 300명이 7대 분야 22개 

세부 분야(한 정당에서 분야별로 4∼6명씩)로 나누어 진행했다. 

7대 분야는 현대 국가와 디지털화, 기후보호, 노동계, 가족 및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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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안보, 외교와 국방, 국가 재정이다. 7대 분야를 22개 세부 분야로 

나누었다. 현대 국가와 민주주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학

문･대학･연구, 경제, 환경･자연보호, 농업 및 식량, 이동, 기후･에너지･변

화, 사회적 국가･기초･연금, 노동, 건축･주거, 건강 및 돌봄, 교육 및 모든 

이에게 기회, 어린이･가족･노년층･청년, 문화와 메디아 정책, 국내 안전･

시민권리･법률･소비자보호･스포츠, 동등과 다양성, 도시와 지방에서의 

쾌적한 생활환경, 피난･이주 통합, 외교･안보･국방･개발원조･인권, 유럽, 

재무와 예산이다. 협상이 세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협상을 마친 3당의 22개 실무 협상 팀은 11월 10일 합의 또는 미합의 

내용들을 6쪽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 협상 팀에게 넘겼다. 실무 협상 팀

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협상 팀이 협의를 계속하여 11월 24일에 최종 합

의 내용을 발표했다. 3당은 최종 협상 결과를 각각 특별 전당대회에 보고했

다. 사민당은 98.8%(12.4), 자민당은 92.2%(12.5), 녹색당은 86%(12.6)

로 승인하자 3당 대표는 12월 7일 연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3당의 합의 

내용을 국내 문제, 외교 및 EU 정책, 연방 정부의 각료 배분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2. 국내 문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의 연정을 신호등 연정(Ampelkoalition)이

라고 한다. 3당의 상징색이 사민당(赤), 녹색당(綠), 자민당(黃)의 교통 

신호등 색과 같기 때문이다. 연정 협약서 이름은 “더 많은 전진을 시도한

다(Mehr Fortschritt wagen)”이다. “자유, 정의와 지속성장을 위한 연합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이라는 소제

목을 달고 있다. 협약서 분량은 177쪽으로 연정이 추진해야 할 정책을 광

범위하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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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후보호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자민당의 요구로 국가부채 제한 규정을 준

수하기로 했으며, 조세 인상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3당은 연정 협약서 전문(前文)에 “우리들은 전통과 관점이 서로 다르

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한다”라고 했다. “시민

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공공 인프라 시설을 더 확충하고, 공공 연결

망과 공간을 더 현대화하며, 이를 위해 계획, 승인, 전환 절차를 현저하게 

촉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인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탈 석탄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8

년을 앞당겨 2030년으로 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의 

80%까지 충당하며, 이를 위해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를 대폭 확충한다. 

2030년까지 1,500만 대의 전기 승용차를 보급하여 승용차의 1/3을 전기

차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후 중립의 50%를 달성한다. 기

후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경제부를 경제･기후 보호부로 한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주요 공약인 고속도로(Autobahn) 상의 130km/h 속도 제한은 

자민당이 반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기본법(헌법)에 규정된 국가부채 제한 규정은 2023년부터 다시 지켜

지도록 한다. 다만, 기후보호, 디지털화,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시설 확

충,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 최저임금을 연정 출범 첫해에 시간당 9.60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

하며,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하르츠 IV(Hartz IV)를 폐지하고, 기본소

득(Bürgergel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금 축소는 없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연방 하원과 유럽의회 선거 참여 나이를 현 18세에서 16세로 인하를 

추진한다. 난민 신청 절차와 가족 결합을 신속히 하며, 불법 이주를 줄여 

정상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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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인상 제한(3년 동안 11%) 규정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매년 신규 

주택 40만 호를 공급하며, 이 중 10만 호는 공공부분이 담당한다. 근거리 

교통과 철도 교통을 대폭 확충･개선한다. 대마초는 성인에 한해 허가된 

상점에서만 판매한다. 

행정과 학교 교육의 디지털 강화를 위해 교통･디지털부로 한다. 디지털

을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초, 중, 고교의 교육 환경을 완전 디

지털화한다. 관청은 성능 좋은 IT 장비를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가 더 매

력적이 되도록 한다. 

3. 대외 및 유럽연합(EU) 정책 방향 

신정부는 대외정책을 “유럽의 이익 관점에서 독일의 이익을 고려하

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교업무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적으로 굳건하고, 활동 능력이 있고, 

전략적으로 주권적인 EU가 독일의 평화, 복지, 자유를 위한 토대”라며, 

독일은 이러한 EU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독일은 EU의 최대 회원

국으로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며, 에너지 확보, 보건, 원료 수입,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주권(die strategische Souveränität 

Europas)’을 강화겠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2021년 12월 15일 연방 하원

에서 한 신정부 정책연설에서 “유럽 통합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정부는 EU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약개정 입장을 밝혔다. 특

히 발의권을 통해 유럽의회(EP)를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단일 후보 

리스트와 단일 선거권으로의 개정을 지지했다. 이외에도 EU 이사회의 투

명성 확보, 유럽 경제･통화 동맹의 강화 및 심화, 지속적인 성장과 친 기

후적인 투자 촉진,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동 철도망 연결 확충,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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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인프라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럽 내 남녀 간의 임금격차 

축소 등이 독일의 목표라고 했다. 베르보크 외무장관은 기후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외무부에 기후･환경 관련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독일은 유럽 내 진정한 공동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EU 각료 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 제도를 다수결 표결로 추진하겠다고 했

다. EU의 대외 업무를 개혁, 강화하여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진

정한 유럽 외무장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EU 회원국 군대 간에 훈련, 작전 능력, 병력 배

치 및 군비 분야의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 이를 위한 민간-군 사령부를 

설치하고자 한다.6) 

EU 회원국 확대를 위해 서부 발칸 지역 6개국의 가입 프로세스를 지지

하며,7) 모든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필요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에 대해 공동의 유럽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셍겐 지역을 재도입 입장도 밝혔다. 

독일은 대외정책, 국방, 개도국 협력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3%를 지출하여 외교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능에 맞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독일이 NATO에 의무가 있는 2% 지

출 목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EU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적 대화 등을 통해 ‘강력한 독･불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서양 동맹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국제 행

6) EU는 5,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형태의 유럽방위군 창설을 논의 중이다. 분쟁이나 위

기가 발생할 경우에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각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에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이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16

일 자. 

7) 6개국은 알바니아, 북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나이다. 가입 기준 충족 문제로 실제 이들 국가가 가입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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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축이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될 것이며, 활발해질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국제법, 인권, 유럽의 평화 질서 토대위에 증

진하고자 한다. 베르보크 장관은 취임사에서 “독일은 러시아 침공에 대항

하는 우크라이나 인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법에 위반한 크림반도의 

병합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베르보크 장관은 완공된 러시아 가스 도입 

프로젝트인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의 운영에도 부정적인 입

장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독일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파트너십, 

경쟁, 체제 대립의 관점에서 형성할 것이며, 인권과 국제법 토대 위에 협

력하고자 한다. 베르보크 장관은 취임 전 위구르인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

하며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 금지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

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독

일과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글로벌 규범과 국제 해양법의 토대 

위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한다. 특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일본과

는 정부 간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와는 기존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베르보크 외무장관은 취임 다음 날인 12월 9일 파리와 브뤼셀(EU와 

NATO 본부 소재)에 이어 12월 11일에는 바르샤바를 방문했다. 숄츠 총

리도 12월 10일 첫 방문지로 파리를, 12월 12일에는 바르샤바를 각각 방

문했다. 독일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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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정부 각료 배분 

각료 배분과 관련하여 사민당은 7개 부처(내무･고향, 노동･사회, 국방, 

보건, 건설･주택, 경제협력･개발부, 총리실), 녹색당은 5개 부처(외무, 경

제･기후보호, 가족･노년･여성･청소년, 환경 및 소비자보호, 식량･농업

부), 자민당은 4개 부처(재무, 법무, 교통･디지털, 교육･연구부)를 맡았

다. 녹색당 공동 대표 하베크(Robert Habeck)는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

호 부를 맡았다. 핵심 부처인 재무부를 자민당 대표 린드너(Christian 

Lindner)가 맡았다. 그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추진하려는 조세 인상 또는 

재정확대를 막기 위해 재무 장관직을 강하게 희망하여 차지했다. 16명의 

각료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8명으로 동수이다. 

Ⅳ. 신정부 출범과 올라프 숄츠 총리

2021년 12월 8일 연방 하원이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를 연방 총리로 선

출하며 신정부가 출범했다. 재적의원 736명 중 707명이 출석하여 찬성 

395표로 선출됐다. 반대 303표, 기권 6표였다. 제9대 총리이며, 사민당 

출신으로는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에 이은 4번

째다. 

제9대 총리 숄츠는 올해 64세(1958년생)로 북부 독일의 니더작센 주 

오스나브뤼크에서 태어나 함부르크에서 자랐다. 그는 17세에 사민당에 

입당하여 27세에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40세(1998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숄츠는 사민당 원내대표(2005∼2006년), 연방 노동･사

회부 장관(2007∼2009년), 함부르크 주 총리(2011∼2018년)를 역임했

고, 제4기 메르켈 정부에서 연방 부총리 겸 재무 장관(2018∼2021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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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직했다. 의회,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은 것이 

그의 강점이다. 그는 사민당에서도 온건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숄츠는 2019년에 가이비츠(Klara Geywitz: 신정부에서 건설･

주택 장관이 됨)와 함께 당 공동대표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시기도 했

다. 그럼에도 사민당은 숄츠의 높은 지지도와 다방면에서의 국정 경험을 

고려하여 2020년 8월에 그를 총리 후보로 선출했다. 총선 2달 전까지만 

해도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민당이 제1당이 된 데에는 전적으로 

숄츠의 공이다. 총선 후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도 

그의 힘이 컸다. 숄츠는 대화나 연설 시 독일 정치인들에게서 종종 드러

나는 강한 제스처 없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스타일이다.8) 

숄츠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

믹 극복이 당면 과제이고, 매년 주택 40만 호를 건설하며, 경제를 안정적

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과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자유, 평화, 인

권 등 독일이 추구하는 가치도 실현해야 한다. 연정 파트너이지만 정책과 

입장이 다른 녹색당과 자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숄츠에게 던져진 과제다. 

Ⅴ. 나가는 말 

지난 2021년 9월의 독일 총선 결과 사민당이 주도하고, 녹색당과 자민

당이 참여한 신호등 연정이 12월 8일 출범했다. 신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보호 문제, 학교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화 확충 및 강화, 주택 

8) 필자는 주함부르크 총영사(2011.3∼2014.4)로 재임하는 동안 함부르크 시장(주 총리)이

었던 숄츠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가 참석했던 여러 행사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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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 철도 등 교통망 개선 및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대

외정책에서도 독일의 이익과 EU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과도하게 주변 4강국에 집중되어 왔다. 중국, 러

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정

학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

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유럽과 EU의 중심 국가이다. 독일은 2020년 9월에 ‘인도･태평

양 전략’을 채택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이 지역이 

미래의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런 정책에서 독일 정부가 2021년 8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호

위함 ‘바이에른’호는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UN

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관해 감시 활동을 했고, 부산항에도 들렸다. 

독일 신정부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우리는 분단국가로써 안보 면에서, 또한 GDP 대비 수출입 비

율이 70∼80%인9)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강화가 필

요하다. 우리의 외교활동도 EU는 물론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관계

를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9)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1990년에는 53.0%였으나 이후 점차 높아져 2018년에 82.9%였

다가 2020년에는 72.9%로 낮아졌다. 출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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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교수

국문초록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를 미･중 간 강대국 갈등사안으로 간주하고, 양

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

교’ 기조를 견지해 왔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리는 외교적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

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립적 ‘균형외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졌고 더 이상 유지

하기도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인

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은 그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기존의 소극적 

침묵외교에서 탈피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남중국해 외교(proactive 

diplomacy)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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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법과 그에 따른 결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남중국해에 국한되

지 않고 이어도 문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등 한반

도 주변상황에도 점차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 원칙 준수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더욱 필요하다. 

Ⅰ. 서론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를 미･중 간 강대국 갈등사안으로 간주하

고,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세적 행동을 강화해 온 중국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비난과 군사적 압박

이 거세지는 등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의도적

으로든 양 강대국 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취해온 ‘전략적 중립’ 

외교기조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을 표방하는 한국에게 가

장 최선의 외교적 선택인가? 과연 남중국해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행동의 상한

선인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최근 우리의 중립적 균형외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지

고 있고, 향후에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지속하기는 어

려우며,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외교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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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갈등 수준이 온건하게 유지된다면 한국의 중립외교 및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전략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으나, 최근과 같이 미･중 간 

충돌과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중립 및 균형외교는 작동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의 목표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립 및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연루

(entrapment)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한국은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

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주장

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법적 원칙과 우리의 국익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뿐만 아니라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관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보다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제법

과 그에 따른 결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이어도 문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등 한반도 

주변상황에도 점차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 원칙 준수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은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목소리를 내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를 비판하는 다자주의적 

입장표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항행의 자유 유지를 위해 가

장 중요한 역내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기존의 방관자

적인 침묵외교를 계속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

은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대한 소극

적 침묵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신뢰를 확보하는 



130  외교, 제140호 (2022.1)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침묵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외교(proactive diplomacy)’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핵심으로 한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

장에서 미･중 간 외교적 및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Ⅲ장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취해 온 남

중국해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러한 접근이 의

도와 달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립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입장에 암

묵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조용한 외교’ 기조의 논리를 검토하고, 더 이상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중국해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새로운 외교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Ⅱ. 남중국해 최근 동향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중국은 남

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에 맞서 미

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등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비난과 공격을 강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적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왔으며,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양 강대국 간 남중

국해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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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남중국해 공세 지속

2020년 초 중국은 코로나(COVID-19) 펜데믹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해군, 중국 해경 및 민병대를 동원하여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남중국해 관련 당사국들에 대한 군사적･물리적 압

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강화해 왔다. 베트남 등 동남아 관련 당사국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적극적 대응 여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남중국

해 공세는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중국은 기존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확보한 인공섬에 대한 주권 및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더욱 공고화･기

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 왔다.

<그림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South China Sea Verdict A U.N. ruling means nothing if free nations won’t

enforce it. “July 12, 2016. 

<https://www.wsj.com/articles/south-china-sea-verdict-14683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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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9년 말과 2020년 초 구단선(Nine-Dash Line) 이내에 위치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인도네시아 

나투나(Natuna) 제도 인근 해역에 자국의 어선을 대거 투입하여 대규모

로 불법 조업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2019년 말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로 중국 국영기업의 지질 

탐사선(Haiyang Dizhi 8)과 이를 호위하는 함정을 파견하여 관련 당사국, 

특히 베트남 해군 함정과 장기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한 중국 해군 순시선은 2020년 4월 베트남이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던 서

사군도(Paracel Islands)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을 충돌･침몰

시켰으며, 서사군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이후 매년 연례적 행사로 진행

해 온 남중국해 북쪽해역에 대한 일방적 조업금지 조치를 동년 5∼8월 기

간 실시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2020년 4월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및 서사군도를 포괄하

는 두 개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해남성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

키는 일방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2021년 2월 1일을 

기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 자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

역에서 중국 해경국(海警局)이 ‘중국의 주권 및 관할권’집행을 위해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새로이 선포하는 등 남중국해

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1)

2.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 전환 및 중국 견제 강화

중국의 공세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 빈도 강화, 폭격기 비행훈련, 핵 항모 실전 배치 등 일련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0월에는 영국, 

1) 세계일보, “中, 무기 사용 허용한 해경법 시행에… 주변국 강력 반발,”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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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동맹국항모를 포함 총 6개국 함정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

고 있다.2) 외교적으로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 부정함으로써 이전의 중립적 입장에서 남중

국해에서 정책을 전면 전환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3) 

미국은 과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중 어느 특정국가의 권리주장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미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등 분쟁당사국들의 권리주장

은 제3국의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excessive claims)’이

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를 통해 이를 사실상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특정

해서 구단선(nine dash line)에 근거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1982년 유

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

다. 즉, 특정 당사국의 권리주장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던 기존 

태도에서 공식적으로 탈피하여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과거의 중립적 남중국해 정책을 변경한 것

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전환

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제중재재판소(PCA)

의 남중국해 판결 5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관련 동남아 당사국들을 압박함으로

2) 조선일보, “中 전투기 대만해협 뜬 날, 美･英･日 항모 4척 남중국해서 무력 시위.” 

2021.10.10.

