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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
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SAI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Davis) 조교수(1987~1990), 서
울대 사회대 정치외교학부 교수(1990~2016), 비영리 민간연구소
인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평화연구원 초대 원장, 32대 외교통
상부장관(2003~2004)을 역임했다. 또한 아세안+3의 자문기구인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의장과 한국측 대표 (2011~2012), 하
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시니어방문학자 및 동 대학 정치학
과 방문교수(2021)로 강의했다. 국제정치 및 한국 외교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70여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중 일부는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Asian Survey, 
The National Interest, Project Syndicate등 국제학술지와 미디
어에 출판되었다. 대표 저서로 외교의 시대: 한반도의 길을 묻다
(미지북스, 2015),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신호서적, 1999),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민음사, 1996) 등이 있다.

이성현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방문학자, 조지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

중국 베이징에서 11년 거주. 미국 그리넬대(Grinnell College) 학
사, 하버드대 석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했다. 전 스탠퍼
드대 아·태연구소 팬텍펠로, 잘츠부르크 글로벌 펠로우, 워싱턴 
ICAS Fellow,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통일연구실 실장을 역
임했다. 저서로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책들의정원, 2019)와 논문으로 “Seoul’s up-and-down 
Romance with China amid US-China Rivalry: A Korean 
Perspective,” CHINA REPORT 57: 3 (2021): 309–326; “Where Is 
Washington? The Missing Mediator between Seoul and Tokyo.” 
The Washington Quarterly, 2019, Vol 42, 1. p.89-110; “Why 
Did We Get China Wrong? Reconsidering the Popular Narrative: 
China will abandon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16, vol.25, no.1, pp. 65-93 등이 있다. 

 필진소개



 

강근택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 북미2 과장, 대통령 비서
실 정책기획 비서관, 외교정책실 제3심의관, 외교정책실 부실장, 
주피지대사, 주홍콩총영사, 주우크라이나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 남북 고
위급회담 전략기획위원, 남북정치(화해) 분과위 대표 등을 맡았다. 
외교부 퇴임 후 국방대학교와 한서대학교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
했다. 

김원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외무부 입부했다(외무고시 

17회). 주중국공사참사관, 주일본공사, 주캄보디아대사, 주홍콩총

영사를 지냈다. 현재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표부대사)

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Heidelberg 

대학 연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외교부 

DDA 협상대사, FTA 교섭대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겸 상주대표, 

UNHCR 집행이사회(EXCOM) 의장,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 

의장,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미재계회의 위

원, 강원연구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박영사, 2022), 최석

영의 FTA 협상노트 (박영사, 2016),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KIEP, 2004) 등이 있다. 

 필진소개



최재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전 기후변화대사)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과 스위스 제네바대학 

국제 문제 연구소(GI)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외교부 국제경제

국장, 주모로코대사, 기후변화대사(2014∼2016), 주덴마크 대사

(2016∼2019)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박람회기구(BIE) 의장, 

(재단법인)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

고 있다. 저서로는 기후협상일지 (박영사, 2020)가 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외대에서 학ㆍ석사를 마치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슬라브ㆍ유라시

아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장 및 

러시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원

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 ‘신 냉전 2.0’으로의 질주? 바

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ㆍ러 관계”(2021),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Ф, РК И КНДР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Взгляд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2020, Russia), 
“신북방정책의 다중적 함의: 해제와 고찰”(20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2019) 등이 있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외교부 국제법규과장(1999~2001)으로 재직하였다. 1979년에 한

국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하였으며 1981년에 서울대 법학대학

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를, 1985년에 미 펜실베니아 대학 정

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 독일 함부르

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두 번 연

임되어 2017년까지 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재판소에서 

은퇴 후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석좌연

구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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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전 주네덜란드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대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국제

법전공)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Diplomatische Akademie 수료, 

미국 Americ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Associate),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초빙교수), 직업

외교관으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국제표기명칭대사, 한일청구

권협정대사, 주네덜란드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박용민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국제

정치 석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외교부 북핵협상과장, 주일본대사

관 참사관,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주르완다대사, 아중동국장, 

주센다이총영사로 근무했다. 저서로 박용민의 지중해 오디세이
(2012, 바람구두), 맛으로 본 일본(2014, 헤이북스), 재즈, 그 

넓고 깊은 바다(2015, 세광음악출판사), 영화, 뉴욕을 찍다
(2017, 헤이북스), 뉴욕 영화 가이드북(2019, 헤이북스), 역서로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2014, 북앤피플), 공기의 연구
(2018, 헤이북스) 등이 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버밍험 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2005년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

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유럽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외교부 유럽국 정책 자문 

의원과, 매일경제 외부 필진으로도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장, 유럽연합과 소규모 국가 관계, 유럽연합

의 대외 관계, 규범적 권력 유럽 및 유럽연합과 한반도 관계 등

이다. 현재는 유럽연합으로부터 3년간 지원받은 Jean Monnet 

Support to Association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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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객원교수)

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가지대학(Gazi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한국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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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과제

윤 영 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장관 

 

국문초록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그동안 미⋅중 간에 집중되었던 권위주의 세력권

과 민주주의 세력권간의 정치적 대결과 경제적 분절 현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

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이후의 탈냉전 국제질서에 획을 긋는 사

건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광양회(韜光養
晦) 전략을 버리고 공세적인 외교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그간의 대중 포용정책 기조를 버리고 양국관계는 대

결 구도로 진입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경향 강화, 미⋅중 대결의 심화, 추가적으로 북한 안보

위협의 증대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어려운 국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외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정

파, 이념, 진영을 초월한 철저한 국익외교, 둘째,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외정책, 셋째,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준수에 근거한 원칙 있는 외교, 넷

째, 한국과 타국의 양자 관계들 간의 상호 연결고리와 큰 그림을 보는 외교, 다

섯째, 세계 10위 경제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외교, 여섯째, 한⋅인도관계를 4강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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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시급한 5개 외교과제로는 신뢰구축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강화, 북

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 개발과 협상 추진, 통상의 정치화에 대응한 통상과 외

교 기능의 융합, 일본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기반위에서 한⋅일관계 개선,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한⋅중관계 추진을 들 수 있다. 

Ⅰ.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이후의 탈냉전 국제질서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신냉전이 아니라는 측의 주장은 구냉전과 
달리 오늘날의 미⋅중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꼽는다.1)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군사, 외교, 경제ߴ기술뿐만 아니라 이념 
분야에서까지 립하고 있다. 또한 과거 미⋅소 간의 경제 단절보다는 아직 
덜하지만, 중⋅러 중심의 권위주의  미국ߴ유럽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
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
는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축출하는 초강수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이들은 제재 후유증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단합된 
자세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 현상에 추가하여 
권위주의 세력권과 민주주의 세력권 간의 경제적 분절 현상이 글로벌 차원으

1) Joseph S. Nye, “The Challenge of China and the Lessons of History,” Trans-Pacific 
Dialogue 2021, Dec.6-8, 2021, Salamander Resort, U.S.A.

2) “Economic freedom v. political freedom,” The Economist, March 19t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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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은 2차 전시 자국의 역사적 과오 때문에 안보와 군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해왔다. 그러던 독일이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하고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의 2%로 인상하
기로 했고 우크라이나에 전차 로켓발사기 400 , 전차무기 1,000정, 미사
일 500기를 지원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3) 이 같은 독일의 안보정책 전
환은 유럽의 국제정치 질서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국제질서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 중국이 우크라
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과연 얼마나 강하게 러시아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중국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를 반 하고 러시아와 함
께 다극 체제를 추구해왔다. 중⋅러 양국 정상은 2022년 2월 4일 정상회담에
서 전방위적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4) 이처럼 반미 연 의 가장 중요한 우방
인 러시아의 어려움을 중국이 방관할 수만은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도록 강하게 요구했다.5)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만일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그동
안 중국 정부가 공들여온 유럽과의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 경우 
유럽과 미국이 더욱 착하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신냉전 질서의 도래는 더욱 확실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1년 이후의 탈냉전 국제질서는 변곡점에 와
있다.