3)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Press Statement, Department of State, July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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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제해양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을 직접적

으로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동 성명에서 1년 전 전임 트럼

프 행정부의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전환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서 필리핀

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의무가 발효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4) 

3.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아세안 각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지정학적 위치 등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견지

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남중국해 당

사국들이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지만,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친

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이러한 아세안 내부분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개

별 당사국과 양자협상(bilateral negotiation)을 통해 자국의 권리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남

중국해 당사국들은 중국과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

중 간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주장을 부정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남중국해 성명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미･중 양 강대국과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려는 태도를 

4) Antony J. Blinken, “Fifth Anniversary of the Arbitral Tribunal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Press Statement, Department of State, July 11, 2021.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5

보인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동남아 각국이 방역에 몰두하

는 사이에도 여전히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행위를 지속하면서 관련 아세

안 당사국들을 계속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보다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작년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남중

국해에 대한 비교적 단호하고 단결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의장국 베

트남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Code of 

Conduct)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협상을 2022까지 완료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매듭짓겠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당사국들과 중국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중국은 친중적인 캄

보디아가 COC 협상 타결과 서명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

세안 회원국 중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매우 가까운 행보를 보여 온 캄

보디아는 2012년과 2016년에 중국에 불리한 아세안 공동 성명 채택을 

반대한 바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 당사국과 중국 양자 간 해결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캄

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COC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더

라도 참여국 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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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기존 외교적 대응 검토

1. 역대 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조용한 외교’의 지속

2010년대 초 이후 남중국해 분쟁이 동아시아 역내 주요 외교안보 현안

으로 부상한 이래 한국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

에 대해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기본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 내

용의 핵심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자극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으

로 미･중 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및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남중국해 해양수송로(SLOC)에 대해 

사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비당사

국으로서 미･중 간 강대국 갈등 사안에 대해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는 ‘전

략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외교’, 또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위한 균형외교를 추구해 왔다. 즉,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

로 (1) 비당사국으로서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2) 불가

피한 상황이 아니면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등 가급적 공식 언급을 삼가면

서 침묵을 유지하거나; (3) 입장을 밝히더라도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 촉구 등 원론적･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은 공식 국제회의 등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조용한 외

교’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례로, 201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발언에서 남중국해 문

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이 남중국해에 

논의할 때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

러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EAS 안에 해양안보 확립을 위한 해양포럼을 설치하자고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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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5)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조용한 외교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 정부

는 공개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 시작

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백악관 한･미 정

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

라”고 언급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

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였다. 미국의 공개적 외교적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그간의 ‘조용

한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동년 말 개최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남중국

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2015년 11월 4일 말레이시아 개최 제3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

의(ADMM Plus) 계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발언에서 남중국해 문제

를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이틀 후인 2015년 11월 6일 룩셈부르크에서 개

최된 아셈 외교장관회의(ASEAM FMM Retreat)에서 윤병세 외교장관도 

남중국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6) 또한, 동년 11월 22일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최

초로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표명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의 공식입장 표명문구(official statement)는 (1)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

5) 연합뉴스, “이 대통령, 남중국해 문제 침묵은 中 배려”<日紙>, 2011.11.20.

6) 남중국해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중국해는 세계의 주

요 해상교통로(SLOC)의 하나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수입 에너지의 90%와 전체 교역량의 

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로서 동 해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과 양자･다자 차원의 관련 공약 및 합의에 따라 분쟁

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외교부,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Retreat 세션 발언문, 2015.11.9.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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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행의 자유 보장, (2) 2002년 합의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에 따

른 비군사화 공약 이행 및 (3) 국제적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용한 외교’ 기조를 벗어

났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관련 국제중재재판소(PCA)의 

결정에 대해 다시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으로 복귀하였다. 한국 정부는 

PCA 결정에 대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PCA 판결에 

대해 “유의(留意･take note)한다”는 공식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PCA 판

결에 대한 지지나 판결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가치판단을 배제한 애매모호

한 태도를 취했다.7)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무부 대변인 성명

을 통해 PCA 판결 직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해 당사국들이 판결

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미국이나, ‘이번 판결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일본의 공식 입장과도 상당히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중립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바,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은 43항에서 상기 언급된 한국의 남중국해 대한 공

식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8) 강경화 외교장관도 2020년 9월 9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동일

7) 조준혁 대변인 성명은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

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정부는 12일 발표된 중재재

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6.7.13.

8) 외교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제 43항.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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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을 개진하였다.9)

2.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암묵적 용인

한국의 남중국해 중립외교 입장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련의 공세

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입장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기

조는 지난 2020년 9월에 개최된 일련의 아세안 대화상대국 외교장관 회

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다음 <표 1>은 2020년 9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그리고 미국 등 8개 아세안 대화상대

국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개최한 아세안+1 외교장관 회의

(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의 국가별 결과문서에 담긴 남중국

해 관련 항목들을 필자가 따로 추출하여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 상에 탑재되어 있는 국가별 아세안 대화상대국 

외교장관 회의 결과문서(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PMC) 10+1 Session)10)에 언급된 남중국해 관

련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8개국

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 ▲ 항행 및 상공비

9) 외교부 보도자료, “강경화 장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참여: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2020.9.10. 남중국해 문제 관

련,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

고, 동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

함을 강조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

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했다.

10) 한국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문서(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PMC) 10+1 Sess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제 15항 및 16

항에서 남중국해 관련 항목을 언급하고 있음. ASEAN Secretariat, September 9, 2020. 

<https://asean.org/chairmans-statement-asean-post-ministerial-conference-pmc-101-session-

republi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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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미국

1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 표시 X O O O O O X O

2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 강조 O O O O O O O O

3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강조 O O O O O O O O

4

UNCLOS를 포함하여, 국제법의 

보편원칙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강조

O O O O O O O O

5
2002 DOC의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 

중요성 강조
O O O O O O O O

6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COC 

협상의 조기 타결 지지

O O O O O O O O

7

신뢰구축 및 예방조치 필요성 강조 X O O X X O △ X

상호신뢰 증진 및 분쟁격화 행동자제 

필요
O O O X X O O X

건설적 대화와 협력 노력 지속 필요 O X X O O X X O

8

모든 해양활동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당사국들의 합법적 이익 및 

주권적 권리를 결정하는 토대로서 

UNCLOS를 포함하여, 국제법의 준수 

중요성을 재확인

X O O O O O X O

9

COC 협상에서 제3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
X X X O X O X O

남중국해에서 합법적 상업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
O X X O X X X O

* 출처: 8개 아세안 대화상대국 별 아세안+1 외교장관 회의 결과 문서(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PMC) 10+1 Session)를 토대로 필자 정리 

<https://asean.org/category/asean-secretariat-news/>

<표 1> 2020년 9월 아세안+1 외교장관 회의 결과문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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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자유;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 국제법의 보편원칙

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002년의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f Conduct)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 국제법에 부합

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협상 완료 등을 지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과 달리 상이점이 존재하는데, <표 1>의 1번 및 8번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이 두 항목에서 다른 서방국가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화상대국들은 

▲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11)를 명

시적으로 표명하고,12)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모든 해양 당사

국들의 합법적 이익과 주권적 권리를 결정하는 법적토대’13) 라는 점을 

결과문서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

으나, 한국은 동 문서에서 이 두 항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에서 한국 이외에 이 두 항목을 언급하지 않고 있

11) 인도와 캐나다는 결과문서에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는 표현 대신 “우려

(concern)”가 표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2) 예를 들어 일-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결과문서는 19항(paragraph 19)에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 “The Meeting discussed the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during 

which serious concerns were expressed by some Ministers over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have eroded trust and confidence, increased tensions, and 

may undermine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PMC) 10+1 Session with Japan, 9 September 2020, 

Viet Nam. <https://asean.org/chairmans-statement-asean-post-ministerial-conference-pmc- 

101-session-japan/> 

13) 예를 들어 호주-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결과문서는 22항(paragraph 22) 말미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upholding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CLOS which is recogni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legitimate interests of littoral states and sets out the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all activities in the oceans and seas must be carried out.” Chairman’s Statement 

of the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 (PMC) 10+1 Session with Australia, 10 

September 2020, Viet Nam. <https://asean.org/chairmans-statement-asean-post-ministerial- 

conference-pmc-101-sessio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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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서방국가 중

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서방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최근 남중국해 전개되고 있는 긴장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최근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일관되

게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6

년 PCA 판결의 법적 구속성 및 판결 이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

법협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PCA 

판결을 부정하는 중국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Ⅳ.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 전환 필요성

1. ‘조용한 외교’ 기조의 전략적 배경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 유지를 추구하면서 남중국해 분쟁

에 대해 가능한 한 침묵을 유지하는 ‘조용한 외교’를 견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강대국 갈등사안에 개입해서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강대국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견 

기회주의적으로 비치더라도 미･중 간 전략적 중립 및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

에 대한 한국의 최선의 외교적 선택이라는 논리이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대중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 등 한국이 중시하는 사안에 대해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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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비판을 자

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중 수교이후 한국 정부가 외

교정책의 핵심목표로서 중시해 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그 자체 보다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더 높은 외교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조용한 외교

적 접근은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외교적 ‘고육

지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중국

을 비판하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힘을 보태주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침묵하고 그 대가

로 한반도 이슈에서 중국의 외교적 협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 한국에게는 훨씬 더 큰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표명하는 것이 한국이 취할 수 상한선이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

을 지적하는 등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만 아니라 미･중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므로 삼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또는 묵인이 필수불가결하다. 통일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반

하는 ‘반중국가’가 되지 않거나, 최소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될 의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전략적 신뢰’를 가지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국가로서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

요 이해 상관자(stakeholder)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

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국제적 공공재에 ‘무임승차(free-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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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판 비용(reputational costs)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

국의 ‘전략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으로서는 충분히 감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교적 선택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s)’의 하나로 간주하는 남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

이 중국을 배려하고,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

다는 점을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신뢰를 확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2. ‘조용한 외교’ 기조 재검토 및 남중국해 정책 전환 필요성

한국의 ‘조용한 외교’의 목표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립 및 균형

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결

과를 낳았다.

첫째,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한국이 취해왔던 중립적 균형외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지고 있으며, 미･

중 양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사이에

서 중립적 균형을 추구하는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 수준이 온건하게 유지된다면 한국의 

중립외교 및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전략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 하지

만 최근과 같이 미･중 간 충돌과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중

립 및 균형외교는 작동하기 어렵다.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국제법적 원칙과 우리의 국익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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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단기적 손

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

둘째,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능

력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표방해 왔는

바, 한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방기는 이러한 한국의 대외적 

공약(committment)의 신뢰성을 현저히 삭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역내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 내의 안보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

은 방관자적 정책기조를 지속한다면, 역내 안보사안에 있어서 한국의 ‘전

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은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동

맹국 미국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 동맹국 미국과는 상이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장표명에 대한 압력을 받

아왔으며, 남중국해 문제는 한･미관계에서 항상 한국에게 외교적 부담으

로 작용해 왔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질서의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동맹국인 미국의 편에서 서서 지지의

사를 밝혀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중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

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은 더 이상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서 벗

어나 보다 진전된 외교적 접근을 취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간극(gap)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중국

해 대한 소극적 침묵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한 남중국해 관련 당사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의 전략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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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안보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

국의 방관자적 태도와 접근은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온 일본과 매우 대조적이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신뢰 제고

를 위해서도 한국은 향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기존 조용한 외교 기조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미･

중 간 중립 및 균형을 지향해 왔으나, 사실상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

해 중국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

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추구했

으나, 이는 결과적으로는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위반하고 힘과 강요에 의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행동을 용인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국의 조

용한 외교 기조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균형을 유지했다기보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섯째, 한국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하고 

중국을 배려해준다고 해서 중국이 이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그 반대급

부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등에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는 비

현실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배려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거나 협조를 제

공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상의 중국의 지

지를 기대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외교적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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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외교적 대응방향

첫째 남중국해 유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미･중갈등은 더욱 격

화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적 대립과 군사적 격돌

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바, 언제라도 제한적 또는 전면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만약 양국 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남중국해 외교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기존에 고수해 온 남중국해 관련 공

식입장 표명 문구(statement)는 (1)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

유 보장, (2) 2002년 합의된 DOC에 따른 비군사화 공약 이행, (3) 국제

적 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기존 표명문구에 향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전향적인 외교

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남

중국해 관련 공식입장 표명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도 선택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 PCA 판결을 지지함; 

▲ PCA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적임; 

▲ 관련 당사국들은 PCA 판결을 이행해야 함;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모든 당사국들의 권리와 주권을 결정

하는 법적 토대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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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PCA 판결 지지’와 같은 추가적 항목을 한국의 공식적 입장 표

명 문구에 포함하는 경우, 그 법률적 함의 및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에 대

해 법률적･정무적 검토가 사전에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공식입장 표

명을 넘어서 향후 남중국해 상황의 전개 및 미･중 갈등 상황에 따라 한국

의 공식적 입장 표명의 대응 수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정무적･법률

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조용한 외교 기조를 벗어나 다자외교 포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기존의 침묵외교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한

국은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목소리를 내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를 비판하는 다자주의적 

입장표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서해 한국해역 

진입일수와 진입거리가 최근 대폭 확대되는 등 중국의 서해 ‘내해화’ 작

업이 점차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제법 원칙의 

수호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14) 

마지막으로 아세안 관련 당사국들의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관련 능력배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차

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관련 당사국의 해양 능력배양

(maritime capacity building)을 위한 개발협력(ODA) 및 방산협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같은 남중국해 당사국과의 양자 차원의 공동 

해양훈련, 레이다 감시 장비 및 고속경비정과 같은 장비 지원, 기술훈련 

14) 문화일보, “中 해군 우리해역 진입일수...文정부 들어 30배 이상 폭증,” 2021.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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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아세안 당사국들의 해안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당국자 및 1.5 트랙 차원에서 남중국해 

해양안보에 대한 당사국들과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여 이들 국가와 전략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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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미국･중국 패권쟁탈의 시험장

백 태 열 

전 홍익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타이완(臺灣)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양국의 대응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중

국은 타이완을 침략하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의 타이완접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의 접수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우위와 안정적 역할을 보장

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의 지위

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반면에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국교단절이후 정치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유

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행동으로 

인해 워싱턴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군사적 및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과 미국은 여러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침략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쿼드와 AUKUS의 결성을 통한 동맹강화

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타이완이 중국에게 양도당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타이완 사수

 외교논고



타이완: 미국･중국 패권쟁탈의 시험장  151

는 사실상 사활적 이익이다. 

Key Words 

미국, 중국, 타이완의 침공, 패권투쟁, 남중국해, 쿼드, 오커스(AUKUS) 

Ⅰ. 서론 

미국과 중국의 패권투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0년대의 첫 10

년 동안 학계와 연구자의 주된 관심사가 중국의 부상이었다면 두 번째 10

년은 양국의 패권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양국 게임의 본질은 너무나 간

단하다. 즉 미국은 절대로 초강대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고 반면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세계패권을 얻기 위해 전 국력을 투자하

고 있다. 안타깝게도 양국의 게임은 쉽게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국은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대결을 원하지 않지

만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식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으려

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쟁의 승리를 통

해서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쟁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전쟁승리의 혜택은 더욱 크고 강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진다. 강국

의 규모와 지위가 유사한 경우 두 강국은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결코 승

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불가피하게 군사적 대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시위가 더욱 가열되고 있

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역시 강력하다. 이글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최대관심사인 타이완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전략, 그리고 대결과 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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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1) 

Ⅱ. 미국･타이완 관계

본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타이완의 국제적 위치와 상황을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타이완은 1945년 유엔이 창설될 때부터 5개국의 안전

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다. 그러나 1971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타이

완은 상임이사국과 회원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사실상 외교적, 법적으

로 모호한 상태가 되었다. 그 당시 닉슨 행정부는 중국과 타이완을 함께 

국제연합에 잔존시키기를 희망하였다.2)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타이완도 함께 포

용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배타주의와 타이완에 대해 아쉬움

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의 국제사회의 진입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1979년 1월 미국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타

이완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미국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1979년 

1월 1일 대만과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체결하였고 이 법

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관계법의 section 2 (b)는 모두 6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조는 “타이완에게 방어적 성격의 무

기를 제공하고”라고 되어 있다. 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6조이다. 6조는 

“타이완의 안보, 사회 혹은 경제체계 혹은 국민을 위태롭게 어떤 무력 혹

은 가혹한 형태에 대한 어떤 수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

며”3)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을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상 미국은 타이완과 

1) 본 글에서 저자는 양국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2) 이러한 방식을 이중대표제(성) (Dual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린다. 

3)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Taiwan Relation Act.” 



타이완: 미국･중국 패권쟁탈의 시험장  153

방위조약을 맺었고 타이완에 대한 일방적 방위공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section. 3의 C조항이

다. C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타이완의 안보, 국민의 사회 및 경제 체제

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국익에 대한 어떤 위

협에 대해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받는다. 대통령과 의회는 어떠한 

그런 위험에 대해 헌법적 과정에 따라서 미국에 의한 적절한 행위를 결정

할 것이다.”4) 사실상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미래에 타이

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이러한 대만 관계법의 기

조하에 미국은 1982년 타이완과 ‘six points(assurances)’를 체결한다. 

이것은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을 지도하는 6개의 핵심적 원칙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1.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타이완 기본법의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판매에 관해 결정하기 이전에 

중국과 상의하지 않는다.

4. 미국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를 중재하지 않는다.

5.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평화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미국은 타이완에게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6.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https://www.ait.org.tw/our-relationship/policy-history/key-u-s-foreign-policy-documents-re

gion/taiwan-relations-act/ (검색일: 2021. 10. 10).

4)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검색일: 2021. 10. 3). 

5) TDP. “The”Six Assurances “To Taiwan.” http://www.taiwandocuments.org/assurances. 

htm (검색일: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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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6원칙과 타이완 관계법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미국은 베이징

과 타이베이 중에서 어느 국가와 국교 정상화를 맺었는지 의심스럽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선임연구

원에 따르면 타이완을 “미국의 비공식적 보호령(An informal U.S. 

protectorate)”6)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와 정책은 객관적

으로 볼 때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도자들의 공분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

하다. 

그러면 왜 미국은 그와 같이 모호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

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저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은 냉전의 상황에서 당시 소련과 모든 

부분에서 대결하였다. 따라서 미국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

로써 소련에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여건과 구도를 만들려고 하였다. 반면

에 중국은 1950년대 중소분쟁과 1969년 우수리강의 영유권분쟁으로 인

해 냉전 시기 동안 소련과 마찰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소

련･중국의 소원한 관계를 자국의 세력균형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국은 1940년대 국공합작 기간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를 재

정적, 외교적으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가 공산주의자의 수

중에 넘어가 버렸고 1950년의 한국전쟁 기간 중공군과 실제로 교전하였

다. 미국에게 중국은 적국이었다. 이러한 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고 불가피하게 타이완과 애매한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6) Ted G. Carpenter, “A Reborn U.S.-Taiwan Military Alliance?” China US Focus 

https://www.chinausfocus.com/peace-security/a-reborn-us-taiwan-military-alliance (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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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이완은 왜 양국에 중요한가?

1. 중국의 입장과 목적

타이완은 1971년 유엔에서의 축출,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 그리

고 1979년 미국･중국 국교 정상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배척

당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중국은 자국이 원하는 바대로 지구

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정상적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이완을 법적, 

외교적으로 좀비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타이

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을 점령하여 

중국에 복속시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중국

(One-China)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1997년의 홍

콩과 1999년의 마카오의 중국 편입보다도 훨씬 커다란 의미가 있다. 중국

이 타이완을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국토의 물리적 통일뿐만 아니

라 완전한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은 

1949년 타이완으로 도망간 장개석과 타이완을 “미제(未濟, unsolved 

problem)”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정복은 완전한 승리를 뜻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현실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여전히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 미완의 상태

로 남아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타이완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중국은 대륙 강국이면서 동시에 해양강국을 꿈꾸고 있

다. 역사적으로 국제무대의 초강대국들은 많은 경우 자국 영토 앞에 있는 

바다를 통해 전진하는 강국을 염원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륙의 동쪽 해안

을 따라서 바다를 둘러싸고 있지만, 태평양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전진하

기에는 제약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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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중국이 염원하는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도 굳힐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타이완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전략보고이다. 미국은 

괌(Guam)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키나와를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

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실상 태평양을 총괄한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여건을 부러워한다. 타이완의 장악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벌충해 줄 수 있

다고 중국지도부는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흔히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라고 공언하지만, 실질적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은 가용한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타이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악하

여 명실상부한 중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한다. 

만약 중국은 타이완의 탈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현재 남중국해

의 영유권 논란을 손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 주변

을 따라 지역적으로 획정한 9개의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이는 ‘남해 구단

선(Nine Dash Line)’이라고 불린다. 이 구단선을 중심으로 중국은 주변

국들과 극심한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속한 분쟁도서는 시사군

도(일명: 파라셀 군도, 중국･베트남 분쟁), 난사군도(일명: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필리핀과 분쟁), 중사 군도(일명: 메이클즈필드천퇴+스카보

러섬, 중국･대만･필리핀 분쟁) 등이다. 중국이 구단 선을 획정할 때 이미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확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타이

완의 확실한 정복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보다 안전

하게 종결지으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또 다른 분쟁지역도 강력하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중국･일본의 영

유권분쟁인 센카쿠열도(尖閣列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이다. 이 

분쟁은 양국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밖

에도 또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은 이어도이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EEZ 내에 있고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의 영토

이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의 성공적 해결을 통해 궤변으로 강공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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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면 한국 정부는 상당한 외교적 곤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보다 중국에게 대만 문제의 해결이 갖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는 미국･중국 관계의 무게중심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다. 저

자의 견해로는 타이완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의 위상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만약 중국이 미국

의 저항을 막아내고 타이완을 성공적으로 접수한다면 미국을 제치고 초강

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점령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중국이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면 미국의 위치와 위상은 더욱 공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타이완

은 미국과 중국이 세력 다툼의 최고의 시험무대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

서 볼 때 타이완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다른 타이완 보

호조치를 무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10월 9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그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7)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조국의 재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의 동포를 

포함하여 중국인의 우선적인 관심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다 …. 우리는 

하나의 국가, 두 체제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통일,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1992년의 합의 등을 고수하며 그리고 양안 관계의 평화스러운 발전을 도

모한다 …. 타이완 문제는 약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결과였고 그리고 국

민적 활력으로 확실히 해결될 것이다 …. 타이완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부의 문제이며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서받지 못한다.” 

7)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ays peaceful reunification with Taiwan is in 

country’s best interests.”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151755/ 

chinese-president-xi-jinping-says-peaceful-reunification-taiwan (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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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서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엿볼 수 있다. 첫

째,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반드시 추구할 것을 강조한 점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이 1949년 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

항은 아니다. 둘째,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해법’을 강

조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들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과시와 압

박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대응을 의식하여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저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제스처는 국제사회

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행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외부국가 혹은 외부의 세력에 의한 개입, 간섭, 군사

적 협력 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경고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타이완의 정복은 중국에게 다목적 

해법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타이완 쟁점을 가장 우선 과

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타이완 문

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것이다.

2. 미국의 입장과 목적

미국은 타이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1979년 1월 국교 

정상화를 통하여 카터 행정부는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로서 수용하였고 그러한 틀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교적 원만하게 유

지하였다. 그 이후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였고 미

국 지도자들의 관심 영역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타이완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게는 잊힌 나라(An forgotten country)일 뿐이었다. 그러나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상대적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장쩌민(姜澤民) 총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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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패권전략

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현재 미국･중국 관계의 갈등의 본질은 의심할 

바 없이 양국의 패권쟁탈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중국이 너무나 빨리 그리

고 너무나 강대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의 중국몽을 가만히 관망할 수만 없다. 미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간단

히 말하면 타이완은 미국･중국의 패권쟁탈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타이완의 잠재적 우방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중국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지

난 1∼2년 사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타이

완 주변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만의 국방안보연구원의 보고서

에 따르면 2020년 동안 380여 대의 중국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을 진입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위반 건수라고 

덧붙였다.8)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중국 정

부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저자가 

볼 때 양국은 이미 깊은 상호불신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

장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길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2021년 10월 5일 호주의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외무장관 

조셉 유(Joseph Wu)는 다음과 같이 타이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9) 

8) 조선일보 2021. 1. 6.

9) Joseph Yu. “Taiwan is preparing for Chinese invasion, and whether the US fights 

alongside it will determine Australia’s fate.” https://www.abc.net.au/news/2021-10-05/

taiwan-foreign-minister-warn-war-china-global-geopolitical-order/100511960 (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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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타이완 내부에 첩자를 심어놓고 많은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중국이 어

느 시점에서 타이완에 대해 전쟁을 할 것이라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 타이완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분이 아니다. 타이완은 중화민국(the 

Republic of China)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나라이다.” 

타이완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은 무엇인가? 첫째, 타이완의 방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 특히 무기를 공여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미국은 1979년 

타이완 관계법 이후 지속적으로 타이완에게 무기를 판매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타이완에 대한 안보공약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책은 미국의 

포괄적 목표의 하나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출신 행정부 모두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에게 

상당량의 무기를 판매해 왔고 그 종류도 미사일, 비행기 부품 및 장비, 전

투기 등 매우 다양하다. 둘째, 이러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접근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침공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미

국과 타이완이 군사협력협정을 맺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낮은 수준, 혹은 제한적 군사협력체제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상호방위협정

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1년 10월 7일 자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24명 정도의 미군 특별지원대가 

소규모의 타이완 지상군 훈련을 돕고 있고 미군은 타이완에서 최소 1년 

동안 활동해 왔다고 주장 한다.10) 

10) The Wall Street Journal. “U.S. Troops Have Been Deployed in Taiwan for at Least a 

Year.” https://www.wsj.com/articles/u-s-troops-have-been-deployed-in-taiwan-for-at-least- 

a-year-11633614043. (검색일: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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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행정부: 기간 총 판매액 무기 종류

Jimmy Carter: 1979 07-1980 07 37.00 AGM-65 MAVERICK

Ronald Reagan: 1981 01-1989 01 1,574.64. F-5

George H. W. Bush: 1989 01-1993 01 6,847.00
RiM-66E SM-1 

(지대공 미사일)

Bill Clinton: 1993 01-2001 01 17,530.6 Harpoon Missile

George W. Bush: 2001 01-2009 01 29,938.00
FGM-148 Anti-Tank

미사일 

Barack Obama: 2009 01-2017 01 14,070.00
UH-60M Black Hawk

Helicopter

Ronald Trump: 2017 01-2021 01 18,277.86 MK-54 Torpedo 

Joseph Biden: 2021년 8월 현재 750.00
M109 A6 Paladin

(자주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S_arms_sales_to_Taiwan (검색일: 2021. 10. 1).

* 무기종류는 대표 항목만 명기. 

<표 1>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판매 실상: 1979.01∼2021.08 

단위: US$ Million

셋째,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작업의 하나는 타이완의 외

교적 신장을 돕는 일이다. 미국은 서구사회와 함께 국제연합을 비롯한 다

른 국제기구에 타이완의 가입을 위해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이다. 

타이완의 국제무대의 성공적 진입은 상당한 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

한 방법은 중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압박을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와 

함께 타이완 정부가 유엔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면 유엔의 회원국이 된다

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쉬울 수 있고 타이완의 외교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11) 타이완이 미국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 독자적으

로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을 시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 타이완은 이미 1993년부터 UN에 재가입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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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히키(Dennis V. Hickey)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타이완의 국제기

구 진입은 찬성하지만, 유엔의 재가입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12) 현시점에서 미국이 타이완의 유엔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이은 미국･중국의 마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메뉴버링(maneuvering)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한다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021년 9월 타이완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T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미국의 주도권으로 인해 진행된 이 협정은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

령 취임 직후 미국이 탈퇴하였기 때문에 타이완의 가입을 도울 수 있을지

는 불투명하다.

넷째, 미국 주도하에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2020년 8월 새롭게 출범한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와 2021년 9월에 발표된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외교 군사협력체이다. 2021년 3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쿼

드의 정신(The Spirit of the Quad)’의 공동성명서에서 4가지의 쿼드 

기본방향과 목적을 밝혔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13)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그 지역을 넘는 두 지역에 대한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고 그 두 지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개적 

12) Dennis V. Hickey. “U.S. Policy and Taiwan’s Bid to Rejoin the United Nations,” Asian 

Survey 37-11. (November, 1997). p. 1038.

13) The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

nt-statement-the-spirit-of-the-quad/ (껌색일: 2021. 9. 27). 이 공동성명서에는 남중국해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Covid-19 등의 현안도 함께 논의

되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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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기초한 질서, 견고한 국제법을 추진할 것을 함께 확약한다. 우리는 

법의 규칙,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그리고 

영토보존 등을 지지한다. 

쿼드의 4개국에 의한 공동성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중국을 직접 겨냥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이 성명서의 목적이 남중국해에서

의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을 방해하는 중국의 불법과 횡포에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쿼드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해 어

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쿼드가 타이완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 도

움이 될 것인가? 이 공동성명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타이완 혹은 타이완

의 방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쿼드는 아직 타이완의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 이유는 중국을 미리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로

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지금보다 훨씬 가시화되고 임박한 경우 쿼드가 

구체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2021년 9월 

24일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부의 Hsiao Bi-Khim(蕭美琴)는 워싱턴 

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쿼드의 회원국들과 함께 기꺼이 파

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쿼드가 대처하기를 희망하는 핵심적 쟁점을 제기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4)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타

이완이 쿼드의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은근히 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

여준 것이다. 현재 중국의 파상적 공격가능성을 고려하면 타이완의 지도

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기 전에 최

대한 모든 노력을 들여서 중국에 대한 경고와 위협을 하는 방법이 우선된

14) Hsiao Bi-Khim. “Taiwan Willing to Partner with Quad.” 

https://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21/09/25/2003764964 (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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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단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으로서

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동시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한다면 미국 

혹은 국제사회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15) 

Ⅳ. 결론: 동북아와 국제정치적 함의

지금까지 본 원고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논

의하였다. 미래의 타이완의 상황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조그만 

섬나라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과 대결은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주된 관심은 타이완 그 자체라기보다는 중국

의 성공적인 타이완 통일 후에 중국의 비상과 미국의 상대적 하락이다. 

미국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타이완을 

방어함으로써 중국의 위세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은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라도 타이완을 병합하려고 할 것이다. 타이

완의 쟁점을 둘러싼 미래의 모습은 가설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중국이 타이완의 점령을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

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저자는 각각의 상황을 논

의한다. 

중국이 타이완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경우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중국 관계의 무

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기울게 되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초강

대국의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2차 

15) 저자는 타이완의 상황을 보면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의 크림반도를 무력

으로 공격하여 강제병합한 사건을 떠올린다. 이 사건 이후 미국, E.U., 그리고 국제연합

이 각종 제재를 했지만, 크림반도를 원상태로 돌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사건은 타

이완의 경우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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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다양한 분야의 역할과 리더십은 상당히 약화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거나 혹은 동맹 관

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을 크게 의심하면서 양국관

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할 수 상황도 예상된다. 중국의 위세는 동북아에서

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핵문제 등은 중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

망된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외교와 내치의 많은 현안에 과도하게 간섭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은 

기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구축된 

많은 공동군사협력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질 우려도 있다. 그 밖에도 국제

기구와 국제현안 등에서 중국은 외부의 저항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국

의 역할과 이상을 구현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현상 유지가 된다

면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만

약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타이완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

입 혹은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연합으로 중국이 타이완 통일에 실패했을 

경우 중국은 대외적으로 커다란 치명상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

서 중국의 입지와 위상, 그리고 영향력은 대폭 감소되고 베이징은 상당 

기간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한 

일대일로 정책의 많은 부분도 대폭 축소되거나 혹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de jure와 de facto 주권 모두 도전받

을 수 있고 반대로 타이완은 자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공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진입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이완 문제의 결말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형을 어

떤 방식으로든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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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과 국내적 이행

장 복 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국문초록

지난 세기는 전쟁과 난민의 세기였고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한 이

후 최우선으로 소수자 보호로 채택한 것인 1951년 난민협약이다. 난민협약은 인권

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의 ‘비호를 받을 권리(right to seek asylum)’를 

구현한 국제협약이다. 난민보호에서 가장 핵심은 비호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되

지 않을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난민 정의와 박해의 의미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오히

려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21세기 다양한 형태의 난민과 박해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발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신청자 수 대비 

난민인정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난민정책은 일차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적어도 

일시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냉전시대에 마련된 난민협약

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고문방지협약 및 여타 국제인권협약의 원용하여 보완

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지위를 부여가 필요하고, 인도적 체류자

와 비호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대한 특별보호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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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외적 방안으로 우선순위 조치는 국제

인권규범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난민인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주권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노

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조화시키는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울 필

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연대책임과 부담공유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은 2012년에 자체 난민법

을 시행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이다. 난민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조국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이 세상에 없다.” 

(고대 그리스 비극시인 유리피데스)

Ⅰ. 서 언

지난 세기는 전쟁과 난민의 세기였고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재앙을 목도 

했다. 난민의 시작은 1917년 구 소련 볼셰비키 혁명에서 유럽으로 쏟아져 나

온 러시아 난민을 돌보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에게 시급했던 일은 신분

증명을 해 주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구호활동가인 프리티오프 

난센(Fridtjof Nansen)은 1920년 국제연맹의 난민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되

어 난민 신분증명서인 ‘난센 여권(Nansen passport)’을 발급하여 러시아 

혁명 당시의 난민과 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150여만 명의 러시아 난민 등

의 귀환과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일을 도왔다. 

난민 유출은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전후 세계는 오대양 육대주에서 정치, 종교, 종족, 이데올로기 갈등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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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난민이 발생되고 있고 21세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난민문

제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는 2020년 말 기준, 실향민을 포함하여 

8,2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이주 중이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쟁, 폭력사태, 박해와 인권 침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의 수가 증가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UNHCR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의 강제이주민 수

치였던 2019년의 7,950만 명에 비해 4퍼센트 증가한 것이다.1) 이는 세계 인

구의 100 여 명 당 1명꼴이 난민신세에 있다.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하고 제일 먼저 소수자 보호로 채택한 

것인 1951년 난민협약이다. 또한 1967년 난민 협약의 제도적인 보완으로 지

리적･시간적 한계를 없애기 위하여 난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유엔은 인권 

보호의 최우선순위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Ⅱ.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세계인권선언문 제14조 1항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1)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난민기구: 전 세계 지도자들은 악화되는 실향 사태의 반전

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10&searchSelect=&

keyWord=&currentPage=1&menuID=&finishIsYN=&boardID=29296&boardCategory=%

EB%B3%B4%EB%8F%84%EC%9E%90%EB%A3%8C&mode=detail (검색일: 2021. 12. 