 3) “러시아에 놀란 유럽…전범국 독일도 ‘재무장’ 나서,” 매일경제신문, 2022. 03. 2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255584/

 4)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February 4, 2022.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5) “Biden warns Xi of global backlash if China helps Russia’s attack on Ukraine,” CNBC, 
March 18, 2022.
https://www.cnbc.com/2022/03/18/china-says-xi-biden-call-focused-on-the-need-for-peace-i
n-ukra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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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중 대결의 심화

1971년 헨리 키신저 안보보좌관의 비  방중과 관계개선, 1979년 국교 수
립으로 시작된 미국의 중국 포용 이후,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
서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7%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41%, 2020년에는 70%까지 
급성장했다.6) 세계 역사에서 국들이 부분 그러했듯이 중국도 급속한 경
제력의 상승 이후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 결과 1996년 미국과 중국의 국방
비 지출은 19:1이었지만 이 격차는 2020년 3:1 정도로 줄어들었다.7)

역사상 상승 국은 이처럼 경제력 성장에 버금가는 정치적 군사적 향력
의 증 를 시도했다. 그리고 이는 기존 국과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갔다. 

중국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다양한 이슈 분야에서 미국과 
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덩샤오핑의 전략지침인 ‘도
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분발유위(奮發有
爲)’ 전략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은 체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를 지나면서부터 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로의 전환 징후는 2009년 경 이후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서 
중국은 개도국들을 이끌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협상안을 정면으로 거부했
다. 아마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미국은 쇠퇴하
고 있고 이제 미국의 시 는 지나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전까지는 중국을 한편으
로 견제하면서도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면서 
‘책임있는 당사국(responsible stakeholder)’으로8) 미국과 협력하면서 지구

 6) Comparing United States and China by Economy, Statistics Times, May 15, 2021. 
Sources based on the World Bank and the IMF. https://statisticstimes.com/economy/ 
united-states-vs-china-economy.php 

 7)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88-2020.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8)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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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포용의 기조가 전
면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다. 2017년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중국을 전 지구적 차
원에서 향력을 확 하는 미국의 경쟁국이자 러시아와 같은 종류의 수정주의 
세력, 미국 안보에 도전하는 도전국으로 지명했다.9) 이는 세계에서 가장 국력
이 큰 두 국 간의 관계가 결 관계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Ⅲ.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과제

1.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이처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권위주의 진 과 민주주의 진  간의 균열
이 깊어지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게 되었
다. 특히 동맹인 미국과 경제파트너 중국 간의 결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상
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세계경제질서의 측면에서도 전후 자유무역질서가 
약화되고, 무역이 정치안보 논리에 끌려가는 관리무역, 보호무역의 질서로 바
뀌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키
고 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외교환경 속에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외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 철저한 국가이익 중심 외교

한국의 과거 정부들도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다. 국익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New York City, September 21, 2005.
https://2001-2009.state.gov/s/d/former/zoellick/rem/53682.htm

 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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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정파, 이념, 진 의 논리나 국민감정에 한 고려가 국
익에 한 고려보다 앞서는 것을 막고, 초당적 합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친다
는 것, 그리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이 실제로 그러한 외교를 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오
히려 좌우, 보수/진보의 진 논리에 사로잡혀 보수는 친미, 친일, 진보는 친중,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이 보편화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정반  방
향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 왔다. 

새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의 초당
파적 합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야당과도 주요 외교 사안과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익외교를 하
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을 정치적 보상 차원에서 외교의 중요 포스트에 임명하는 일을 금
해야 한다. 주변 국들은 한국의 국내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고 있
고, 과거 살벌한 국제 권력정치의 와중에서 제국을 경험해본 국가들이다. 그런 
국가들을 상 로 상 적 소국 한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한다면서 문외
한들을 중요 포스트에 기용한다면 그 결과는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국익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우리 국익을 우선시하는 주
인 의식이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개선해나가되, 국민들에게 사안별 조치내
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성실하게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중관계는 
주권 존중과 호혜성,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우호 관계를 유지해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연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외교

새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딜레마,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의 외
교정책에 던져주는 제약요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외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
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4 국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된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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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주변 국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세력경쟁을 펼쳐왔
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두 가지 지정학적 요인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구한말 이래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에 둘러싸여 큰 어려움
을 겪어 왔다. 지금도 일본, 중국과는 토 및 역사분쟁이 현안으로 걸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국을 끌어들여 주변국을 견제하고 안정을 꾀
하는 외교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즉 미국이 한국에 해 갖는 전략적 가치
를 활용하는 용미(用美)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에서 국들 간에 군사적 적  행위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 사
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 한국전쟁 등이 그
러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국들 간에 군사적 적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다.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준수에 근거한 원칙있는 외교

우리 헌법 1조는 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서서히 성숙해왔고 이미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가 정체성에 따라 민주주의/가치 외교에 적극 동참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주권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외교를 펼쳐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 
반하여 피해를 주는 타국의 행위에 해서는 단호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제 로 응하지 못한 채 어물쩍 지나가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가 선택하는 외교 전략은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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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자 관계들 간의 상호 연결고리의 큰 그림을 보는 외교10)

그동안 과거 정부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가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
다는 점을 무시한 채 외교 현안을 처리하다가 예상치 않은 파급효과와 부작용
에 직면했고 뒤에 가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외교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
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한⋅일 간의 강제징용 관련 분쟁 시 우리 정부는 일
본의 수출규제에 응하기 위해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를 종료하는 옵션을 택했다.11) 이것은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한⋅일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
었다. 결국 미국의 항의 앞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뒤로 들어갔다. 과거 많이 거
론되었던 ‘동맹이냐, 민족이냐’라는 허구적 이분법도 문제 다. 사실 한⋅미 
간에 신뢰가 돈독하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북한 문제에 한 한⋅미 공조
도 가능해지고, 남북 간 화해협력의 길도 열릴 수 있다. 1998년∼2000년 동안 
김 중-클린턴 통령 간의 긴 한 공조가 좋은 사례 다. 이 같은 점들을 고
려하여 새 정부는 양자 관계들 간의 연계고리를 짚어가면서 시야를 넓게 가지
고 큰 그림을 보면서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마. 국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외교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의 위치에 올라섰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21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국 평균 공적개발원조
(ODA)/국민총소득(GNI) 비율은 0.32% 으나 한국의 경우는 0.14%로 25

10) 윤 관, “미중 결시  한국의 외전략 방향,” NEAR재단 편저, 외교의 부활 (서울: 
중앙books, 2021), pp. 43-44.

11) “지소미아 파기 땐 平和 더 멀어져… 大局 그르치지 말아야” 문화일보, 2019.08.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0901070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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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쳤다.12) 이제 지구촌의 난제들, 예를 들어 팬데믹, 빈곤/저개발, 기후
변화, 비확산 등의 문제들의 해결에 세계 10위 경제 국에 걸맞은 기여를 해
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기존의 외교 프
레임을 벗어나 지구촌에 적극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글로벌 외교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환경외교다. 이
명박 정부 때 시도된 ‘녹색성장’ 정책은 사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후속 정부
들이 이어받아 꾸준히 힘을 기울여왔다면 지금쯤 한국은 세계적인 녹색국가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외교를 펼
쳐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변환
과 국민 생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1인당 
탄소배출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4  ‘기후 악당’ 중 한 나라로 불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지속한다면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무역부문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바. 한국외교의 공간 확장 - 인도를 주목해야

그동안 한국은 너무 북한, 미국, 중국, 일본에만 치중하는 외교를 수행했다. 

저자는 이와 같은 횡축 외교에 추가하여 러시아, 아세안, 인도 등의 국가와의 
종축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13)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신
남방, 신북방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히려 노력했다. 그
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에서 설명한 신냉전 경향이 강화될수록 중국 및 러시아 등 기존의 권위주
의 세력권을 상 로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경우, 정치적 비용을 크게 지불해
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비권위주의 세력권 국가 중에서 시장규모

12) “ODA 예산4조원 돌파…김부겸 "10  경제강국 맞게 더 큰 역할해야",” 경향신문, 
2022.01.27.