16)

    ○ 난민의 수는 2,640만 명이다. (2019년은 2,600만 명)

       - 그 중 2,070만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19년은 2,040만 명)

       - 그 중 570만 명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19년

은 560만 명)

    ○ 국내실향민의 수는 4,800만 명이다. (2019년은 4,570만 명)

    ○ 난민신청자의 수는 410만 명이다. (2019년은 410만 명)

    ○ 베네수엘라 실향민의 수는 390만 명이다. (2019년은 3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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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인권으로서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구현한 국제협약이다. 

난민보호에서 가장 핵심은 비호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강제

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원칙의 준수여부

는 난민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된다. 이 원칙은 국제관습법화 되어 있으

며 적어도 국가들은 난민에게 일시적 보호조치는 취하여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은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와, 난민

협약 또는 난민의정서에 명시된 여행증명서 발급과 같은 권리 또는 일반국제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 혹은 보호

조치를 받으며 영구적 해결책으로서 자발적인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제3

국에의 재정착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된다.

Ⅲ. 난민협약: 난민정의와 박해

1. 난민 정의

난민협약상의 주요 쟁점은 누가 난민인가의 난민정의와 박해의 의미는 무

엇인가가 문제이다. 난민협약 제1조 A(2)에 의하면 난민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4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박해가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

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이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넷째,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

어야 한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의 문구는 난민정의에 핵심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용어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난민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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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주관적 요소로서 공포는 난민정의에 의하면 심리상태로서 주관적 상황을 

말하고, 비호신청인의 인성과 신뢰성을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객관적 요소로는 신청인의 진술은 배경상황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출신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신청인의 신뢰성과 그 신청의 충분

한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신

의 출신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그

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공포의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공포이

어야 하고,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 종합적 판단은 신청인 진술 등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는 고도의 면접기술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통상인의 총체적 

경험과 상황판단이 요구된다. 

난민협약 제1조 C는 난민지위가 정지되는 경우와, D, E와 F는 난민지위 적

용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박해

박해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으나, 세계인권선

언은 개인의 고결성과 고유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권리를 열거하고 있

다. 예컨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혹은 굴

욕적인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자유,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자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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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집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

로부터의 자유 등이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박해로 간

주될 수 있다. 즉,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해당, 문명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생계를 유지할 권리,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

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도 박

해에 해당된다.

냉전시대에 마련된 난민협약은 전후 그리고 현 세기 다양한 이유로 발

생하는 난민을 포함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난민 정의와 박해의 의미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 추상성으로 인해 

기존의 난민협약 상 난민개념과 박해의 의미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난민과 박해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초

안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이를 확대하고 발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

고 있다.

3. 강제송환금지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

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를 받을 난민 본

국이나 타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가

의 국경에서 난민의 입국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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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적 이행

1. 난민인정 실태

한국은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신

청이 있는 이후 2000년까지 6년간 난민인정이 없다가, 2000년 1명의 난민인

정자(협약난민)가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0년 5월 말 현재 1994년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수

는 69,357명이고, 난민인정자는 1,053명(난민인정율 3.5%), 인도적 체

류허가는 2,303명(협약난민 3.5% + 인도적 체류 7.7% = 보호율 

11.2%)로 난민인정율은 G20 소속 19개국 중 18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

고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2) 난민 관련 예산도 

2020년 기준 24억 6700만 원으로 정부의 총 예산의 0.0005%에 해당된

다. 그나마 이 예산도 심사지원에 쓰이고 있다.

한국은 2012년에 자체 난민법을 시행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이

다. 난민법안은 NGO, 법률가, 법무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간의 공동 협력하여 채택한 출입국관리법과는 독립된 종합적인 법이다. 

난민법은 2013년 7월부터 발효했다. 난민법에 따라 현재 난민수용센터를 

설치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 의료 등 생계를 지원하고 언

어교육, 직업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과의 외교관계의 문제, 외국인 기피

증, 국민정서, 배타적 혈연주의 및 난민인정과 관련한 국내법제도의 불충분

성 등이 난민인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2) 피난처, 2020년 5월 말 현재 국내 난민신청 및 인정과 출신국 현황. 

https://blog.naver.com/pnan/2220746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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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호를 구할 권리 실현 

난민보호는 앞선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가 공헌하는 ‘비호를 구

할 권리’와 국제관습법화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의 

제정, 집행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UNHCR은 난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난민출신국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난민의 개인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자발적인 본국귀환을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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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난민정책은 일차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적어도 일시적 보호를 보

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보호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한 개

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인권규약, 난민협약

과 난민의정서의 성실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이행입법 제정, 정책 및 관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난민차별법, 차별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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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

2021년 난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적격결정 제도와 명백히 이유없

는 난민신청을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남용적 난민신청의 제한

은 난민심사의 시간과 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진정한 난민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UNHCR은, 난민인정에 관한 국내절차는 모든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검

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신청을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고, 또한 난민지위의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고 혹은 남용적이라는 결정의 실제 성격, 신청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그러한 결정은 적절한 절차상 보장을 받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3) 

난민인정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서는, 임무를 신속하

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지위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과 

가용자원의 배치, 항소절차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기한을 줄일 수 있는 조

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4)

4. 보완적 보호제도 원용

앞서 언급한 냉전시대에 마련된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회색지역

에 놓이게 되는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완적 보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협약난민과 인도적 체류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난민협약과 

3) 1983년 UNHCR 집행위원회 제34차 회기 결정 No. 30(XXXIV)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지위신청 혹은 비호신청.”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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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정서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제7조5)와 제3조6)를 적용하여 보

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협약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 외의 ‘사실상 난민’, ‘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 예컨대 ‘고문 받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하는 

자’의 경우, ‘인도적 지위 A’, ‘인도적 지위 B’, ‘아동난민에 관한 특별

규정’ 등 각기 다양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려할 수 있

다.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난민 부류의 세분화를 참고할 만하다.

5. 인도적 체류자 권리 및 처우 강화

한국에서의 난민인정은 난민협약 상에서 인정된 ‘협약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2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협약난민에 

비하여 권리가 차이가 있다. 인도적 체류자의 대한 권리와 처우 강화와 

이들의 근로권 보장이 필요하다. 근로권 역시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인

도적 체류자, 비호신청인에게도 부여되어야 하며 본인의 생계 유지뿐 아

니라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난민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드는 효과도 있다.

한국에서는 난민을 위한 의료지원은 있어도 보장제도가 없다. 한국 정

부는 비호신청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들 

중 7%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도 1년 넘게 

걸리고 비호신청인은 6개월 마다 체류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적 체

류허가를 받는 경우도 그나마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6) 고문방지협약 제3조: “당사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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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렵다.

6. 아동과 여성난민 특별보호

세계 난민의 80% 특별이행조치 어린이와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

난민과 여성난민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7. 위임난민의 보호

현재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도 몽고와 같이 UNHCR에게 난

민인정절차, 비호부여와 재정착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UNHCR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난민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이라고 하는

데, 정책상 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에게 일시적 보호조치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8. 구금자 처우 개선

난민신청인이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구금 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는 체포

되거나 구금된 자가 다루어져야 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14

조는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절차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조에 의하

면 구금된 자는 인도적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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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보와 교육

법외적 방안으로 우선순위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

하다. ‘인도(humanity)의 최대 적은 무지’라고 했다. 몰라서 잘못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난민법규가 법률가, 사법부, 법

집행공무원과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키는 일도 중요하다. 외국인혐오증에 대하여 언론매체 캠페인을 행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보급하며, 난민보호의 필요성 등 

관련 정보와 교육의 실시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

다. 난민업무를 맡고 있는 판사, 법률가와 행정가는 본연의 역할과 절차를 개

선하고, 정기적 회합을 갖거나,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법적 전문지식과 경험

을 교환하는 이메일 협의체 구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토의를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10. NGO 지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난민보호에 앞장 서는 NGO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

하고, NGO 활동의 지원은 사회통합, 시민사회의 강화와 인권문화를 구축하

는 데에 원동력이 된다.

Ⅴ. 결 어

시대의 흐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향한 열망은 난민인권문제를 간

과할 수 없게 만든다. 주권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노동력 이

동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조화시키는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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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난민협약과 국제인권조약은 난민에게 많은 권리와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제법

의 이행은 국내법제도에 편입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고, 관련 행정절차는 획

일화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방안 마련은 각국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은 난민보호는 국내사정에 의하여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의무로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행과정에

서 난민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여야 한다. “법 없이 평

화 없고 인권 없다”는 말과 같이 국제연대책임과 부담공유원칙에 의하여 국

제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인권선

언과 난민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

다. 우리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그 수혜를 돌려 줄 때이다. 그러한 

국력과 역량은 갖추었다. 이러한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

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인터뷰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전 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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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는 바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근거하여 1996년에 독일의 함

부르크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초부터 우리 재판관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백진현 재판관은 박춘호 초대 재판관의 타계로 공석이 된 2009년 재판관 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시 113개 회원국(현재 168개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다. 당시 51세로 최연소 ITLOS 재판관이었다. 잔여 임기를 채우고 

2014년에 9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재선되었으며 2017년에는 3년 임기의 재판소

장(2017년∼2020년간)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마친 바 있다.

ITLOS는 공정, 성실하며 해양법 분야의 권위있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다. 재판관은 전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를 대표하고 지리적으로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유엔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2/3의 출석과 2/3

의 다수결로 선출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3년마다 7명

의 재판관이 선출된다. 3년 임기의 재판소장과 부소장이 있다.

백진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해양의 

경계획정에 관한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

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97년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 재판관은 최근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6차 국제해양법회의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제9

회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백 재판관은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약 7년 반에 걸쳐 외교안보연

구원 교수로 재임 중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유엔해양법회의에 참석하여 실

무 경험을 쌓은 것이 재판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가 

회의에 참석토록 추천하여 준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해양법회

의에 매년 2회, 각기 4주간 참석하여 해양법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문한 바 

있으며 여타 분야의 양자, 다자회의에도 다수 참가하여 경험을 쌓은 것이 유용

하게 활용된다고 언급하였다. 백 재판관은 ITLOS에서의 재판뿐 아니라, 중재재

판에도 선임되어 재판장이나 재판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양분쟁 해결의 권위

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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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먼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역할,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여 주십시오.

A. 백진현 재판관(이하 ‘재판관’): 2021년에 ITLOS 출범 25주년을 맞이하

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설

립 및 활동 의의를 보면 모든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비교하여 볼 때 ITLOS는 해양분쟁만

을 다루는 전문적인 상설재판소로서의 기능과 그 성과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법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

다고 생각하며 ‘해양법협약의 수호자’ 즉, Guardian이라고 불릴 수 있습

니다. 이는 ICJ나 중재재판소가 수행할 수 없는 독특한(unique)한 역할이

며 앞으로 이런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해양분쟁의 재판절차와 재판기구를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재판기구의 

기능과 상이한 ITLOS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요?

A. 재판관: 해양분쟁에 관한 강제적 해결절차는 기본적으로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ICJ, ITLOS, 중재재판 또는 특별중재재판과 같은 4개의 재

판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며 이를 디폴트 절차(default procedure)라

고 합니다. 최근에 중재재판의 구성과정에서 당사국간에 ITLOS에 부탁

하는 합의가 여러 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재재판정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ITLOS 소장이 당사국과 협의하면서 당사국에 ITLOS로의 분쟁회

부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재재판정의 구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ITLOS 소장은 중재재판부 구성을 위한 주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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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통해 해양법협약의 전체적인 작동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4개의 분쟁해결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동 협약의 전반적인 작

동을 위한 Guardi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

관 선임에 관해서는 당사국이 1명씩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을 당사국의 합

의로 선임하게 되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장이 당사국 의견을 파악한 후 각 국가가 이전에 제출한 중재

관 명부나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판 외에도 ITLOS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내리는 기능

을 하고 있습니다. ITLOS 내의 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putes 

Chamber, 11명의 ITLOS 재판관으로 구성)도 국제해저기구의 이사회나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을 받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

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재판기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Enrica Lexie 중재재판_2016_Peace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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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앞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해양분쟁에서는 여러 재판기관들이 선택

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소 간에 

상이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ITLOS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A. 재판관: 해양분쟁에 관해 4개의 재판소가 선택, 관여할 수 있으므로 협약

을 다르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협약의 파편화(fragmentation)

에 대한 우려가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문제의 방지를 위해 ITLOS는 협약의 일관되고 조화로운 해석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임하여 ITLOS는 

ICJ의 판결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와 일관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LOS는 해당 분쟁뿐 아니라 협약의 전체적인 측면

에서 일관되고 조화로운 해석을 지향하며, 임시기관인 중재재판과는 다른 

상설기관으로서의 시각과 목표의식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인도양의 차고스(Chagos) 군도 해양보호문제에 관한 

2015년의 중재 판결 및 2019년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로 하여 

ITLOS는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경계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

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몰디브는 차고스 군도를 두고 영국

과 모리셔스 간 영유권 분쟁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ITLOS는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상 

차고스 군도를 모리셔스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보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

다. 이 사건에 대해 유엔총회, 식민모국인 영국,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군사기지를 가진 미국, 탈식민화 문제에 대한 개도국 등 국제사

회의 큰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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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ITLOS 소장으로 2017년부터 2020년간 재임하였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업무와 소장 재임 중 처리된 주요 판결에 대해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A. 재판관: 소장으로서 과거의 업무

를 회고하건데 재판관으로 활동할 때

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여러 배는 높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주요 

임무를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

다. 첫째, 우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

로서 재판 진행에 관한 복안과 전략

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른 재판소 보다 재판관이 많은 21명의 재판관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내의 법원과는 달

리 국제재판에 있어서 의견의 제시 등을 통해 재판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판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습

니다. 셋째, 대표성(represent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협약의 168개 

당사국, 독일 정부, 함부르크시 당국, 국제해사기구(IMO) 등 여타 관련국

제기구, 다른 재판소에 대해 ITLOS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소장은 함부르크의 ITLOS에 상주하게 되며 비상주하는 재판관과

는 다릅니다. 

소장 재임 시 처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1927년의 로터스호 사건(S. 

S. Lotus) 이후 처음으로 공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

을 체계적으로 해석, 적용하였던 노스타호(M/V Norstar)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잠정조

치사건(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군함정을 나포한 사건으로 전원 재판부에

서 담당, 러시아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일치로 결정)도 생각이 나고요.

(유엔총회_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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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임 중 처리했던 사건은 아니지만 해양경계획정 사건들은 항상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위논문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

었는데, 재판관 취임 후에 제기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경계획

정 사건이 2012년에 전원재판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

제재판에 회부된 해양경계획정 사건이었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를 처음으로 재판을 통해 획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선례

와 ICJ와 중재재판이 그 법리를 이어받고 있는 데서 보듯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문제에 관한 이정표적인(landmark) 판결입니다. 이 밖에도 

가나와 코트디브아르 간 해양경계사건[재판관 5명의 소부(chamber)에서 

담당, 재판관으로 참가]과 현재 진행 중인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경

계사건(재판관 9명의 chamber에서 담당, 재판장으로서 참가) 등도 기억

에 남습니다.

Q5.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보시며, 분쟁해결을 가져온 판

례와 그 의의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A. 재판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재판 기능에 관해서는 장･단점

과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해결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분쟁을 둘러싼 전반적인 맥락(context),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

해야 하며 분쟁을 어떻게 종식시키느냐 보다 분쟁이 종료된다는 사실 자

체가 중요한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여, 처리한 사안 중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경계

문제는 30년 이상 교섭을 통한 해결이 되지 못하였으며 양국관계의 걸림

돌이 되고 있었으며, 가나와 코트디브아르 간 해양경계사건도 마찬가지였

습니다. 이런 문제가 ITLOS에서 3여 년간의 재판을 통해 해결된 것이 커

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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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토문제와 같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

부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

이시아 간의 영토문제를 ICJ에서 처리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후세에 분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태도에 입각하여 재판에 임하였고 결

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패소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오랫동안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분쟁이 종결되어 후세에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은 있었습

니다.

이태리와 인도 간의 엔리카 렉시(Enrica Lexie)호 사건에서는 2012년 

선박보호 임무 수행중인 이태리 해병이 유조선에 접근하는 인도 어선을 

해적선으로 오인, 공격하여 2명이 사망함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감정적으

로 대립, 악화되었으나 2020년에 판결이 내려져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양

국관계는 정상화되고 정상회담도 개최된 바와 같이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

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Q6. ITLOS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별도의 중재재판관으

로 선임되어 일한 경험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재판관: 중재재판은 보통 5인의 재판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의 다

이내믹이나 분위기가 우리 재판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재판장으로

서 다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흑해 사건에서 2020년 선결적 

항변에 관한 1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분쟁당

사국 간 관계가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재판 진행이 상당히 힘들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후자에 가까워 진행이 쉽

지는 않지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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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 조언을 주신다면? 