13) 윤 관, 외교의 시  (서울: 미지북스, 2015), pp.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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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국가들을 상 로 정치경제 관계를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안이 될 수 있는 국가가 
인도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거 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우
리와는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국가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쿼드의 멤버로 중요한 외교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도 관계를 
4강 외교 수준으로 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2. 새 정부의 외교 과제

새 정부에게는 수많은 외교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많은 과제들 중
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 한⋅미동맹의 강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신정부에 한 기 가 클 것이다. 그동안 
한⋅미 간에 조성되었던 정책의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미국과는 껄끄러운 이슈들이 적지 않았다. 북한 문제
에 한 접근법, 미⋅중경쟁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소극적인 자세, 한⋅일관계의 악화 등이 그런 이슈들이었다. 바이
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 상
당히 접근할 것으로 기 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우리의 외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한⋅미 간 
신뢰를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새 정부는 우리의 국가정체성에 근거
하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 외교에 적극 동참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앞에서 설명한 로 한국은 이미 경제력 10위의 선진국 열에 
들어선 나라이고 그에 걸맞은 지구촌 사회에의 기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팬
데믹, 빈곤, 비확산,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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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함께 적극 공조하는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과의 경제ߴ
기술 협력을 추진하여 한국 경제의 역량과 기업들의 기술력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이상 세 가지 맥락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를 중심으로 전
개되는 협력네트워크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
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한 가지 요청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한⋅미동맹
의 군사적 타깃을 북한에 한정하고 중국으로까지 확 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과거 역사상 그러
했듯이 지금도 한반도에서 미⋅중 간, 그리고 한⋅중 간에 군사적 적  구조
가 형성되면, 그 결과 한국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나. 북한 비핵화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 간접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
장 중요한 현안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이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2022년 초 그동안 지켜오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 모라토리움을 깰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북한 경제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급히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어 있다. 지난 1
년여 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에 비해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려운 국내문제
들이 산적해 있고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결이 모든 관심과 에너
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란 문제를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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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다.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
다. 이처럼 북한의 조급함과 미국의 여유 없음 사이에 부조화 현상이 벌어지
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어떻게 다른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을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고, 어떻게 미⋅북 간의 간극을 해
소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도록 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한⋅미 정부 간에 과연 어떠한 비핵화 전략을 
도출해낼 것이냐이다. 솔직히 지난 30년간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과거의 북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외교,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
박하면 결국 비핵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
화’ 정책이 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 기조를 30년 가까이 지속
해온 결과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화 다. 이같이 실패한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는 한 출구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새 접근법을 개발하고 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험 에 올라와 있다. 

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효율적 통상외교

앞에서 설명한 권위주의 진 과 민주주의 진  간의 결 심화, 글로벌 공
급망의 분절화, 무역의 관리 및 보호 무역화 경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갈수록 중국이나 러시
아와 같은 권위주의 진 에 속하는 국가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미동맹은 상수이고, 그렇기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상당 정도 협력하지 않
을 수가 없다.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한 미국의 강한 협조 요청이 그 사례
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외경제전략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중⋅러를 상 로 무역 및 투자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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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갈수록 커질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기업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이다. 신냉전 결 구도가 심화
될수록 부품, 원료, 소재 등의 공급 문제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요소
수 사태가 표적인 사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 가스, 

곡물, 비료,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14) 갈수록 시급해지는 이
러한 공급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상기능과 외교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 

전 세계에 배치되어있는 재외공관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협상 타결도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15)

라. 한⋅일관계 개선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엄존하는 현
실이다. 그러한 안보위협에 처하는데 한국이 전방기지라면 일본은 후방기지
고, 그 때문에 한, 미, 일 3각 협력은 중요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바이든 행정
부의 민주주의/가치 외교에 동참하는 경우, 일본은 자연스러운 협력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을 파트너로 보지 않고 결 상 로만 보았을 때, 전략적
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미⋅일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착되어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당사자인 
한국의 지도자보다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하곤 했다.16) 

그러한 일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쁜 관계를 방치하면서 
그들이 한국을 멀리하며 북한 문제나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 해 비협조적인 

14) “Ukraine War Threatens to Cause a Global Food Crisis,” The New York Times, March 
20, 2022. 
https://www.nytimes.com/2022/03/20/world/americas/ukraine-war-global-food-crisis.html

15) 윤 관, “외교가 곧 통상, 전략적 융합으로 국제위기 넘어야,” 중앙선데이, 2022.03.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401

16)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Simon & Schuster: 
New Yor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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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로 나가도록 둘 것인가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새 정부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상 간, 그리
고 실무자들 간의 상시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다. 양국 정상들 간의 신
뢰를 먼저 쌓고 그 기반 위에서 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하면서 양국 간의 난
제들 즉, 위안부, 강제징용,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
아) 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던 것을 2015년 위안
부 합의는 ‘정부간 합의’ 다고 최근 입장을 바꾸고, ‘ 법원 판결존중’을 강
조하다가 ‘ 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의 앞으로의 일 교섭에 있어서 청신호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 작업도 일단 중단하고 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공은 한국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을 바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제2의 김 중ߴ오부치 합의
도 가능할 것이다.

마.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한⋅중관계 

새 정부는 중국의 정치지도자에게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는 
점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한⋅중 간의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될 필요와, 사실상 내용 없는 레토릭이 되어버린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 내실화를 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외
교의 원칙과 방향에 해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과 국민의 뜻에 따라 동맹인 미국과
의 가치 외교에 협조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구
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글로벌 외교에도 한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것
임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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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 관계가 주권 존중과 호혜성, 평등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러한 원칙과 입장을 정했으면 가능한 한 최 한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외교적 결례를 해도 제 로 항의도 없이 지나가는 식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중국을 군사적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
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미국과의 신뢰관계 형성과 긴 한 협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최 한 한국을 중국 연합전선에 끌어들이
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로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군사적 
타깃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것이 새 정부 외교역량의 시험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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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시각에서 본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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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문재인 정부 시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균형 외교’를 정작 미국

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차기 정부에 주는 정책 

함의를 살펴본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하니, 상대국의 입장에서 대한

민국의 외교를 반추해 보고 현재 한국의 전략적 좌표를 점검해보는 것이다. 미⋅
중 경쟁이 본격화한 시기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임기와 중첩된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리뷰는 시기적 유용성을 

갖는다. 본고는 미⋅중 양국 정책에 관여하는 현지 관계자들의 솔직한 시각을 

본문 안에 최대한 녹여서 담으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친중’ 논란에 

휩싸여왔다.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사대굴종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

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친중 행보는 ‘실속 없는 친중’으로 끝났고, 유일 동맹인 

미국과 거리를 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 운신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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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한⋅미관계 모두 퇴행하였다. 

Keywords: 문재인, 한국 외교, 균형 외교, 미⋅중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전략적 모호성, 사드

Ⅰ.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 외교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 보편적인 기술(記述)은 문재인 정부
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취했다는 것이다.1) 하지만 이는 중국 측이 
보는 평가도 아니고, 미국 측이 보는 평가는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
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을, 미⋅중 모두는 ‘친중’으로 
봤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격을 일찍이 ‘친중’로 표정했고, 그러기에 
한국에 해 과도한 기 를 했으며, 한국이 중국의 기 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표적인 것이 ‘사드(THAAD)’ 보복이다. 

한국 언론은 국답지 못한 중국의 치졸한 보복을 지탄했다. 하지만 사드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우유부단함, 소통의 일관성 부족 등 또 다른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당시 ‘실세’를 자처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중
국 방문 시 한 무책임한 약속 등에 중국 측은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과정이 
무려 1년 반이 지속됐다. 이는 차츰 한국 정부에 한 불신으로 전이되었다. 
중국 정부 내에서 ‘한국과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마저 두되었다. 사드 
갈등 후에도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중관계를 정체시키는 데 일조했
다. ‘가장 친중’적 이라 평을 듣는 정부이고, 가장 많은 친중 인사들이 포진해있
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이유에는 사드 
갈등이 조성한 구조(structure)에 못지않게 ‘행위자(agency)’의 역할이 있었다. 

 1) 본고는 지난 5년여 동안 저자가 베이징과 워싱턴 등 현지 방문 시 메모한 것을 참고했다. 
가장 최근 것은 2022년 3월 워싱턴 미국 의회 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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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드 파동은 정식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봉합되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은 없었다고 부인하니 보복은 없었던 셈이고, 보복이 없으
니 보복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게 된 셈이다. 한⋅중관계는 그 후 지금까지 뜨
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관계’가 쭉 이어졌다. 이는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의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 때마침 닥친 팬데믹은 양국의 ‘거리두기’
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이 되었다.

한편 미국이 정부, 그리고 의회와 워싱턴 싱크탱크 차원에서 가장 큰 우려했
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경사’ 다. 이는 과거 한국의 진보 정권 집
권 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의견 차이를 보인 것과 다른 점이다. 
그만큼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도 주요 문제가 되었고, 한⋅미동맹에도 향
을 주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다. 이제는 북한 문제보다 중국 문제가 한⋅미동맹
에서 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친중 행보가 한⋅미동맹 관계의 
상 적 하향 조정,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의 또 다른 일부분인 한⋅
일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려했고, 이 모두를 미⋅중 경쟁 구도 차원에서 
봤다. 

특히 워싱턴 조야에서 문재인 통령에 해 가지는 ‘친북, 친중’ 의구심은 
공기처럼 그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다들 느끼는 존재감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경사는 비록 한⋅미 간 정책 세미나에서 한 번도 공식 쟁점이 되
지는 않았지만 임기 내내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진 특이 사항이기도 했다. 이
는 또한 미국 조야 인사들이 사석에서 많이 지적하곤 했던 비공식 의제 다. 

동맹관계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동맹의 주요 리스크로 상 국에서 거론되
었다는 점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점이다. 불확실성이 증 하는 한반도 지정
학에서 문재인 통령이 표방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이 홀로서
기를 할 때까지 한국 외교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중국관계에서 한⋅미동맹은 중국 측도 내심 인정하는 
레버리지로 작동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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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측면에서 볼 때, 올 해는 ‘소강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
다. 둘째,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 유권자들의 큰 불만
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위적 조치이지만 중국에겐 선의적으로 해석되는 조치
이기도 하다. 셋째, 올 가을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고 싶어 한다. 넷째, 중국의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올 해 도전적인 5.5%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 추진에 있어 미⋅중 긴장 완화는 조력을 제공하는 외적 환경이 된
다. 총합적으로 볼 때 미⋅중 양쪽 모두가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
을 앞두고 있고, 둘 다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이는 갈등 관계인 양
국에게 협력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는 바, 올 해는 미⋅중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갈등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러한 ‘숲’과 ‘나무’를 혼동해선 안 될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이제 막 
초입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임기 5년의 한국 정부는 일희일비에 능하다. 아
쉽게도 2018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본격화된 미⋅중 패권경쟁 이후 
2022년 선을 마친 작금까지 한국은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셔
닝을 취해야 하는지 소모적인 총론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미⋅중 
갈등은 때때로 봉합을 하는 소강기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구조적 갈등 심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장기적 다양한 시나리오
에 비한 촘촘한 응 각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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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불’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드 문제를 봉합하지 못한 

한⋅중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드 문제가 한국에 한 유용한 압박 수단이 되는 점에 주목했다.2)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여전히 한국에 남았지만 중국은 사드 압박 전략이 나
름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체제 편입 포기하는 등 소위 ‘3불’ 양보를 얻어냈다.3) 둘째, 한국
에 외교적 스트레스를 부과함으로써 향후에 한국이 중국과 마찰을 가질 때 예
상되는 트라우마를 각인시켰다. 셋째, 미⋅중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
하려는 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을 보복 ‘케이스’로 삼아 경고할 수 
있었다.4) 

중국이 사드 문제를 한국에 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기에 사드를 나름 로 중국에 한 전략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생
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환경 향평가’ 실시를 통해 사드 배치를 일단 유
예 시켜 시간을 확보한 후, 그 기간 동안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이를 ‘지렛 ’로 활용하여 미⋅중 갈등 사이에 놓인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넓
힌다는 계획을 가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식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 
외교 지렛 로 활용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미⋅중 사이 ‘균형 외교’ 매

 2) 중국 현지 안보전문가의 솔직한 견해다. 안보 문제는 강 국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냉엄한 강 국 국제정치 현실이다. 

 3) 미 국방부 고위급 자문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3불’에 들어간 내용이 중국이 요구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마치 자발적이고 ‘주권적 
결정’인 것처럼 외에 발표를 한 점 역시 문제 다고 지적했다.

 4) 중국 측 인사들은 국제 회의에서 종종 세 번째 항목을 강조한다. 또한 ‘殺雞儆猴(닭을 죽
여 원숭이에게 경고함)’의 의미라고 설명하곤 했다. 이는 각도를 달리해 생각해보면 중국
은 한국을 한⋅중관계라는 양자관계 측면보다는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 정치 구조적 좌
표에서 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중관계의 미⋅중 갈등
의 ‘하부 구조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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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제정치 특히 강 국 정치는 중소국의 매뉴얼 로 움직이지 않았
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려 하자 중국은 사드의 완전한 
철폐 입장을 확인하며 오히려 더욱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한편 미국은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믿는다(게리 로스 미 국방부 변인. 2017.06.08)”고 말해 넌
지시 한국을 압박해 들어왔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 한국에게 
전략적 지렛 를 준 것이 아니라 미⋅중 양국의 강 강 국면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오히려 짓눌려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사드 파동 시 중국은 관방학자들을 동원해 소위 ‘시진핑 주석 체면 실추설’
을 퍼뜨렸다. 당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동한 한국 총리가 사드 
배치 관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불과 열흘 뒤 한국 정부
가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여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뒤통수
를 쳤고”(당시 한국 언론의 표현), 이에 시진핑이 사드 문제에 더욱 완강한 입
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 학자들도 이 말을 실어 날라 한국 
국내 담론장에서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통령과 2016년 중국 항저우 G20정상
회의 기간 동안 가진 ‘사드 회담’에서 배치 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 기에 
중국 국내정치적으로 시진핑이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도 개발하여 한국 
정책 커뮤니티에 마케팅하 다. 중국은 이에 더해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사드 철수 옹호 칼럼을 중국 관방 언론에 싣거나, 성주 사드 기지에서 시위자
들이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어 버티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차를 연결하는 
등 격렬히 배치 반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내보내는 등 한국 내부의 사드 반

 입장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례 없는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여 한국을 압
박하 다. 중국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고 사드 관련 모든 보도는 신화통신사에 
실린 관방 기사만을 싣게 하여 사드 관련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일관성을 기하는 
치 함을 보 다.5) 

 5) 이를 ‘통가오(同稿)’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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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 표명’ 이후 한⋅중 간 긴장이 다소 완화 단
계로 들어섰다. 때마침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한⋅중 간 소통이 다시 시작되
면서 중국 측이 한동안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인사들은 중
국의 ‘침묵’이 사드 문제의 ‘해결’로 보고 우리 측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
는 분위기가 한국 정부 내에 형성되었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의제화’ 시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 협상 의지와 주도권을 상실한 
이런 소극적 태도는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다시 사드 
문제를 소환하여 ‘의제화’ 할 수 있는 칼자루를 내준 셈이 되었다. 중국 전략 
문화에 한 이해 부족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통령의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2017. 
12.15) 논란은 아직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중화적 국제질서 회복
을 추구하는 중국이 ‘ 국 vs. 소국’ 위계적 질서에 기반한 패러다임을 민주주
의 국가 한국이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다. 모든 국가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권 국가로서 평등하다는 21세기 국제사회 외교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외교 실무자가 준비한 원고를 문재인 통령이 그 로 읽은 것이
라고 치부하기에도 일국의 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한국이 중국
몽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중국 내에서 반향이 더 컸다. ‘중국몽’은 
21세기 사회주의 중국의 재건을 꿈꾸는 중국의 국정 슬로건이다. 중국이 추구
하는 중화주의 세계질서 재건에 한국이 복귀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적합한 발언은 아니다. 한국 지도자와 
외교 실무진 모두 한⋅중관계에 한 이해 부족, 중국 외교 역량의 부족함을 
보 다. 