A. 재판관: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국제법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며

(이를 일러 difficult, distant, dangerous 등의 3D 직업으로 칭함), 영어뿐 

아니라 불어도 잘 구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취업 시장이 그리 크지 않

으며 해외 근무라는 환경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 요소로 

인해 국제기구 진출은 유럽과 같은 환경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더욱 불리한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법률, 국제관계, 세계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국제기구보

다도 더욱 만족감을 주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열

정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법률과 다문화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도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Law School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국제

법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의 학생이라도 국제법

을 선택하여 열린 마음가짐, 열정, 도

전정신과 실력을 갖추기를 권유합니

다. 소장 재임 중에 legal officer 채

용에 있어서 수백 명이 지원하였으나 

영어는 잘 구사함에도 불어와 같은 

외국어 문제로 탈락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공용언어

를 잘 준비하고 다문화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자세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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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재판업무와 대학 교수직의 겸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재판관: 재판관은 정치, 행정직 등과 같이 재판업무와 상충되는 종류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나 교수, 연구직의 겸임은 가능합니다. 그렇다 해도 

재판업무가 많아지면 해외체류도 길어지고 한국에서 강의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COVID-19 이전에도 온라인 및 녹화강의 

방식으로 원거리에서도 강의를 중단없이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학교

당국의 협조와 학생 및 동료교수들의 이해 덕분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

이 두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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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의의와 전망

이 윤 영

외교부 명예교수, 전 주네덜란드 대사

국문초록

한･중･일･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7년여 만인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아･태 지역은 이미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과 더불어 바야흐로 메가 FTA시대로 진입하였다. 기존의 ‘아세안+1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한 RCEP은 

최초로 한･중･일을 하나의 FTA틀에 포함시키고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역내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RCEP

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밝힌 ‘아･태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역내 공급망, 첨단기술제

품의 교역 질서와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

다. 우리는 향후 새로운 경제통상 환경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철저

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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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CEP의 국제정치적 의미 및 타결 배경

1. RCEP의 국제정치적 의미

RCEP은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 메가 FTA이다.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미･캐･멕시

코협정(USMCA)의 6.5%, CPTPP의 12.9%에 비해 월등히 크며, GDP면

에서도 USMCA(27.9%), CPTPP(12.9%)를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규

모 만으로도 RCEP의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 달러 전세계 비중 조 달러 전세계 비중 억 명 전세계 비중

RCEP 5.4 (28.7) 26.3 (30.0) 22.6 (29.9)

USMCA 2.5 (13.6) 24.4 (27.9) 4.9 (6.5)

CPTPP 2.9 (15.3) 11.3 (12.9) 5.1 (6.7)

* 자료: IMF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재인용

<표 1> RCEP의 경제 규모

(단위: 조 달러, %, 2019년 기준)

두 번째는 최초의 ‘범아시아(pan-Asia) FTA’로서 참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중간 수준의 FTA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무역 규칙 면에서 기존의 ‘아세안+1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함으로

써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통일된 무역규범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RCEP의 15개 회원국들 사이에 대

부분 양자 간 FTA가 체결되어 있었고 역내 2조3천 억 달러(2019년 기

준) 규모의 상품무역의 자유화 수준도 이미 83%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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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에 참여한 개도국들은 CPTPP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받아들이는데 국내 정치･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자국 경제상황

에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게 여지를 주었다. 

<그림 1> 아･태 지역 메가 FTA현황 

세 번째는, 최초로 한･중･일을 하나의 FTA틀에 포함시키고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CEP 이전까지는 한･일, 중･일 간에는 FTA가 없었으나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이 낮은 수준이기 하지만 하나의 시장으로 통

합되었다. RCEP은 향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교역 비

중을 높이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 경제통합의 플랫

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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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EP의 타결 배경

RCEP이 타결되기까지 참여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다양한 정치

체제, 문화적 다양성 등 수많은 장애요소들이 있었다. 또한, 보호주의의 

전 세계 확산과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일 간 경쟁 의식, 중국･호

주 간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 막판에

는 인도의 탈퇴라는 돌발 상황까지 겹쳤는데, 이러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

하고, RCEP은 2011년 11월 아세안이 제안한 아세안+6 체제의 협상에서 

시작하여 약 9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

명되었고, 올해 1월1일 출범하였다. 

당초 인도를 포함한 16개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

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참여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오랫동

안 답보상태에 있었다. 2019년 인도의 탈퇴 결정을 계기로 신속하게 매듭

짓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협상 시작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트럼프 행정부

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한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 확대, 역내 국가들 

간의 규칙 기반의 통일된 무역체제 형성 필요성 인식 등이 주된 추진 동

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RCEP이라는 규칙 기반의 제도 틀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갈 필

요가 있다는 역내 국가들의 공감대 형성도 한 몫을 하였는데, 이에 반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에 맞서 RCEP을 통해 자유주의무

역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각국 간의 전략적인 고려는 

RCE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최종 타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

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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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CEP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주요 내용

RCEP 협정문은 총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는 사실상 없었던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기술무

역장벽 등 통상규범들이 독립적인 장으로 포함되었다. 

RCEP 역내국가 간 시장 개방은 20년에 걸쳐 품목수 기준 평균 

91.5%(수입액 기준 89%)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아세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

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철폐(국가별로 91.9∼94.5%)하기로 하였으

며, 중국은 철강･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로 철폐하여 91.1% 수

준으로 개방하고,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일본과는 상호 83%(일

본: 농산품 49%, 공산품 94.1%), 호주･뉴질랜드와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서비스 교역도 기 체결된 FTA 수준을 유지하되, 아세안은 문화콘텐츠,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분야를 추가 개방하였고, 일본은 온라인 게임, 쌀･담

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중개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정부

조달에 대한 정보의 인터넷 통한 공표, 전자상거래 촉진 및 비관세 유지, 

컴퓨터 설비의 자국내 설치 요구 금지 및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

경 간 이전 허용, 악의적 출원 상표 거절 의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RCEP의 최고의 성과는 역내 원산지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아･태 지

역 내 52개의 양자 FTA가 체결･발효되어 있는데, 관세 인하 수준이나 일

정,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에서 정합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역 무역질

서가 파편화되는 소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effect)’이 초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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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단일한 특혜원산지규정 도입은 이러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게 될 것이다.

2.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RCEP 참여국들과의 교역규모는 총 교역의 48%(수출 

49.6%, 수입 46.3%)를 차지한다. 가장 교역이 큰 나라는 중국으로 대

(對)RCEP 국가 총액에서 수출 47.9%, 수입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33.5%, 23.6%), 일본(10.0%, 20.0%) 순이다. 

미국 유수의 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020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 RCEP의 실질 GDP는 0.4% 증가하고, 상대적으

로 경제규모가 큰 한국･중국･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개국이 RCEP GDP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데

다, 일본과는 FTA가 부재하는 등 상호 간에 무역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소득이 1.0%(230억 불)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RCEP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이 2019년 발표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0.41∼

0.51% 추가 성장과 42∼55억 달러 수준의 소비자 후생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GDP에 손실을 가져오나, 이를 

상쇄시키는 것은 CPTPP와 RCEP이라는 점이다. RCEP의 경우는 미･중 

무역분쟁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중국의 실질소득이 증가(850억 → 1천

억 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은 한･중･일 간 그리

고 RCEP 역내 무역을 더 확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RCEP 전체로 

보면, RCEP의 경제적 효과가 확연하다. 현재와 같이 RCEP 부재상태에

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2,84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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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이 창설되면 1,870억 달러의 실질소득 증가로 바뀐다. 

국 가
2030년 

실질소득 

2030년 실질소득 증가 및 증가율

미･중 무역분쟁 CPTPP RCEP 15

한 국 2,243 5 0.2 -3 -0.1 23  1.0

중 국 27,839
 -10 0.0 85  0.3

- 304 -1.1  -28 -0.1 100  0.4

일본 4,924
46 0.9 48  1.0

5 0.1 47 0.9 46  0.9

RCEP 15 43,516
87 0.2 174  0.4

-284 -0.7 70 0.2 187  0.4

유 럽 23,189 -13 -0.1 12 0.0 13  0.1 

미 국 25,754
 - 2 0.0 1  0.0

-23 -0.1  -12 0.0 10  0.0

세 계 133,801
 147 0.0 186  0.1

-301 - 0.2  121 0.1 209

주: 유색 표시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각 FTA의 실질소득을 변화시키는 경우 의미

출처: Peter and Petri and Michael Plummer(2020). 김양희(2021)를 토대로 재작성 

<표 2> RCEP의 경제 규모

 (단위 : 10억 달러, %)

아울러, 이 연구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CPTPP의 출범으로 우리의 

GDP는 0.1%(30억 불)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Ⅲ. 각국의 입장과 평가

1. 중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등 역내시장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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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로 인한 GDP증가라는 실리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 

중심의 공급사슬 구조가 RCEP의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으로 인해 허브

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

국의 공세적 외교로 미국･EU･호주 등 여러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

는 가운데, RCEP이라는 지역 다자간 경제협력틀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으로부터 탈피하고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며, 특히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RCEP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막판 인도의 불참

은 중국의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2. 일본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맞물린 중국 중심의 

RCEP 등장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상황 전개이지만, RCEP내에서 중

국을 견제하는 역할 수임과 향후 미국의 CPTPP가입 유도라는 전략적 고

려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중국 시장 접근 개

선, RCEP･CPTPP를 포함한 글로벌 메가FTA네트워크 허브로의 부상, 

주요 민감품목(쌀･보리･육류 등) 양허 제외라는 실리도 가졌다.

3. 아세안

협상 처음부터 역내 국가 간 발전 격차를 고려한 ‘RCEP 협상원칙

(Negotiation Principle)’으로 점진적인 자유화와 합의 중시를 제시하고 

관철시킨 아세안의 외교는 ‘아세안 중심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CPTPP가입에서 나타난 분열을 막고 회원국 간 연대도 유지시키는, 즉 

역내 리더십 강화와 함께 내적 일체성 유지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의의와 전망  203

내용에서도 개도국이 수용가능한 ‘중간 수준의 통합모델’로 합의를 이끌

어 내었고, RCEP을 통한 탈(脫)중국화를 촉진시켜 아세안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도 

RCEP 참여시 역내 경제통합에의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600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참을 결정하였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예상으로 인한 국내산업계의 반발, 중국과의 국경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 여타국의 서비스 시장 확대 실패 등 협상에서의 실리를 얻지 못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Ⅳ.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향후 전망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

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 발효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일본 

등 10개국은 이미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

다. 작년 12월 2일 국회 비준하여 금년 2월 초에 발효되는 우리나라와 아

직 비준이 안 된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5개국은 1월1일 발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제가 될 RCEP은 역내 

경제･무역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되 특히 역내 국가 간 가치사슬 연계를 증

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전략적 경쟁과 맞물려 역내 가치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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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지만 압도적인 경제력을 지닌 중국의 

허브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RCEP내 낮은 

수준의 역내 무역비중과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도와 

함께 미국･영국 등 역외국가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RCEP의 향후 과제는 중간 수준의 시장 개방을 CPTPP 수준으로 높이

는 노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협

정문 상의 무역규범의 준수와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협정상 규정된 사무국이 안정되고 공

정한 규칙 기반의 거버넌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역내 다자주의 

복원과 나아가 각국 간 무역 보복 등의 갈등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의 대응

한국이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참여국들과의 교역 규모는 

총 교역의 48%에 달하고 있고, 한･중･일 분업 구조 안에서 여러ASEAN

국가들이 함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 RCEP의 출범은 우리 국익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미치게 되어 통상정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외

교･안보적 차원에서도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 중심의 공급사슬 정착을 방지하고 중국 주도의RCEP으로 발

전되지 않도록 일본･호주와 함께 인도 가입을 위해 공조하면서, 미국 등 

신규 회원국 영입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CPTPP 가입

은 미국의 태도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 실시 등 국내여건상 쉽지 않겠지만, 대중국 전

략적 균형과 아･태 지역내 자유무역 기조 유지, 신규 다자 무역규범 수립

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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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우리가 참여키로 하여 협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참여) 외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

난 2021년 12월 공급망･수출규제･인공지능 기준 등에 관한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를 아･태 국가들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아･태 

지역내 새로운 경제틀 수립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철저한 대비와 함께 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한다. 





외교광장

◆ 오커스(AUKUS) 동맹 출범과 한국의 진로

◆ 중국의 경제의 외교무기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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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AUKUS) 동맹 출범과 

한국의 진로*

7)

박 동 선 

전 주핀란드대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직후인 금년 9월 15일 영국, 호

주 총리와 함께 3국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결성을 선언했다. 첫 

사업으로 미국은 호주에 8척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과 핵물질을 

지원키로 했다. 미국이 1958년 오직 영국에게만 제공했던 민감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번에 호주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외에도 사

이버 기술, 인공지능 및 해저기술들도 3국이 공유함으로써 상호 전력운용

의 호환성을 높이게 된다. 

3국은 오커스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들

뜬 분위기지만,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불만

* 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1-24> 게재 

 외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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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자강론을 

내세웠고, 그 중에서 프랑스는 거세게 항의했다. 프랑스로서는 오커스동

맹으로 인해 그간 호주가 프랑스 군수업체와 추진해온 900억 달러(한화 

약105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의 건조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중국이 강하게 반발

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

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

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호주가 중국의 적으로 변모했다”고 주장

했다.

이번 동맹선언으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의 양자 방위동맹 체제와 

더불어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미국･일본･인도･호

주 등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유엔사를 강화한 안보 협력체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유엔 참전 다국적군’에 이어 이번 ‘오커스’까지 포함

하는 여려 겹의 ‘안보동맹 및 안보협력체’를 촘촘히 구축한 것이다. 미국

이 이처럼 ‘안보동맹 및 안보협력체’를 구축한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

강과 위협이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필립 데이비슨 대장은 중국이 비밀섬 

기지 구축과 인공섬 건설 등 군사적 확장을 통해 사실상 남중국해를 장악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9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현

재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월 3일 공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 상황’ 제하의 의회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

두를 최소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작

성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핵탄두가 2030년까지 2배인 400개로 늘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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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예상했었다. 불과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핵군비 증강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공중 및 잠수함에서 발

사할 수 있는 미사일 등 육･해･공에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3대 핵전

력도 이미 갖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최소 3곳에서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지하 격납고 건설을 진행 중이

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중관계와 관련해 중국이 국경 근처에 미군

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훈련도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애스펀 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제1의 군사적 도전’이라고 언명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

할 수 있고 음속의 5배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등 최근 중국의 군사기

술의 발전은 전 세계를 전략적 불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현재 1250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INF)’을 지상에 

배치해 역내 미 군사력의 접근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이 지

역에 중거리 미사일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은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

리핀∼말라카 해엽)’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

일망’을 구축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2의 사드사태’ 우려까지 나온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특히 대만해협에서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전투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입 진

입 횟수는 183일간 총 694차례에 달한다. 금년 10월에만 총 196대가 

183회 침범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

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실현 될것”이라고 언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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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

드리지 말라며 레드라인을 대내외에 선언한 상태다. 이 레드라인에는 하

나의 중국 원칙,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그리고 남중국해 등이 포함된

다. 이 선을 침범하면 중국은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이른바 전랑(戰狼)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강압외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비증강, 대만 침공훈련, 전랑외교 등 전방위적 위협

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을 결집시키고, 오커스동맹 등의 결성을 가

져왔다. 이로써 중국은 이전보다 안보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안보 딜레

마를 겪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오커스동맹 결성은 미･

중 간 패권경쟁의 일환이다. 이러한 패권경쟁이 패권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종결 되도록 미･중 양국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패권전쟁의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 2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종래의 

‘투키디데스 함정론(Thucydides Trap)’과 최근에 나온 ‘정점 강대국 함

정론(Peaking Power Trap)’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자신에

게 도전하려는 도전국 중국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려는 전쟁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점 강대국 함정론’은 국력의 상승이 이미 

정점에 도달해서 국력 하강을 앞두고 있는 도전국 중국이 오히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쟁 유

혹에 넘어 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다.

‘정점 강대국 함정론’을 주창한 미국 정치학자 할 브랜즈(Hal Brands)

와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는 중국이 바로 이 함정에 놓인 것으

로 진단한다. 즉,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이미 국력이 정점에 다다랐고, 쇠퇴

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문제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중국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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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성장률은 14%였으나 2019년에는 6%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로는 성장률이 2%에 불과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시

진핑 정권은 안으로는 시장경제로 성장을 촉진하던 기존 정책대신 공동부

유 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기업 국유화 등 전체주의를 향해 치닫고 있다. 

밖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약소국을 빚더미에 놓이게 하고, 가차 없는 

전랑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도처에 반중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은 더욱 위협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핵무기 시대에 중국이 무모하게 패권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은 지극히 희박하다. 핵전쟁으로 상호 공멸을 초래 할 수도 있는 패권전

쟁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소 간에 벌어진 패

권 경쟁이 전쟁 없이 종료 된 것도 양국의 핵전쟁 공포 때문이 아닐까. 