결국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관련 한⋅중 마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한⋅중관계의 발목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잡다가 정체(停滯) 상태에서 
마쳤다. 국답지 못한 중국의 옹졸함이 원인이지만 이에 응하는 한국 측 
외교 실수가 적지 않았다. 한국 측 협상팀의 준비 부족, 정책 논리 부족, 중국 
방문팀 마다 말이 다른 점, 한국이 미군 자산인 사드 운용에 한 통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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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서 마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점 등등은 중국 측 
불신만 더욱 조장한 측면이 있다. 어느 한국 인사는 심지어 사드 배치에 관해 
한국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원해서 배치한다는 취지로 설명했
다. 이러 식의 발언은 ‘그럼 한국 스스로도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니 철수하
라’는 중국 측 논리만 되레 강화시켜주었을 뿐이다. 사드 관련 한⋅중 간 여러 
회의에 참석한 한 중국 인사는 사석에서 “제발 협상 준비 좀 잘 하고 오시오”
라고 안타까워 할 정도 다. 

Ⅲ. 동맹 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한 종전선언

2018년 싱가포르회담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
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김정은-트럼프’ 조합은 역사상 다시 오기 힘든 조합
으로 보고, 이 기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경협 진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봤다. 
그 후 문재인 통령은 북⋅미 간 하노이회담 결렬(2019) 후, 교착상태에 빠
진 북⋅미 협상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도로 종전선언 추진에 “모든 외교
적 노력을 집중”하 다(2021.12.05). 한민국 최고지도자의 관심사항인 종
전선언에 한민국 외교력이 집중되었다. 특히 종전선언의 관건인 미국을 설
득하기 위한 노력은 워싱턴 현지 관계자들이 보기에도 과한 면이 있었던 듯
하다. 

문재인 정부 및 정책자문 인사들이 거 워싱턴을 방문하여 공개⋅비공개 
세미나뿐만 아니라 개별 인사 면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한 워싱턴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해 미국이 “만족
한다”(2021.11.18)고 하여 문재인 정부의 관련 노력이 워싱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시사했다. 종전선언 관련 외교 실무와 정책공공외교에 두
루 관여해온 외교부 차관 역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2021.11.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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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종전선언 노력이 성공하려면 미국 조야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관
건이다. 이는 공공외교 역이다. 특히 정책에 한 부분은 ‘정책공공외교’라
고 따로 부르기도 하며, 워싱턴 싱크탱크와 가지는 각종 세미나와 포럼이 표
적이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언론에 소개한 것처럼 종전선언 관련
해서 워싱턴의 공감 를 얻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 워싱턴 인사는 
“동맹에 한 예우 차원에서 상 해 준다고 보면 될 듯하다. 우리는 사실 이미 
차기 한국 정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속내 발언을 했다. “미국이 만족한다”는 
희망적인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뉴스는 한국 측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아
니냐?”고 그는 되물었다. 

다른 워싱턴 조야 인사들이 전해오는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 관련 미국 내부 
기류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워싱턴 내부적으로는 냉소적 기류마저도 
감지되었다. 일례로 한 비공개 논의에서 미국 측이 “왜 문재인 통령이 교황
한테 북한 방문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측 고위 인사가 “그걸 김정은
이 원하기 때문(That’s what Kim Jong-un wants)”이라고 답했다. 이 말
은 워싱턴 정가에 널리 퍼졌다. 한국이 마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 리인 
(delegate)’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인사는 “미국이 종전선언
을 할 가능성보다, 교황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워싱턴 조
야의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측과 자주 정책협의를 갖는 한 고위급 인
사는 종전선언을 한국 통령이 과도하게 어붙이는 것에 해 심지어 “망상
적(delusional)”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의 희망적 발언과 상
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의견이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미국외교협회(CFR)에서의 간담
회 중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는 당연하다”는 발언은 현지에서 큰 논
란이 되었다(2021.09.22). 정 장관은 담 진행자가 한⋅미⋅일 3국과 호주
를 ‘반중(反中) 블록’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그건 냉전시  사고방
식”이라고 응수했다. 중국 외교부가 자주 쓰는 특정 표현을 한국 외교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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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사용한 것이다. 동맹국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장(敵將)의 논리를 이용
한 모양새가 되었다. 

비슷하게 논란을 일으킨 다른 한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전 미국 고위직 인사
는 한국 정부 측과 미팅을 마친 후 한국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현 문재인 정
부 임기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고, 차기 선까지 100일 정도 밖에 안 남았
다는 답을 듣고는 문자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한⋅미동맹의 분열은 워싱턴에서 자주 인구에 화자되었다. 워싱턴 주재 한 
언론인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관련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 워싱턴에 왔으
면서, 정작 워싱턴 한복판에서서 왜 중국을 옹호하는 친중 발언을 하는지 모르
겠다”고 했다. 급기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한⋅미동맹재단 컨퍼런스에
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보다 북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는 인상을 주었다면서 “내가 미국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
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잃은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2021.11.29).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에 해 갖는 부정적 인식은 
문 정부 임기 내내 극복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 한 때 논란이 되었지만 한국에
선 이미 잊힌 사건들을 미국 측 인사들은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었던 점은 특
이사항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 존스홉킨스

학 내 한미연구소(USKI)에 해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하여 USKI가 폐쇄된 
사건(2018)은 한국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 ‘검열’을 시도한 사건으로 워싱턴 조
야는 인식했고, 문재인 정부에 한 초기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큰 향을 미
쳤다. 워싱턴 A 인사는 “그 사건 이후 한국 정부에 한 부정적 이미지가 워싱
턴에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현지 기류를 전했다. “그 사건
은 한국이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워싱턴에 심어준 불행
한 케이스”라고 현지의 다수 인사는 이구동성으로 회고한 점은 이 사건의 여
파를 짐작케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도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전문가 중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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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인사들에 한 교체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구체
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며 회자되고 있는 점이다. 워싱턴 B 인사는 “문재인 정
부가 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OOO OOO를 좋아하지 않음을 여기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물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아름아름 다 알고 있다”
고 했다. 그는 이를 ‘정치 박해(political persecution)’란 용어로 표현했다. 
워싱턴 C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워싱턴 싱크탱크 향력 개입은 이미 다 알
려졌고, 불행히도 이는 미국 학 한국학 융성에도 부정적 향을 끼치고 있
다. 왜냐하면 미국 학 관계자들도 한국학 석좌 자리를 한국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위태로운 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워싱턴 현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 측 인사들 중에는 BTS(방탄소년단)가 문재
인 통령의 유엔 연설에 참석(2021.9)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BTS를 정치
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당시 청와 는 유엔이 BTS
를 문 통령과 “함께 초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현지 분위기는 긍정적
이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한 젊은 관계자도 BTS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면서도 “그것은 조금 심했다(That was a bit too much)”
라고 했다. 

더불어, 워싱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 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미
국 의회 청문회가 열린 점, 문재인 통령이 북한 납치 피해자인 미국 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부모의 면담 신청을 거절한 것을 (여전히 기억
하고) 지적한 미국 측 인사들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통령이 인권변호사 출
신인 점에 비추어 이는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당시 
보도가 된 후 사실상 잊혀져가고 있는 사안들을 워싱턴은 이처럼 여전히 기억
하고 있었다. 워싱턴 출장 중에 면담한 한 인사는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부
에서는 한국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통령의 이미지가 미
국에서 추락하 는데 이걸 회복시킬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온 한국 정부 
관계자도 있었다. 



미⋅중 시각에서 본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   39

전 한국 외교부 고위인사는 한국 측이 워싱턴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정부
의 정책 ‘프로파간다’로 보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 인사
는 워싱턴에 소위 ‘한국 피로감(Korea fatigue)’란 단어가 나돌 정도로 한국
의 과도한 종전선언 정책 추진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했다. 워싱턴 E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던 외교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지도자의 부정적 이미지가 어떠한 도전이 되고 있는 지를 함축적으로 시
사한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문재인 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도 한국 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이 하려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믿을 것인
가?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당연히 북한 편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본다.” 