사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동서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상호 무역

이나 경제교류가 없었지만,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WTO 체제하 시장에서 

서로 교역하고 투자함으로써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다.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기존의 전략대화 채널 등을 활용해서 공멸을 피하고 

공존공영하는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지난 11월 16일 미･중 양국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비록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으나 양국 정

상이 모든 현안에 대해 3시간 이상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

혔다. 이에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을 견지해야 한다”며 “첫째는 상호 존중, 둘째는 평화 공존, 셋째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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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생”이라며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문제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 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

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며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당국이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고’, 미국 일부 인사가 ‘대만으로 중

국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 추세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타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 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현상 변경, 즉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경쟁에 직간접으로 연류된 우리나라로서는 지리적으로 가까

운 중국이 향후 한반도와 중동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오

커스, 쿼드, 파이브 아이즈, NATO 동맹국들은 중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핵심적 항로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는데 중대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한결같이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이 지역 번영

에 있어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커스에 

참가한 호주처럼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 및 안보협력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안

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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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의 외교무기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1)

연 상 모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전 주니가타총영사

중국은 사드배치문제로 2016년 한국에 경제보복조치를 취한이래 아직

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그 피해를 아직도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중국이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을 금지하여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은 경제를 외교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론 그 대상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열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시켰고, 2010년에 노르웨이가 중국의 

민주화운동가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

을 금지시켰다. 2012년에는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은 

바나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호주가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 견제에 

* 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1-25> 게재, 수정/보완 

 외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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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한편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의 석탄, 포도주 등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수입 금지초치를 

취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보복조치를 취해서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

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이도록 하였고, 한국으로 하여금 2017년 소위 ‘3불’을 수용토록 하였

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 관련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중국이 바라는 효과가 과연 나타나

고 있을까? 상대방국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EU, 한국 등 신규시장 개척과 홍콩과 베트남 등을 통한 중

국시장 우회 수출 확대로 연어 수출액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의 수입다변화를 통해 90%에 달했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어 대중 의존도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필리핀은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하고,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

소에 회부하여 2016년에 승소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호주에 대한 결과이다. 호주 학자인 윌슨

(Jeffrey Wilson)은 2021년 11월 미국의 Foreign Policy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호주를 겁주려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대실패(spectacular 

failure)”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까지 호주의 경제

적 충격은 놀랍게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 때문이다. 석탄의 경우, 중국이 호주 대신 인도네시아와 러시

아로부터 수입했으나, 호주는 인도, 한국, 일본에 대신 수출했다. 오히려 

세계적인 에너지대란으로 석탄의 가격은 상승하고 호주의 석탄업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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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벌었다. 호주 업자들은 다른 상품들도 유사하게 대응하여, 중

국의 호주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호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40억 달러가 감소했지만, 다른 나라

들에 33억 달러를 추가로 수출해서 수출액의 순 감소는 7억 달러에 달하

며, 이는 호주 수출액의 0.25%에 불과하다. 호주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중국의 경제적인 제재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호주 정부

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상대방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해 중국이 당초 바라던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최근 코로나19사태와 더불어 상대국들의 반중 감정을 초

래하여, 중국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

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를 외교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신냉전에서 우리가 안보, 경제적인 고려에서 미국과 협

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국경제관계를 순수한 경제논리로 쿨하게 풀어나

가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 간에 경제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은 양국 각자

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며, 중국이 한국에 시혜를 베풀어서가 아

니다. 2016년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조치를 취

했지만, 이후 교역액의 변화는 없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한국에 경제보

복조치를 취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보복행태를 분석하면, 철저히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덜하고 한국에는 손해가 큰 분야만 서지컬 스트라이크(정밀 타격) 

중이다.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나 대중 부품 수출

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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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는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 아니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으로 더 이

상 중국경제는 예전 같은 활력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다 공산당

이 국진민퇴(國進民退)를 추진하고 민영기업을 옥죄는 국내 경제정책으

로 인해 중국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다. 둘째, 시진핑 하의 중국은 ‘자본주

의’ 대신 ‘사회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어 기업 진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

다. 셋째,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보완관계에서 경쟁관

계로 변했다. 넷째, 중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환경 악화

되고 있다. 다섯째, 미･중 기술패권전쟁에서 이제는 안보와 정치, 경제가 

함께 진행되므로,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단순한 도식은 더 이상 

유효치 않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산업투자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유출규제로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공장에 첨단장비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최근 미국 

정부에 반대로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중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 미･중 간 기술패권전쟁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다툼으로

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소재산업의 전략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므로, 우리 기업은 기술적으로 디지

털혁명, 스마트 팩토리로 이행하며, 한국 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띠라 방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

여 우리의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 우리가 관광 경쟁력만 갖게 된다면 중국 여행객들은 한

국을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센카쿠 분쟁으로 중

국과 일본의 정치관계가 최악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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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여행객들이 증가한 바 있다. 

다섯째, 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생존

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려고 중국에 저자세

로 일관한다면, ‘한국은 돈만 알고 주권국가로서 원칙과 자존심은 없는 

나라’로 각인되고 더 큰 경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지킨 독립과 자존은 종국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꿋꿋이 대응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해 행동과 선택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편, 중국이 경제보복조치로 우리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

요는 없다. 중국도 세계 경제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 마음대로 경제보복조

치를 취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협박에 그칠 가

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중국에 대

해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게 중국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기를 당부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선의로 대하면 한･중관계가 잘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을 상대로 위협

적인 언사와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도발에 소극적

이고 미온적으로 미적거릴수록, 중국은 한국을 더 얕볼 것이다. 우리는 선

전 공세 뒤편에 있는 중국의 본질을 꿰뚫고 냉정히 행동해야 한다.

그간 한국과 호주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지내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공통점이 있

다. 하지만 최근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꿋꿋하게 대처하면서 자

신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한국과 호주의 지

정학적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는 이번 호주가 얻은 교훈을 적극적으

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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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협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12월 1일(수)에 외교타

운 KNDA홀에서 협회 회원 및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한 가운

데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을 표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하였으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제1회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국제안보 및 외교의제 

1. 발표 요지

○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은 ‘디지털 대전환’이란 용어가 의미하듯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미치는 변화와 깊이에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전환 속

에서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분야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강대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디지털 국력’ 강화를 위한 경쟁 역시 심화되는 추세임.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을 핵심

으로 하며, 패권경쟁의 성격을 가짐.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야기된 현재

의 ‘지정학적 위기’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과 협력

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양상을 보여줌.

○ 첨단 기술과 안보가 결합해 외교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1) 첨

단기술 안보, (2) 데이터 안보 (3) 사이버 안보, (4) 우주 안보, (5) 자율무

기체계 안보 등이 주요 외교 의제로 등장함. 또한 기술이라는 이슈를 빌어

서 동맹과 연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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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의 신기술 국제안보 분야 대응은 중견국 외교의 시각을 갖고 미

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개전략을 바탕으로, 동지

국가들과의 연대 추진, 관련 국제 규범 수립에 대한 적극 참여, 국내 추진

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토론 요지

가. 신흥기술 국제안보 다자협력에서의 선도적 역할 방안 모색

○ 참석자들은 신흥기술 국제안보 위협이 확대 심화되는 가운데 개별국가 또

는 전통적 국제협력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

의 구체적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아직 초기단계인 다자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실현하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 역시 강조함.

 - 2021년 11월 외교부 주관으로 열려 보건･사이버･신기술 분야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제공한 ‘세계신안보포럼’ 신설을 

의미있는 출발로 평가

○ 한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연대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의 참석

자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소다자협력체(QUAD, Five Eyes)에 참여하

고 있지 않지만,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구체화로 한･미 간 

양자협력과 미국 주도의 소다자협력을 연계시킴으로써 간접적 참여가 가

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나. 미･중 경쟁의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 종합적 고려 필요

○ 일부 참석자들은 발표자가 제시한 한･미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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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국의 ‘중개전략’이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가 확산･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각 의제별 구체적 대응방향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다고 전망함. 특히 미국이 디커플링(decoupling)을 전략적으로 추

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재할 사안이 아님을 지적함.

○ 이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분야별, 섹터별로 한국의 접근이 다를 수 있으

나, 이를 포괄하는 ‘메타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국의 입장에서 중재 내지

는 연대외교를 강조하는 ‘중견국 외교’가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조직의 정비와 인력 양성 필요성 대두

○ 참석자들은 주요국들이 기존 안보전략을 수정하고 조직을 신설･개편함으

로써 신흥기술의 외교･안보적 영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역시 청와대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추진 

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신국제안보 의제에 정통한 협상인력과 과학기술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

교인력 양성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공급망 관리와 

신흥기술 관련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범정부조직 신설 필요성과 현재 과 

단위의 정책 추진주체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 단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됨.

Ⅱ. 제2회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외교 과제 및 방향 

1. 발표 요지

○ 미･중 경쟁으로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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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신안보 신경제 이슈가 미･중 대결 구도

와 연계되면서 한국외교는 난이도가 높아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이에 

한국외교는 △한반도 평화 안전과 대주변국 외교 중심의 전통적 외교 강

화 △미･중 대립과 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처 △신흥 안보이슈에 대한 적극

적 대처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와 같은 외교적 도전과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감정적 관점이 국제적 객관적 관점을 앞서는 분위기 △대외문제의 국내정

치 종속화 △이념과 당파성에 따른 제약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선

행되어야 함. 또한 한국외교의 플레이어인 집권엘리트, 관료, 정치권, 언

론,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외교문제에 접근하는 행

태가 지양되어야 하는데, 외교협회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의 기여가 기

대되는 부분임.

○ 한국외교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대 플레이어 간 문제의

식 공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외교 이슈에 대한 국익위주의 접근 강화, 외교

관의 전문성 심화와 관련 부서의 전략과 정책 위주 접근 문화 고양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외교 인력･조직･예산을 강

화하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2. 토론 요지

가. 외교 환경의 복합적 대전환에 따른 외교 업무와 기능의 재정립 

○ 참석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팬데

믹, 인구절벽 등이 일시에 몰려오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

하고, 국가안보의 본질과 외교환경의 변화 속에서 외교의 방향, 대상과 영

역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립해야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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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거리와 공간의 영향력을 축소시

킴에 따라 초래되는 공공외교와 외교관 업무의 변화를 예측하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 역시 과제로 제시함.

○ 한편, 한국외교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

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임. 일부에서는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인

식하기보다 정보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관료

조직의 독점적 지위 상실에서 비롯된 ‘환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나. 전통적 외교의 강화를 근간으로 국민과 국익 중심의 외교 목표 설정

○ 외교 목표 설정시 현실성과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제시됨. 탈냉전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평화구축이 진전을 거두

기 어려웠던 것을 정책 실패라기보다 한반도의 현상변경이라는 과도한 목

표를 설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 냉전종식이후 20년간 외교부가 영사수요 폭증, 시민사회 성장, 여론의 중

요성 증대와 같은 국내외 정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국민 신뢰상

실, 조직 잠식, 영향력 축소라는 악순환을 경험하였음을 지적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외교의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

성,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고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외교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됨

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외교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집권 엘리트와 관료들의 국익위주의 접근 노력이 필요조건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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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협회 창립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1. 일시 : 2021. 12. 1(수) 14:00~17:30 

   2. 장소 : 외교타운 KNDA홀 (12층)

   3. 프로그램 : 

      ▣ 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

     - 14:00~14:10  개회사: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 

축  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 14:10~15:40  제1회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국제안보 및 외교의제

사    회: 이서항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주제발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    론: 변대호 전 주크로아티아대사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김수은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 15:40~16:00  휴식 

     - 16:00~17:30  제2회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외교 과제 및 방향

사    회: 신각수 전 외교부차관

주제발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토    론: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원호 전 주가봉대사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17:30~17:35  폐회 



◆ 국제법 판례 종합 해설 (1), (2)

(김승호 주상하이총영사 저)

◆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임한택 저)

◆ 일본발(發) 혐한 바이러스(이현주 저)

◆ 나침반이 잘못된 한국외교(박병환 저)

◆ 공로명과 나 – 남기고 싶은 외교비화들

(공로명 장관 구순기념문집 편찬위원회)

◆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반기문 저)

◆ 얼빠진 나라(이동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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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종합 해설 (1), (2)

(김승호 저. 부크크, 2021, 1,543쪽)

우리 국제법 학계의 오랜 과제인 국제법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두 권의 책, �국제법 판례 종

합 해설(1)�과 �국제법 판례 종합 해설(2)�가 출

간되었다. 저자인 김승호 대사(현 주상하이총영

사, 주이란대사 역임)는 외교업무에 종사하는 동

안 주로 국제통상분야를 다루면서 통상관계의 판례

를 정리하여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간행한 바 있다. 이번에 

1,543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국제법판례를 

정리하게 된 것은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저자는 서문에

서 밝히고 있다. 

저서는 대표적인 국제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

소(ICJ), ICJ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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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중재재판소(PCA),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다룬 사건의 개

요, 주요 쟁점 및 판결내용, 평가 및 해설을 담고 있다. 제1권에서는 ICJ 

판례 68건, 제2권에서는 ICJ 판례 19건, PCJI 판례 23건, PCA 판례 31

건, ITLOS 판례 13건을 정리,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국제재판

의 판결 내용과 쟁점을 요약,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관점에서 

각 사건의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해설을 아울러 결론적으로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이 재판기구가 내린 판결문의 원문을 탐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발단과 전개과정이 복잡하여 도해가 필요한 경우도 많았으며 특

히, 국경분쟁의 경우에 도해 자료를 수집하여 작도하였다고 서문에서 밝

히고 있다. 

국제법상의 판례는 ICJ 규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법과는 달

리 공식적으로 법원(법의 연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다만, 국

제법을 보충하는 효력밖에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는 국제법의 양대 법원인 조약과 관습법을 보충하는 가치와 비중

을 지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입법적 선례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판

례에는 이론과 실행이 녹아 있고 논지가 복잡하게 전개, 기술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 나와 있는 일반 교과

서에는 관련된 판례들이 핵심만 간명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쟁점과 판결 

논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의 판례 해설집을 통하여 이런 부족

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의 발전을 반영하여 민사와 형사적 사건의 구분이 이루어

지고 이를 담당하는 별개의 재판기관이 설치, 운용되고 있고 국가 간의 

법률적 쟁점을 지닌 분쟁의 국제사법기관을 통한 해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제2차대전 이후 한동안 ICJ 등 국제재판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이 

기피되었으나 동서 간의 냉전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분쟁의 사법

적 해결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물론 국내의 법적 질서와는 달리 주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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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존체제인 국제사회에서의 재판기관의 관할권 행사에는 당사국의 수

락이라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 분쟁의 정치적 해결이 국민감정의 게재라

는 이유로 어려운 경우에 분쟁의 미해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시키기보다

는 공정한 법적 해결을 통한 사안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인하

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근국과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하려는 법 감정과 의지가 부족하고 이에 기초한 쟁송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는 않고 있으나, 유엔 등 국제기구의 법률적 해결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

려질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이에 대비하여 종래의 재판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하여 둘 필

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종합판례해설집의 발간은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이 해설집은 사건의 재판만을 다루고 있다. 여

기에 더하여 유엔의 주요 기관의 하나인 ICJ가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

회, 기타 전문기관의 법적의견 요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수행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도 판례에 상응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

로 정리하여 보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재판관의 의견이 

대립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나 일반 사건의 판결에 있어

서도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에 소수 의견과 그 논지에 관해서도 간략히 정

리하여 붙이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판례해설집 간행으

로 국제법 학계의 숙원이 풀린 것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법 학계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사회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이휘진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파푸아뉴기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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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 -

(임한택 저. 렛츠북, 2021, 227쪽)

직업 외교관을 지낸 저자는 외교관은 평생 공부

해야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그가 이미 

출간한 �국제법 이론과 실무�(2021 개정판, 박영

사)와 같은 전문서적의 저술은 그것의 표현이고, 

이번에 출간한 �외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도 같

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평생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교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판단한 

외교에 관한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로, 외교 세계

의 실상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딱딱하기만 한 외교를 일반인

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천동설의 나라와 지동설의 세계”라는 부제를 통해 한국 외교가 

처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다. ‘천동설의 나라’는 한국이고 ‘지동설의 세

계’는 급변하는 주변 상황이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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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중심으로 해를 비롯한 천체(天體)가 움직인다고 믿었다. 태양은 

아폴로의 마차를 타고 동에서 서로 돈다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맞닿아있

는 지동설은 기독교가 풍미한 중세를 지배하였다. 망원경을 사용한 엄밀

한 관찰과 수학으로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내놓았지만 된 서리를 맞았다. 저자는 한국인과 한국 사

회의 대외 인식을 왜곡된 천동설의 정신 시계에 비유하고 있는 셈이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낡은 세계관처럼, 한국인의 낡은 대

외 인식이 한국 외교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한

국인들이 대외 관계를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으

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곳곳에서 지적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천동설적

인 대외 인식’을 떨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외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변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며, 한국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은 외교 현실을 왜곡하고 그릇된 외교 행태를 갖게 한다

는 것이다.

저자는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외교는 이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힘과 이익이 교차하는 현실 세계

이며, 냉정한 현실 외교에서 외교관은 정치나 이념에서 자유로운 국익파

임(64쪽)을 주장한다. 이에 비추어 저자는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49쪽), 

이념외교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45쪽), 외교부 내 순혈주의를 배격해

야 할 필요성 등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한다. 저자는 

또한 “외교관 생활에 대한 단상”(84∼125쪽)에서 34년에 걸친 자신의 

외교관 생활의 개인적 소회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일반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현실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편협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이며 포용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천동설적 대외 

인식을 탈피하여야만 올바른 대외 인식을 가지고 외교 현실을 직시하며 



236  외교, 제140호 (2022.1)

이에 합당한 외교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

다. 미국에 관한 신화에서 벗어나고(126쪽), 중국에 대한 사대자소(事大

自小)를 비판하며(135쪽),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시대에 대비한 외교

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는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고(158쪽), 북한 붕괴론의 허구성(182쪽)과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점(189쪽) 등 통일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솔직히 적고 있다. 많은 이

들이 외교에 관해 풍성한 food for thought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읽기를 

권하는 이유이다. (김병호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덴마크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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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發) 혐한 바이러스

(이현주 저. 도서출판 선인, 2021, 504쪽) 

이현주 전 주오사카 총영사 및 전 동북아역사재

단 사무총장은 최근에 �일본 발 혐한 바이러스: 

일본 지배계급의 비틀린 정치공학�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저자가 공직생활 마감 후 3년 

동안 전념하여 집필한 노력의 결과로, 저자가 그

동안 생각하고 경험해 온 한･일 간의 문제를 정리

한 것이다. 저자의 주요 저서로는 �횃불과 촛불�,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의 역사, 일본인과 일본 사회 및 문화의 심리적

인 기저를 통찰력 있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일본의 혐한정서’의 기원과 

과정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저자는 서론에서 일본의 ‘혐한’의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단언한다. “일본의 혐한

의식은 이미 6세기 말부터 신라에 대한 적대감과 통일신라에 대한 두려움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백제와 밀접한 유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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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던 왜가 적대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것이 소위 

신라금수관(新羅禽獸觀)이니 조선멸시관이니 하는 걸로 이어져 오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굳어졌다. 그 후 19세기 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

략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가 ‘정한론(征韓論)’이라는 형태로 민중에게 

주입하여 점점 고정관념화 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지배계급이 혐한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지배계급이 한반도 출

신으로서, 일본은 역사성과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을 수 있다. 한반도를 

떠나서 일본에 왔던 자들의 향수와 원한이 작동하면서, 일본인들에게 한

반도는 고대부터 ‘잊을 수 없는 타자’가 되어왔으며, 이는 신라부터 시작

했다. 둘째, 일본 지배계급이 국내 권력 강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다. 이것은 663년 한반도의 백강전투에서 패한 왜에서 천황

으로 집권한 덴무 천황 때부터 써 온 정치공학적 수법이다. 특히,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후에 사이고 다카모리는 ‘내란을 원하는 마음을 밖으로 

돌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원략’으로 정한론을 주장했다. 셋째, 역사적 근

원때문으로서, 한국과의 역사적 논쟁에서 질 경우 분식(粉飾)되어 온 일

본의 역사가 몽땅 뒤집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넷째, 일본이 아시아지

역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근대 이후 일본은 한

반도가 환란의 근원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해서 방어망을 구축

해야 한다는 논리를 역설해 왔다.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150년

간 조선멸시관을 미국과 유럽에 유포시켜 왔고, 이는 한국을 이용해서 미

국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과장하는 수법이다.

한편, 저자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시기 정한론 이후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을 침탈했다. 둘째, 정부가 주

도하여 정한론과 혐한의 대중화를 촉진했다. 셋째, 국제적인 프로파간다

로서 일본이 서구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을수록 일본인은 자신이 보통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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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과 다른 특별한 아시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폄

하하는 프로파간다를 강화해 나갔다. 넷째, 일본의 대외침략전쟁에서 많

은 한국인들을 희생시켰다. 다섯째, 한국인에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놓았다.

끝으로 저자는 최근 일본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부정주의 및 정치

적 우경화, 일본 지식인들의 방황, 정치권력에 순응하는 언론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일 간에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 갈등

이 있는데, 근대 이후의 한･일관계사는 일본의 거짓말의 종합 역사이자 

한국 정치의 무능함의 역사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를 단죄함과 동시에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자체의 통절한 반성과 사유가 

없다면 역사인식은 정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국가로 운명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흔치 않게 민주주

의를 이룩했다는 자부심과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자신감을 우선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외교는 일본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꼭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과 얽힌 과거의 기억을 어떤 형태나 내용으로든 잘 소화해 내고 일본과 

신선한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일본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을 우호적인 이웃으로 만들지 않고는 세계

무대에 일본을 내세우기 어렵다.”

이 책을 소개하는 본인으로서는,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일본의 혐

한정서를 깊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재 비틀어진 양국 간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우선 본인은 저자가 일본의 혐한정서에 대해 많은 자료를 갖고 통

찰력 있게 설명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발전한 우

리가 자신감을 갖고 양국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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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국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과거

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

가 일본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줄곧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무시한다. 하지만 양국의 차이는 일본은 한국에 

관심을 두면서 무시하나, 한국은 일본에 관심도 없는 가운데 무시하는 것

이 아닐까? 현재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역사문제

를 기억하되 이제는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위해 일본을 더 이상 외면하

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연상모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니가타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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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이 잘못된 한국외교 

(박병환 저. 우물이 있는 집, 2021, 264쪽)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지낸 박병환 유라시아

연구소장이 �나침반이 잘못된 한국외교�라는 책

을 내었다. 이 책은 2020년 저자가 자신의 러시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

아가 없을까�라는 책 발간 이후 2021년 9월까지 

저자가 국내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들이다. 

저자는 현 문재인 정부 외교의 사고방식은 심각

한 오류와 착각에 기인하고 있어 대(對)4강 외교

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

부의 대4강 외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요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중국외교에서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중국의 의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급성장하였지만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 아직 미국

을 따라 잡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저자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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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능

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리두기를 시도

하고 있다. 북한을 의식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

서 한･미동맹의 의미와 우리 안보에 대한 기여를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일관계에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고 징용공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을 통해 일본에 강한 대결적인 태

도를 보임으로써 외교 협상을 통한 퇴로를 막아버렸다. 대일 강경 정책으

로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협상을 간청하는 상황으로 변해 버

렸다. 또한 한반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가 주변 4강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도 러시아의 중요성을 과

소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4강 중 우리와 협력할 여지가 많은 나라인데 

대러 관계에서 양자관계 자체 증진보다는 대북한 문제와 연계하여 보려는 

경향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도 적으며, 러시아의 영향력과 전략적 유용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대4강 외교를 제3자적 관점에서는 “중국에 대

한 한국의 핀란드화로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

을 하고 있어 미국을 서운하게 하고 있다” “일본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지

나치게 미워함으로써 대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러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러시아를 여전히 경시한다”는 말

들로 요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현재 한국외교는 국제관계를 입

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현 정

부의 외교는 아예 나침반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저자

는 국제관계, 특히 대4강 관계에 대한 현 정부외교를 평가하면서 국익을 

위해 나침반을 새로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

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위에서 말한 한국의 대4강 외교 이슈 외에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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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단평도 수록하였다. 이에는 벨라루스 선거불복시위 

사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과 국제관계,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우리선박 나포와 관련된 대이란외교의 문제점, 한국의 G7외교, WTO 사

무총장 진출관련 한국외교, 중국과 북한의 인권에 대한 한국외교의 부재

문제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 인권 문제와 중국의 대북한 태도와 관

련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북한정책은 한국외교

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한 문제 문제에 대한 저자의 

탁월한 시각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사가 러시아

에서 대4강 외교로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평론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 책을 통해 국제문제 평론가로서 저자의 역량이 최고 수준에 

달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의 우리 외교를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글들이 많다고 생각되기에 외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일독해보기를 기대한다. (변대호 �외교�지 편집위원장,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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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과 나 – 남기고 싶은 외교비화들

(공로명 장관 구순기념문집 편찬위원회, 도서출판 월인, 455쪽)

공로명 전 외교장관의 구순을 맞아 공정관의 외

교관 후배 와 지인 6명이 주축이 되어 �공로명 과 

나 – 남기고 싶은 외교비화들�이란 기념문집을 만

들었다. 처음 4명이(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정구

종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고문, 신각수 전 주일대

사,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이 일을 추진하

였으나, 후에 2명이(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겸 동

아시아재단 이사장, 하코다 데스야 아사히신문 논

설위원) 추가되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공로명 전 장관은 우리 외교사의 산증인으로서 지난 60

여 년 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고비마다 현장을 지켜온 분이다. 1958년 외

무부에 들어온 이래 동북아 1과장, 아주국장, 정무차관보, 브라질 대사, 

뉴욕 총영사, 초대 소련 및 러시아 대사, 외교안보 연구원장,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장, 주일대사, 외교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퇴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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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국대, 한림대, 동서대에서 일본학 연구소장과 석좌교수 등을 지냈고 

2002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세종재단,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직

을 역임하고 2012년까지 10년간 한일포럼 한국 측 회장으로서 한･일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외교계의 거목이며 산증인이었던 공 장관에게는 그의 외교

활동 과 관련하여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으로 짐

작 된다. 6명의 편찬위원들은 아마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3의 외교사

료’ 또는 ‘외교텍스트’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풀

이된다. 본 책자는 공 장관의 후배 외교관 26명, 지인 16명 등 한국인 42

명과 일본 지인 9명 등 총 51명의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공 

장관의 곁에서 지켜 보아온 외교비화나 일화들을 생동감 있게 기술해 주

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외교관으로서 공장관의 사명감과 외교교섭 능력을 보여

주는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1983년 5월에 발생한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과 관련한 중국과의 

외교교섭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섭과

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했다. 당시 공로명 차관보는 중국 만항국장 선투

(沈圖)를 상대로 한 교섭에서 치밀한 전략과 특유의 뱃심으로 성공적으

로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양국의 공식명칭과 수석대표의 공식 직명

을 명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국 측에 이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압

박하여 결국 우리 측 입장을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공 차관보는 “남

의 안방에 구두를 신고 들어 와서는 그 집 주인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하

고 가겠다는 이야기”냐고 상대방을 단호히 압박하였다고 한다.

둘째로는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우리 측 수석대표로써 최우진 북측 

수석대표 사이에 일어난 일화이다. 하루는 최우진이 6･25 전쟁은 미 제국

주의와 남조선 괴뢰의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원고를 읽고 우리 측을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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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공 수석대표는 김일성과 스탈린

이 공모하여 일으킨 전쟁이라고 반박하고 김일성과 스탈린이 찍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최우진은 그 사진을 받자마자 박박 찢었으며 

이에 공 수석대표는 “아이고, 수령님 얼굴을 막 찢어도 되나” 하자, 깜짝 

놀란 최우진이 스탈린과 김일성이 찍힌 사진에서 김일성만 잘 오려내려고 

쩔쩔매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최우진이 핏대를 올리면서 한국을 심하게 

비난하자 공 수석대표가 주머니에서 우황청심환을 꺼내 주면서 “이거 남

쪽에서 만든 우황청심환인데 쓸데없이 열 오르는데 약효가 있다”고 하자, 

최우진은 어이가 없는 듯 “일 없시요”하고 더욱 약이 오른 모습을 보였다

고 한다. 

당시 회담 장소가 북측 지역 통일각이었는데 거침없고 자신만만한 태도

로 북측 대표를 다루는 공 수석대표의 기개와 담력에 우리 측 회담 참석 

대표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외교장관 재임 중 미･북 제네바회담 합의 결과 북한 측에 제공

할 경수로 노형을 결정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

켰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 측의 반대로 한국형 경수로 

노형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공 장관의 집념과 끈기로 한

국형 원자로 노형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공 장관은 미국과 

협의 시 외교적 언사로는 적절하지 않은 ‘팔 비틀기(arm twisting)’, ‘함

부로 다룬다(manhandle)’ 등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의 결단

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또한 외교장관으로서 중국을 처음 공식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을 예방하였을 때 나눈 대화도 흥미있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

다. 장 주석이 공 장관에게 “공자의 후손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묻

자 공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서 “공자의 79대 손”이라고 답했다 한다. 

이에 대해 장 주석은 “옛날 같으면 나는 공 장관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고 말하고 대화에 빠져 30분으로 예정된 면담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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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넷째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온 공로명 전 장관의 노고와 기여

를 들 수 있다. 그는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참여해 온 이래 동북

아1과장, 아주국장, 주일대사, 외교장관 등 공직생활 중 많은 부분을 한･

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퇴임 후에도 대학 강단과 한일

포럼 회장으로서 민간친선 활동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일

본의 조야로부터 존경 과 칭송을 받아 왔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일본인 고위 외교관과 저명 언론인들의 기고문을 통해 

공로명 전 장관의 한･일관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현직 후배 외교관들에게 참다운 외교관 상을 정립하는 데 하나

의 지침서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혀 우리 외교관들이 국가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꼭 한번 필

독을 권하고 싶다. (강근택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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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반기문 저. 김영사, 2021. 695쪽)

2021년 12월에 출간된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은 이보다 6개월 앞서 미국 콜롬비아대학 출판부

에서 발간한 �Resolved: United Nations in a 

Divided World�라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

장이 직접 쓴 영문판 회고록을 번역한 책이다. 이 

번역본에는 영문판에 없던 새로운 장(章)인 ‘나

의 정치참여’가 한국인 독자들을 위해 추가되어 

있다. 

아마도 반 총장만큼 국제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국내적인 평가는 인색

한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 총장은 국내적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라를 빛내고 국제무대에서 어느 분야에서든 한국인도 성

공할 수 있다는 롤 모델을 보여준 선구적 지도자로서 대체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대선에 앞선 20일간의 정치 행보로 인해 일부 중･장

년층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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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의 유엔 재임 10년 동안의 업적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과 언론은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적어 보인다. 여기에는 국제 뉴스를 소홀히 다루는 

우리 언론의 속성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반 총장에 관한 책은 여럿 나왔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이 회고록이 처음이다. 제목부터가 �결단의 시간들�인 이 책에서 반 총장

은 매일같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과 개발, 그리고 유엔의 개혁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고뇌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생생히 서술하고 있다. 

본인이 국제분쟁 조정, 난민촌과 재해현장 방문, 질병퇴치 사업들에 임

할 때마다 6･25 피난시절 본인과 가족이 겪은 뼈아픈 경험과 국제사회의 

원조로 피폐했던 한국이 부흥했던 사실을 늘 상기하며 자신과 조국이 처

한 현실처럼 접근한 태도는 가슴을 울리게 한다. 

반 총장 본인은 조용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 물처럼 유

연하되 때로는 강한 모습의 외교를 선호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데 이러한 겸손한 외교방식이 때로는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회고록 곳곳에서 반 총장이 

비범한 용기와 결기로써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을 상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념비적인 기후변화협약 협상과정에서 부시, 오바마 두 미국 대통령들

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들을 우군으로 만든 사례, 보좌

진들과 관련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을 방문하여 최고지도자를 면담

하고 이란 정부가 핵문제, 중동안보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

고 촉구하고, 아울러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토록 한 사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레바논, 가자지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역, 수단, 다

르푸르 난민촌, 미얀마와 아이티 재해현장,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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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을 방문한 사례 등에서 그가 지닌 용기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반 총장의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본인이 밝히듯이 2015년에 채

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다. 이 모두가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요했고 각국 정

부, 민간의 모든 관계자의 협력과 컨센서스가 필요한 목표였던 만큼 그 

협상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반 총장은 고비마다 특유의 

창의력, 추진력, 인내력, 친화력, 개인적 외교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반 총장은 인권신장을 위해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비전제시, 여성인권향상, 성소수자 

대우 개선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임자들이 손대지 않았던 유

엔평화유지활동국 개편, 인사와 예산시스템 등의 유엔 개혁에서도 내부의 

저항을 무릅쓰고 기득권 타파,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북핵문제와 국내정치참여 부분인데,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완고한 입장과 2017년 초반의 특수한 국내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반 총장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 퇴임 후에도 엘더스(The Elders) 부회장, 보

아오포럼 의장, IOC윤리위원장 등 여러 국제기구 대표와 빈 소재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의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등의 

다수 직책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의 리더십과 역량이 여전히 긴요함을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 총장은 사소한 프라이버시도 없고 매일같이 신변위협에 노출되며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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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범지구적 문제들의 해결을 선도해 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

진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the most impossible job on this 

earth)’을 10년간이나 맡아 더 나은 인류사회를 위해 최선의 헌신을 다해 

온 진정한 글로벌 리더이다. 

이 회고록이 널리 읽히게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온 반기문

의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신현석 주캄보디아, 주요르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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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나라*

2)

(이동진 저. 해누리, 2021, 1,031쪽)

외교관이자 시인. 시인이자 외교관. 외교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가 있다. 바로 이동진 전 주

나이지리아 대사다. 1969년 외무부에 입부한 이 

대사는 1970년에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

로 �현대문학�에 등단했다. 박두진 시인은 추천사

에서 “… 꿈을 몰고 대리석을 쪼듯 좀 더 조형적

인 조탁에 힘써주었으면 한다”라며 그를 추천한 

것이다. 20대 외교관 이동진이 일찍부터 시인으로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동진 대사는 외교관 재임 중에도 시는 물론이고, 소설도 쓰며, 움베르

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번역, 출간하는 등 문학 작품을 발표했다. 

2000년 퇴직 이후에도 이 대사는 장편소설 �외교관 1, 2�를 내는 등 꾸준

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 첫 시집 �韓의 숲�을 비롯하여 번역서 �천로역정�, 

* 편집자주: 이동진 대사는 시집 �얼빠진 나라� 100권을 한국외교협회에 기증했다.