Ⅳ. 정리 및 고찰 

본고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중관계, 한⋅미관계에서 발생했던 외교 
사항을 총합적으로 복기(復棋)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6) 상 국 외교정책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주로 언급했던 표성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국이 미⋅중 두 양 강 국과 무엇을 하려 했고, 어떠한 문제
에 봉착했는지를 상 방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한⋅중 간에는 사드 파동 말
고도 김치⋅한복, 올림픽 편파판정 갈등,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은 한국
의 높은 반중 정서 형성 등이 있었다. 한⋅미관계에서는 종전선언 외에도 한⋅
미연합훈련, 그리고 북 제재문제 등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필자가 모르는 

역도 있다. 추가 연구가 본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지면 
제한 상 본고에 담지 못한 내용도 많다. 불완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6) 예를 들어,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는 내용이 방 하여 ‘미⋅중관계’를 다루는 본고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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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2017∼2022)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
와 중첩되는 시기 으나,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의 성격을 과소평가하
고 남북 화해 문제에 과도하게 천착하 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미⋅중 갈
등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본 미국과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신정부에 더 큰 외교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에서 문재인 진보 정부가 출범한 것에 큰 기 를 걸고, 미⋅중 
경쟁에서 (북한뿐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완충 지 (buffer zone)’ 형
성을 꿈꾸었으나, 이의 시험 가 된 사드 갈등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미국 
동맹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드 파동은 양국 간 외교적 생채기 못지 않게 한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악
화시켰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요원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
다. 한국민의 중국에 한 심각한 반감 형성은 중국 정부가 간과한 부분이다. 

 1년 넘게 끌어온 사드 파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이미 들여온 사드를 철
회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중국과 협상을 통해 뭔가 주고받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의 눈치만 본 소극적 외교로 일관하 다. 중국과 무엇
을 주고받을 수 있을 지에 한 고민은 부족했고, 그냥 중국의 심기를 건드
리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이슈를 챙기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관계는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를 친문 인
사로 바꾸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미지 안착 
첫 단추에서부터 실패하면서 시작한 측면이 있다. 한국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추가적 유사 사건 논란이 있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학문적 자
유를 침해하려 한다’는 워싱턴의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켰다. 

 문재인 통령에 한 워싱턴의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은 한국 사회에서 인
식하고 있는 것보다 미 외교에서 큰 도전적 요소 다. 문재인 통령 임
기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어사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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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내로남불(naeronambul)’, 그리고 문재인 통령의 ‘친북, 친중’ 경
사 논란은 끝내 극복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전력을 기울이다시피 한 종전선언에 해 워
싱턴 한반도 전문가들 입장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었다. 문 
정부가 과도하게 추진한 종전선언 등 북 관여 정책은 호응을 얻지 못했
고, 한국의 북 정책 추진과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위기를 주미 워싱턴 사관이 솔직하게 본국에 보고 
하 더라면 종전선언은 처음부터 추진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워싱턴 현
지 관계자의 판단).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친중’ 논란에 휩싸여왔다. 사회주의 중국에 한 
사 굴종으로 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정
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한민국의 실제적 국가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친중 행보는 ‘실속 없는 친중’으로 끝났고, 유일 동맹인 미국과 거리
를 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을 넓히기 보
다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중관계, 한⋅미관계 모두 퇴행하 다. 

Ⅴ. 정책 함의

한국은 미⋅중 간 균형외교의 안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기
조는 미⋅중 간 ‘균형 외교’라고 할 수 있으나, 점차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
고 있다. 강 국은 중소국이 균형외교를 하는 것을 환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무시한 균형외교는 미⋅중 양쪽에서 신뢰적자를 누적했고, 
신정부 외교에 부담을 지웠다. 위에 적시한 미국과 중국 현지 인사들의 솔직한 
발언은 거북함이 있을지라도 복기할 만하다. 차기 한국 정부는 이상의 점들을 
참고하여 새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전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 겪은 경험 중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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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며 미⋅중 경쟁 지정학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차기 한국 정부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단
순히 한국과 미국 양자관계 차원보다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미국의 중국 
전략 철학을 공유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지자와 
조력자 역할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통
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사드 추가배치, 미국 주도의 쿼드(Quad) 가입, 그리
고 만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확  가능성에 미국, 중국 양쪽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Quad) 관련해서 한국
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참여와 역할 담당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관심
이 많다(미 국방부 관계자). 

윤석열 통령 당선자가 ‘한⋅미동맹 재건’ 중심의 외교안보 비전⋅전략을 
내놓으면서 한⋅중관계는 신정부에서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쿼드
는 인도-태평양에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간
은 의식을 지배하고, 용어는 인식을 형성한다. 중국 관방언론은 인도-태평양
이란 공간 속 쿼드란 용어에 해 ‘아시아판 나토(亞洲版北約)’라는 인식을 형
성했다. 한국의 쿼드 참여가 공식화 될 경우 중국은 사드 파동 이상으로 반발
할 것이다. 신정부는 ‘쿼드에 단계적 가입’인지, 아니면 ‘쿼드와의 협력’인지 
정부 내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검토’인지 아니면 ‘임기 내 가
입’인지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할 것이 아니라면 상 국에 과도한 기 감을 주
어서는 안 된다. 

신정부 외교의 주요 도전은 여전히 중국에서 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화적 질서 복원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바, 한국 신
정부가 기존 경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은 조정을 시도할 것
이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중은 안보적으로 충돌할 가능성
이 더 커지게 된다. 중국이 자국 방어선이라고 생각하는 ‘제1도련(第一岛链)’
선 안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들어와 있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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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례 없는 반중 감정의 추이와 향방에도 중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중 감정은 한⋅중 경제관계에도 향을 줄 만큼 악화된 상태
다. 이전에는 ‘중국이 싫지만 그래도 경제 차원에서 협력은 필요한 것’이라는 
분위기 다면 지금은 MZ세  위주로 심지어 중국과 ‘절연’하고 싶다는 분위
기마저 형성돼 있다. 이는 중국 사업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에 벌써 소셜미디어
를 통한 압박 등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글로벌 중국 혐오 시 ’라는 추세 
속에 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중 정서와 글로벌 반중 트렌드가 동
시에 병행되는 중⋅장기 트렌드 속 한⋅중관계 이질 상태는 쉽게 회복되기 힘
든 면이 있다. 최근 불거진 한복, 김치 등 한⋅중 간 문화 갈등과 마찰은 향후 
더 상시화 될 것이다. 특히 향후 한⋅중관계의 주역이 될 미래세 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웃인 중국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중국 전략 문화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거래’이고 ‘주고받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국
이 ‘명분’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점이 강조되곤 하는데, 또 한편으로 중국이 놀
랍도록 실리추구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
는 한⋅중관계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뜸 ‘공급망 안정 협력’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2022.3.25). 첫 
통화에서부터 벌써 비즈니스 얘기를 꺼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分不開的合作伙
伴)”라고 했다. 지정학적 숙명으로 중국과는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면, 한국은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중국하고 ‘선을 그
어주기’다. 중국이 ‘이런 것을 침범하면 그것은 레드라인이다’라고 인식시켜 
주어야한다. 그러면 중국과 불화를 빚지만 화해하고 관계는 더욱 건강해 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안 해주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를 신해서 강압적인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책
임감을 느꼈고, 이것이 반중 정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미⋅중 갈등은 때때로 소강기를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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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시기를 ‘백년에 한번 있을 
변혁기’로 정의했다. 중국 내에서는 미⋅중 갈등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보

는 의식이 여전히 더 강하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 안보의 기존 변인이었던 
북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 장기적으로 한민국과 한반도의 안보⋅경제⋅무역⋅
외교 환경의 새로운 상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 통령은 작금의 상황을 ‘신냉
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이라고 했다(2022.03.01). 문 통령 입에서 
‘신냉전’이란 말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의 상황이 신냉전인지는 학문적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이 냉전과 유사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제
는 다들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달리 보자면 미⋅중 패권경쟁 시 에 한 한
국의 준비가 그만큼 늦었다는 뜻이다.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한국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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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근 택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남북회담 대표 

 

국문초록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최우선의 국정 목표를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문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국민적 기대에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문 정부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민족 공조론에 입각한 대북정책

을 추진했다는데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북한

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소극적 방향으로 북한을 대응해 왔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북한 핵의 가장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결

과 문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적 역할에 치중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위협에 적극 대처해 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금년 초 북한

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도발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

라토리움 철회 시사 발언으로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조정하여 새롭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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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첫째,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대응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

야만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

해 나가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

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

업은 애당초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장화가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새 정부로서는 비상한 각오 와 결의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가되 플랜B에 대한 검토도 동반해 나가

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독자적 핵개발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

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

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로드맵을 세워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론

지난 3월 9일 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정부가 퇴진하고 윤석열 정부 시
가 열리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최우선의 국정 
목표를 두고 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 정부 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에 
해 우리가 선의(善意)로 하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고 단
기간 내 최 한의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정상회담에 의한 톱다운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 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문정부의 성적표
는 초라하고 국민적 기 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체적인 펑가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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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만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효과에만 급급하 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문 정부 측 관계자들은 그래도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없이 안정적으로 관리 
해 왔다는 것을 큰 성과의 하나라고 들고 있으나 한반도 안보상황은 날로 엄
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1월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졌고 
급기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과 함께 북한 최고 지도자에 의한 핵실험과 
ICBM시험 모라토리움 철회 방침까지 언급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난 3월 24

일에는 북한이 ICBM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더욱 더 
위중한 국면으로 치닫게 하 다. 