 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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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금관의 예수� 등 지금까지 그가 출간한 시집, 소설, 번역서 등이 

120여 권에 이른다. 해마다 평균 2.4권을 출간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직업

이 시인이외에 소설가, 수필가, 번역가, 희곡 작가 등 다섯 개나 된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도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이동진 대사가 등단 50

주년을 기념하는 시 모음집 �얼빠진 나라�를 2021년 11월에 출간했다. 

�얼빠진 나라�는 이 대사의 28번째 시집으로 �얼빠진 세상�(2019년), 

�얼빠진 시대�(2020년)에 이은 소위 ‘얼빠진’ 3부작 시집의 세 번째 작

품이다. 이 시집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발표한 시 600

여 편을 담았다. 보통 시집은 100∼150쪽 내외인데, �얼빠진 나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얼빠진 나라�는 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현실을 풍자한 시집이다. 10편

의 시를 통해 그의 시 세계로 들어가 본다(여기에 소개된 시는 일부분

이다). 

<가축>(133쪽) … “/ 투표함에 깨끗한(!) 한 표를 던질 때는 주인./ 

부정부패에 시달릴 때는 가축./ 눈 먼 세금이나 뜯기는 가축./ 한 가닥 애

국심이 없다면…/ 아니, 아무리 애국심이 넘친다 해도!/” <건강한 노파

의 리어카>(162쪽) … “/ 노파가 걱정하는 것은/ …/ 어쩌면 권력, 재산, 

명성에 중독된 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타락

과 범죄, 특히 정신병/ 바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끌

고 왔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촛불과 세월>(187쪽) … “/ 생각하라 깊이! 그리고 말하라!/ 말하라 

진실하게! 그리고 행동하라!/ 행동하라 뜨겁게! 그리고 침묵하라?/” 

<커피 천국>(393쪽)에서 … “/ 열 집 건너 카페,/ 또 열 집 지나 커피하우



254  외교, 제140호 (2022.1)

스,/ 붉은 네온 십자가보다 더 널리고 널린/ 서울 거리./ 남녀노소 불문하

고 커피 들고 다니는/ 커피 천국/ 심심해서 마셔대는 커피/”

<인생길>(423쪽) … “/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각

자 도달하는 종점./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자체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된장찌개 우리 젊은 날>(658쪽) … “/ 뚝배기 보다는 

장맛이 좋아야지/ 찌개라면 말이야, 안 그래?/ 양지 바른 돌담 밑 올망졸

망 오밀조밀,/ 줄줄이 잘도 늘어선 항아리들./ 콩은 죽어야 메주가 되고/ 

메주는 고추장으로 부활!/” 

<요셉의원이란>(860쪽) … “/ 선우 원장이 영영 떠난 지도 어언 10여

년,/ 그를 기리고 그리워하는 이들은/ 오늘도 말없이 봉사하고 있지./ 멀

리서도 열심히 성원하고 있지./ 그 누가 아무리 허튼소리 떠벌린다 해

도!/” <참된 영웅에게 바치는 조시>(962쪽) … “/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

다./ 불멸의 이름,/ 참된 영웅의 이름,/ 이순신, 그리고 백선엽!/ 군주들

이란 덧없이 망각될 따름이지만/ 그들의 이름은 길이길이 칭송되리라./ 

나라를 진정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마다/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일 터이

니!/” 

<없으면 없는 대로!>(967쪽) … “/ 없으면 없는 대로/ 허허허 웃으며 

살아가라./ 있으면 있는 대로 남들에게 조금이나마/ 베풀며 언제나 감사

하라./” <그 시절 우리 정열은 어디로 갔나?>(1007쪽) … “/ 돌아보면 볼

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그 시절 우리 정열과 함께 진리마저/ 맥없이 자취

를 감추고 말았는 가?/ 건전한 상식은 어디로 갔나?/ 보통사람 양심은 

어디로 갔나?/ 대답할 자격이 정녕 아무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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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나라�에는 바삐 살아가며 잠시 잊었던 우리 주변의 삶을 되돌

아보며 세상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시들이 담겨있다. (손선홍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함부르크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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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 가내 건안하시고 행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계간 『외교』 신년호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과 주변 외교환경 변화와 전

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금년 3월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준규 협회장님의 새 정부에 기대하는 

외교적 과제를 ‘권두언’으로, 남･북한 관계, 미･중 경쟁의 정치･경제적 전

망, 한･일관계, 중･인관계, 중동정세 전망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특집’ 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외교논고’ 란에는 “독일 신정부 출범과 EU의 향방”,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타이완: 미･중 패권쟁탈의 시험장”, “난민협약

과 국내적 이행” 등의 원고를 수록하고, “RCEP 출범 의의와 전망” 제하의 

‘외교칼럼’과 최근 온라인 발표된 ‘외교광장’ 2편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로명 고문, 반기문 고문, 이동진 회원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의 최근 발

간 저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주요 인사 인터뷰’란에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면담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 및 활동, 그리고 백 재판관님의 판결업무 경험담 

및 조언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협회 창립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4차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 결과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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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금번호부터 표지(내지) 디자인의 변화

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표지는 조선 태종(太宗) 2년(1402년)에 제작된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소장)’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를 넘어 AI시대로 가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 ‘E-Journal’ 

제작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진 글들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영문지 『Foreign Relations』도 조만간 

발간될 예정입니다. 편집위에서는 독자들의 니즈에 걸맞은 정보와 편의를 제

공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애독과 성원을 당부드리

며, 아울러 『외교』지에 대한 논평과 적극적인 기고를 기대합니다.



- �외교�지 구독 안내 -

�외교�지를 애독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외교�지는 한국외교협회가 주관하여 발간되는 계간지로 1987년 창간된 이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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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Relations in 2022: Its Trends and Prospects

Hwang Ji-hwan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Last year, the Biden administration formalized the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as its North Korea policy.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concretely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Biden’s 

North Korea policy does not include anything that North Korea finds attractiv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seems highly likely that Biden’s policy will return to 

Obama’s “strategic patience”. On the other hand, China has been actively using 

North Korea to balance against the U.S. as the U.S.-China relations deteriorated.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is increasing, and China is managing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China will try to use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as leverage over the United States.

Also in 2022, the COVID-19 is the critical factor in North Korea’s domestic 

situation. Although North Korea has been relatively successful in responding to 

COVID-19, it has also felt a sense of crisis and has been actively managing the 

domestic situation. North Korea has focused on mobilizing its people and 

strengthening its state-centered control to prevent the pandemic from destabilizing its 

domestic politics. North Korea shows no sign of change in its foreign policy, and 

it has declared a “head-on breakthrough” against the U.S. North Korea continues its 

strategy of military deterrence and diplomatic offensive, suggesting that it will not 

engage in any negotiations for the time being without changes from the U.S.

The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this year are not good. The only thing 

that can be pursued is humanitarian agenda. In particular, if an opportunit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s prepared due to the support for the COVID-19 vaccine,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it in various fields. If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resum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Abstracts of Essays



simultaneously revitalize the negotiations for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Korea’s Strategic Choice

Choo Jae-woo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finally ran out of patience on China.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undertook a striking measures to correct China’s compulsive bad behavior, 

not respecting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institutions. His successor, Joe 

Biden, will inherit his China policy, also targeting the behavio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response, China is determined to win ideological struggle 

against capitalism and democracy and realize the ultimate go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49, a powerful and modernized socialist China state. The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further deepened as the U.S. and China are to seek to 

build an order in the space and cyber world, thereby seizing hegemony in the 

respective area.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constructive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The US-China Trade and Technology War: 

Three Reasons China Cannot Win

Chung Jin-you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taking the shape of 

an economic war. Considering tha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nuclear great 

powers cannot be waged through a military showdown, the economic war will 

determine who is going to be the winner in the bilateral competition. The trade and 

technology war between the two powers started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Trump 



presidency, and it continues to be deepened and expand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waged a trade war without distinguishing allies and 

enemies, however,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that the US would go together 

with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to put pressure on China to correct its unfair 

trade practices and pursue the development of its own high-tech and strategic 

industries through industrial support programs. This paper argues that China will not 

win the economic war against the US for three reasons. First, as a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y China cannot win the trade war because the consequential 

economic decoupling with the US　tends to hurt China more. Furthermore, China 

has to compete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role of a global factory while 

the US is going to find out new candidates to provide consumer goods to its 

domestic markets. Second,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haracterized by 

authoritarian one-party state puts stringent constraints on the maneuvering room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its high-tech giants, resulting in the so-called Galapagos 

island syndrome. In addition, American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dds 

difficulties by worsen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brand image. Third, China’s 

economic model of export-led development also does not work for its favor because 

peer countries are not eager to import from rather than export to China. China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demand pole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ttract 

their support in its economic war against the US, which is an extremely difficult 

task. The US-China economic war will be around us for a foreseeable future with 

great negative impact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re certainly to be further politicized. Nevertheless there will be still some 

opportunity that some countries are willing and ready to take advantage of for their 

national development. 



The Prospect of Kisida Cabinet and Korea-Japan Relations

Jin Chang-soo

Director of Center for Japan Studies, The Sejong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in Japan in October, the 

second Kishida Fumio cabinet was launche. The LDP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for stability’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bringing about a political environment 

that can create the color of Kishida. Kishida’s future depends on how Kishida 

differentiates his cabinet from the cabinet of Abe and the cabinet of Suga.

The prospect for Korea-Japan relations during Prime Minister Kishida’s 

administration is bleak.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him 

has not improved at all. Firstly, critical public opinion on Korea and the atmosphere 

of hardline response by political circles act as obstacles to Korea-Japan relations. 

Second, the difference in strategy between Korea and Japan is becoming a factor 

that distrusts each other. Third, Kishida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responding 

to COVID-19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order not to lo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As Prime Minister Kishida emphasizes communication, the conversation can also 

be formed in Korea-Japan relations. The best way is that Moon’s administration 

solves the historical issue that they aris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opportunity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by making good use of the moment 

when a new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in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versation channel to achieve the 

Korea-Japan summit that has not been held so far. Korea and Japan should not wait 

for counterparts to actively come out, and they should manage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Recent Changes and Prospects in India-China Relations

Paik Woo-yeal 

Professor, Dept.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In the 2020s, the India-China relation is in flux, rapidly transforming toward more 

competitive struggle to the extent that India quietly regards China as an enemy. This 

bilateral relation, which is far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simple hostility, 

becomes one of the key variables to change many sets of bilateral,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in and out of South Asian Subcontinent, including that of the 

growing US-China competition. The other countries stuck between the China bloc 

and the US bloc such as Republic of Korea are also subject to the changing nature 

of this bilateral relations despite geographical distance. In this context, Republic of 

Korea, as an advanced democratic country, should immediately incorporate this 

diplomatic dynamics into its urgently needed global strategic architecture.

Prospects of Middle East Situation

In Nam-sik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The United States ended military engagement in Afghanistan. Taliban advanced 

to Kabul and came back to the forefront of power at last. In the early stage of the 

Afghanistan war, the primary goals of the U.S.-led forces were to destroy 

Al-Qaeda’s footholds and remove key figures in terrorist organizations. As the war 

went on, the allied forces re-set their strategy and aligned resources and efforts into 

“state-building.” However, such efforts faltered. Having seen new regime in 

Afghanistan, neighboring states in the Middle East calculates newly emerging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region. The U.S. is likely to pursue a foreign 

policy strategy focused more on feasibility (can we) rather than an intervention with 

justifiable cause (should we) in the coming years, and this approach has already 

been reflected in the US’s foreign policy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Particularly, two big powers in the Middle East, Saudi Arabia and Iran will be 

trying to make an every effort to deal with new challenges from Afghanistan. Shiite 

Iran might have some frictions with Taliban, but try to get along because for the 

time being it has tackle current crisis within the country. Saudi Arabia will concern 

about the US’s distancing from the Middle East. Kingdom has been heavily 

dependent on the US’s security assistance up until this point. But now everything 

has changed when it comes to security umbrella.

The Inauguration of a New German Government and the 

Direction of EU and Foreign Policy 

Sohn Seon-hong 

Former Consul General in Hamburg, Germany

The German general election, held on September 26, 2021, attracted attention not 

only in Germany but also from around the world. The main interest was who, 

following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how would govern Germany, a key 

member state and the economic powerhouse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four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turned 

out the dominant party by a narrow margin of just 1.6% (9 seats) beating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the Christian Social Union (CDU/CSU). The rise of 

climate issues made the Green Party the third largest party, up from the sixth. The 

pro-business Liberal Democratic Party (FDP), became the fourth largest party. On 

December 8, 2021, after two and half months’ negotiations, the new government 

was inaugurated and Olaf Scholz (SPD) became the Chancellor. The new 

Government is a Coalition Government, composed of three parties, the SPD, the 

Green Party, and the FDP.

The new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ould focus on climate protection, 

expansion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digital education, expanding housing supply,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raising the minimum wage. 

In foreign policy, Germany as the largest member state, will faithfully fulfill its 



rol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EU, by promoting active diplomacy. Germany 

will maintain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France, and place importance on 

the Atlantic Alliance. Germany will also enhance relations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do-Pacific Policy. 

A Critical Reevaluation of the ROK’s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Choe Won-gi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ROK (Republic of Korea) has maintained an approach of ‘silent diplomacy’ and 

taken a position of neutrality in the midst of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issue of South China Sea (SCS). The single most important goal of 

ROK’s neutral stance on the SCS is to minimize risks of ‘entrapment’ and avoid 

being entangled in the US-China conflicts. However, ROK actually has ended up 

with implicitly acknowledging China’s SCS claims by behaving as an uninterested 

third-party and remaining silent to China’s aggressive behaviors as well as its 

unlawful claims to sovereign rights over SCS.

ROK’s ambivalent stance on the SCS is becoming increasingly untenable given 

the fact that the tensions between US and China over the SCS has been intensified 

in recent years, To the extent that ROK continue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issue 

of SCS, the strategic relevance and role of ROK in th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s likely to be weakened further in the days ahead. ROK needs to adopt a more 

proactive policy and take a clearer position on the SC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Taiwan: An Battleground for U.S.-China Power Struggle

Paek Tae-youl

Former Guest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This papers aims at exploring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U.S.-China and 

mutual re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surrounding Taiwan. In recent years, 

China began intensifying its ambition to invade the island especially thanks to its 

military and economic growth. Beijing’s takeover of Taiwan has multi-facted 

purposes. First and foremost, it means the achievement of “One China.” Second, it 

could also provide the country with a good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 greater 

strategic role in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in Chinese perspective, 

taking over Taiwan by China could create conditions favorable to China’s rise as 

a superpower replacing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the U.S. has kept a low-profile posture toward Taiwan since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79. However, Washington has played an 

active role not only to protect the small island but also to desist China’s possible 

invasion. For the time being, Washington and Taipei are in close and constant 

contact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for China’s attack. At the same time, 

the U.S. makes an strenuous effort to strenghten cooperative actions through the 

Quad and Aukus. In fact, the US’s ultimate goal is to preserve its global power and 

prestige rather than to protect Taiwan itself. Therefore, it is the US vital interests 

to defend successfully Taiwan, which is simply a battleground for US-China power 

game. The face-off between the two nations just begins. 

Refugee Convention and National Implementation

Chang Bok-he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 Police, Sun Moon University

The last century was the era of war and refugees, and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adopted as the priority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fter the United Nations promulga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The Refuge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embodies the “right to seek asylum” of Article 1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core of refugee protection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which asylum-seekers will not be repatriat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where they are persecuted.

The definition of refugees and the meaning of persecution are not precisely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but rather, due to their abstraction, it is possible to 

expand and develop an interpretation to include various types of refugees and forms 

of persecu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 joined the Refugee Convention in 1992,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compared to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s low in worldwide. Refugee policy 

should primarily focus on ensuring basic human rights and at least temporary 

protection. To those in a similar situation to refug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Refugee Convention established during the Cold War, the status of complementary 

protection is granted by invok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humanitarian status and 

asylum-seekers, and the provisions of special protection regulations for child 

refugees and female refuge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n extra-legal measure, 

the priority measures are to disseminate and educ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every fields.

As a solution to the refugee human right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and policy goals that harmonizes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democracy and rule of law,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labor 

movement. In addition Korea has a mission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y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burden sharing. Korea is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to implement 

its own refugee law in 201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will be the most powerful tools in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RCEP

Lee Yoon-young 

Honorary Profes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20 among 15 countries, entered into force as of 1 January 2022. It took 

more than seven years since the negotiation was started by the initiative of the 

ASEAN in May 2013. With the appearance of the RCEP, the largest free-trade 

area(FTA) ever in size($26 trillion in GDP and 2.3 billion in population), the 

Asia-Pacific region entered the era of mega-RTA(Regional Trade Agreement) 

together with the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became effective in December 2018. 

The RCEP contains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not only introducing a 

single trade regime by integrating several ‘ASEAN+1’- type FTAs in Asia, but also 

serving as a useful regional economic platform to combine Korea-China-Japan and 

ASEAN in the future. It will bring a new trade & investment pattern to Asia-Pacific 

region and will act as a variable to the on-going trad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ecently proposed by the 

US government will also affect the existing supply chain, trade & investment pattern 

of high-tech products and their standard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for, and cope 

proactively with, the emerging new economic environment in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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