우리 새 정부가 당면할 주변정세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
다. 미⋅중 패권 경쟁이 첨예화 됨에 따라 중국의 북한에 한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 러시아 간 결속도 돈독해 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하여 안보리 
토의를 봉쇄시킴으로써 북한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주
변정세 변화는 과거 냉전시기 북방3각 관계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착해 나가고 도발을 일삼고 있음에 따라 미⋅
북 화나 남북 화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출범한 새 정부로서는 어떤 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할지 어려
움에 직면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지난 정부의 북정책을 평가해 보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항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내외 정세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남
북관계사를 통해 우리 측이 반드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에서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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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 정부의 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려
한다.

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평가

1.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문 정부 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정책으로 명명되어 왔다. 남⋅북
한 상호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
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정책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 민족공
조론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내걸고 있는 ‘우리 민족끼
리’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은연중 민족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
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북정책이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
지 않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본다. 북한핵문제에 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안보리 제재 완화를 요구하거나 북한인권문제에 공동제안국으
로 참여 않은 채 표결에도 기권하는 행동 등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방증해 
주는 사례 다. 일부 좌경 인사들 중에는 북한의 핵보유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으며, 통일 후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저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곤 하 다.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북정책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북한에 해 저
자세나 굴종적인 입장을 취해오곤 했다는 점이다.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추방한 행위나, 2020년 
6월 북한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나, 같은 해 10월 발생한 해
수부 서해 어업 지도원의 실종 및 피격사건에 한 응에 있어서도 여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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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이라고 일컬
어지고 있는 북전단 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

지난 5년간 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해 취한 조치 중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에 가장 피해를 입는 측은 우리 한민국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미
국 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하 다는 점이다. 한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
세워 우리가 핵문제 해결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지만 실상은 미국과 
북한 간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데 치중해 왔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해 우리나라가 우방국들의 규탄 열
에서 벗어나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 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기
도 하 다. 이러한 행동은 핵문제에 한 직접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미
국과 북한 간 화를 이어가기 위한 중재자적 역할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하
기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북한 지도층의 핵개발 의지를 정확히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직후 북한을 방문한 우리 특사 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
도 비핵화는 선 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으로 받아들 다. 이를 토 로 지난 5년 동안 핵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김정은은 정반 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해 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성실한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엉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고 
그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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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한 실체적 파악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음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북한 지도층의 핵개발에 한 뚜렷
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전략이 결집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미리 확고한 

비책을 세워 나갔어야 했었다. 북한의 핵개발 목표와 전략은 미국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credible deterrence)을 확보하여 미국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즉, 핵탄두를 장착한 명중률 높은 ICBM과 SLBM

을 완성하는 것은 북한의 목표이고 미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벌리겠다는 것
은 북한의 전략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얹고 북
한의 위협에 시달려 살아 가야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문 정부의 북한 핵문
제에 한 안일한 판단과 유화적 응 때문에 우리의 안보상황은 보다 엄중해
졌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가중되게 되었다.

3. 우리 안보에 중요한 군사문제를 북한과 전격 합의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군사 분야 이행사항으로 
발표된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리 안보에 막 한 향을 미치는 중 한 사안임
에도 충분한 안보적 고려없이 전격적으로 북한과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휴전선 일  우선 우리의 정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남북 간 동일한 숫자로 경비초소(GP)가 제거됨으로써 우리 측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해 평화수역의 경계선도 현 NLL선보
다 우리 쪽으로 더 내려와 그어져 서해 경계선 방어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 합의에 해 우리 예비역 장성단체와 재향군인회 그리고 군사전문가들
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또한 주한 유엔사령관도 한국군 당국으로부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한바 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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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엔사령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우리 안보상 중요한 
문제점들이 사전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전격합의가 이루어
진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남북 간 군사 합의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 정부가 북한에 서
둘러 합의해 준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된바 있다.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좌초

문재인 정부의 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즉,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잘 나타나 있으며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의식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다소 애매하고 중립적인 표현
을 사용해 왔다.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이를 
토 로 3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가장 초보적으
로 생각되었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한 개념 정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는 계속 표류되어 왔던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려던 당초의 북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되자 문 정부는 종전선언으
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 하 다. 종전선언은 유엔사와 정전협정 존속 자
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며 더욱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들 카드는 아니었다. 종전선언에 해 미국과 북한이 미온
적인 반응을 보이자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문 정부의 북정책
은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욱이 금년 1월 초부터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
려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까지 유예하
여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움 선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
하 다. 결국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발사 도발로 김정은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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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이 빈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그나마 한반도 정세를 결이 아닌 화 국면으로 어정쩡하게나마 이끌어 온 
핵심 고리가 끊어져버렸기 때문에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도 사
실상 파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Ⅲ. 북한의 최근 동향

북한은 현재 COVID-19에 의한 국경봉쇄, 2020년 자연재해에 따른 곡물 
생산 감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3중고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를 방증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초 제8차 당 회에서 직
접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하 음을 시인하기까지 하 다. 북한은 현
재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문물의 유입으로 젊은 층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외부 문화 유입에 따른 청년층, 그 중에서도 1990

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 에 태어난 세 들의 동요가 크다고 보고 북한 
당국은 2020년 말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어 강력 단속 중이다. 이 
법에 의하면 외국 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최  15년의 징역형 등 중
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 지도층으로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러
시아와 국경무역을 재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혁명사상을 고취해 나
가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늘리면서 민생행
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민제일 주의’를 내세워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려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난과 젊은 층의 동요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
져 통치기반에 부정적 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정세의 흐름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3각 관계의 구도를 
더욱 착시켜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한 러시아의 침공 사태로 인해 북
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리게 되었다. 유엔안보리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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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핵문제 해결을 보다 더 어렵게 하
고 꼬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세계 3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
나가 핵 포기 가로 독립과 안전보장을 약속 받았던 ‘부다페스트 의정서’가 
헌 신짝처럼 내쳐져 버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처한 내적 불안 요인과 더불
어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지도층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핵개발과 핵
보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한⋅미군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하다고 
전한 정보 내용도 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 된다.

Ⅳ. 남북관계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들

1. 치열한 체제경쟁 관계

정치 지도자들은 남북 간 국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흔히 결의 시 가 끝
났다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남북 간에는 아직도 치열한 체제경쟁이 지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에는 엄청난 병력과 
무기가 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는 물론 남북 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긴장과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동 용어에 현혹되어 남북 간 체제경쟁 관계
에 무관심해질 때 참혹한 사건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 1983년 
10월 버마에서 우리 측 지도층 인사 17명의 인명을 앗아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나 1987년 11월 117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희생된 KAL858기 
사건은 물론, 1, 2차 연평 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이
와 같은 표적 사례 던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에 의해 자행된 무장 공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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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남파 간첩 사건 등 많은 인명 피해 사건들이 있다. 작금에 있어서는 사이
버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빈번한 만큼 이에 한 

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2. 지켜지기 어려운 남북 간 합의

남북 간에는 그동안 화를 통하여 많은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이
런 합의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들어다 보면 한심스럽기만 하
다. 남북 간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비
롯하여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 간 
가장 중요시 되던 문서들이 사장되어 왔다. 이외에도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
네바 합의, 6자회담 당사국 간 합의한 공동성명 등 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들
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을 방증해 준다. 그 때 그 때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서 이루어 
진 합의는 지켜지기 어려우며 상황이 바뀌게 되면 파기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는 것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 남북 간 합의를 뒤집어 
버린 사례는 빈번했다. 

또 하나 남북 간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남⋅북한 간에는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명료한 합의사항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념
과 체제가 다른 상 방간 협상, 그 중에서도 첨예하게 립되는 사안에 한 
협상에 있어 완벽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중
립적인 표현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북 간의 합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
서는 원칙적인 방향에서만 합의하려 한다. 그리고 합의 이행단계에 이르게 되
면 구체적인 세부 합의서가 또 만들어져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
면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미루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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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무장한 북한과 마주해야 할 현실 직시

북한의 핵무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체적 평가다. 앞으로 
ICBM이나 SLBM의 성능을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 나간다면 핵무장이 완
성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과 핵능력 고도화 과정을 살
펴볼 때 북한에게 핵 포기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 등 온갖 유인책을 
주어 보았지만 시종일관 변하지 않은 것은 핵 보유와 핵무장에 한 북한의 
강한 집념만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에 변칙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을 주장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이 이렇게 신형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월 8차 
당 회에서 채택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북한의 핵 무장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곧 핵무장한 북한과 마주해야 할 운명에 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중 사찰부분을 두고 북측은 변 원자로에 한 IAEA 사찰을 
받았기 때문에 의혹이 모두 해소 되었다고 강변하면서 우리 측의 핵 의심시설 과 주한 
미군기지 사찰을 계속 주장하여 결국 공동선언이 이행 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 상 교류 와 협력부분에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으나 별도의 
이행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 또한 이행 되지 못하 다.

 2) 8차 당 회에서 채택 된 북한의 무기개발계획에는 ①핵무기의 소형화 와 전술 무기화 
추진 ②초 형 핵탄두 생산 ③1만5천Km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④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⑤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륙 간 탄도 로케트 개발 ⑥핵잠수
함 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보유 ⑦군사 정찰 위성 운  ⑧500km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이 적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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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과제

1. 민족을 넘어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대응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그릇된 인식을 주게 됨으
로써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남북 관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헝클어지
고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정책에 있어서는 민족이라는 프레
임을 넘어 국가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응하고 다루어 나가는 일이 필요
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야만 핵문제나 인권문제 등 남북 간 현안에 해 우
리의 주장을 떳떳하게 펼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상호주
의나 호혜주의 원칙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 추진될 수 있는 규모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 투융자 사업 규정에 따
른 절차와 안전장치 마련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무척 어려운 일로 생각되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
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원칙, 일관성,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

남북 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되 북한의 그릇된 행동이나 도발행위에 해
서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화를 위해 할 
말도 못해서는 북한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해서도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이 문제에 접
근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규범
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북한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때그때 입장을 달리해서
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원칙과 일관성은 유지되어
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북한 인권법을 제
정했지만 아직 이 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 로 취하지 않아 법시행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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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고 있다. 후속 조치가 빨리 취해져 북한 인권법이 조속 이행되어
야 할 것이다.3) 

북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5년간의 정부 임기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는 현실과 동떨어지며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한반도 신공동체’ 구현
이라는 구상이 제시되어 있다. 북한 핵을 비핵화 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
켜 한반도 신공동체 즉, 한반도 3  경제 벨트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4)

를 그려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현실성 있게 
풀어 나가야지 의욕이 앞서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북한에게 그릇된 인식을 주
게 된다. 

3.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고려한 대북 협력사업 추진

남북 간 규모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금강산 관광 중 우리 국민 1명이 북
한군에 피격 당해 숨지고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우리 기엽의 재산이 몰수된 
일이 발생했다. 개성공단에서도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볼모로 잡힐 위험에 처
한바 있으며 공단 폐쇄로 막 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새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신중을 기해
야 한다.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애당초부터 추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간 협력 사업은 북한 집권층보다는 북
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이 아직 표류중이다. 여야 각5명, 통일부 2명 등 총 
12명으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당에서 5명의 이사를 지명하지 않아 인권재
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4) 한반도를 3개축으로 하여 환 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환 동해 경제벨트를 이
루어 이를 토 로 동북아 6개국 및 미국과 함께 동 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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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핵 무장화에 대한 대비책 강구

북한의 핵무장화가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로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
는 만큼 새 정부로서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이에 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방국들과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만 이제는 플랜B에 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 해 온 협상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고 본다.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에게 보다 가중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이 과거와 같이 ‘스몰 딜’이나 ‘ 변+α’와 같이 북한 핵문제의 
주변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플랜B에 한 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
야 한다고 본다. 플랜B에 있어서는 전술 핵 재배치, 나토 방식의 핵 공유, 독
자 핵 무장 등 여러 옵션에 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안은 우리
의 독자적 핵 개발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일본처럼 사용 
후 핵 연료봉에 의한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한⋅
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요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리의 의도
로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맹방으로 탈
바꿈하며 거듭나는데 달려 있다 하겠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빚어진 작금의 우
크라이나 전쟁은 한 국가의 안전이 동맹과 어떤 함수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
석열 정부가 혜안을 갖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엉클어진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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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전 주홍콩총영사

 

국문초록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경색되어 왔던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일본에서

도 지난해 11월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발족이 되어 양국관계 발전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ㆍ일관계는 1980년대 말까지의 냉전시기를 거쳐, 

20여 년간의 탈냉전이라는 과도기를 지난 후, 이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핵 문

제로 대표되는 신냉전시대 속에 있다.

그동안 국력격차로 인한 비대칭적 관계에 있었던 한ㆍ일관계는 한국의 성장

과 일본의 정체에 따라 점차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완

전한 과거사 처리문제가 양국관계를 극단적인 대립상태로 몰고 가서 전방위적

인 관계악화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신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악화된 양국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반전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국 내 강제동원 판결 이행에 따른 

국내 해당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라는 뇌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자제와 포용의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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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에 입각하여 한ㆍ일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지난 3월 9일 제20  통령 선거가 치러져 윤석열 후보가 한민국의 제
20  통령으로 선출되어 오는 5월 10일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치열한 
선거전을 거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량은 많이 훼손되었고 국민들 간의 반목과 적 감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
실이다. 

국가원수를 유권자가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그 
부작용도 결코 적지 않으나, 직접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유권자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선출된 지도자는 직접 몸으로 느끼는 강고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많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통령 직선제가 가지는 매력의 하나일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해서 많은 기 와 요구를 하고 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그 강도는 매
우 높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전 정부의 각종 정책과 행위에 해서 반감을 가
지고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보여진바와 같이 외교안보
분야도 국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상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전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남겨줄 외교⋅안보분야의 부(負)의 유산에서 
한⋅일관계가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정부가 양국 간 립국면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거
친 환경과 수많은 제약요인 등을 슬기롭게 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
마 지혜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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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일관계 변천의 추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는 몇 차례의 변천을 겪었으며 
이에는 당시 세계질서의 현상이 크게 향을 주었다. 한⋅일관계가 단순히 양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과 접한 연계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앞
으로의 한⋅일관계는 더욱 국제질서와 분리되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
하여 준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의 양국관계는 크게 세 개의 단계로 구분
하여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  말까지의 냉전시기 으며, 공산주의에 항하는 
공통의 목표아래 양국은 역사문제를 봉인하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소위 
청구권협정 등을 통해서 국교를 정상화하 다. 즉, 한국은 공산권의 위협에서 
일본을 방어하는 소위 방파제 역할을 했으며 일본은 경협자금과 기술을 제공
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냉전이 종식되는 1980년  말부터 2010년 경까지의 약 20

여 년의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냉전의 해체와 함께 권위주의 체제 종식을 이룩
한 한국 내에서는 민주화 요구가 고조되었으며 그동안 봉인되었던 일제 강점
기 치하 피해자들의 배상⋅보상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 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하에서도 일본에서는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과 
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1993)와 식민지 지배에의 반성의 뜻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1995)가 나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98년 10월 김

중 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기에 이
른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에서는 소위 ‘잃어버린 20년’의 경기침체가 시작되
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한국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한 요구가 점차 고
조되기 시작하 다.

세 번째 단계는 201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북한핵 문제와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표되는 동아시아의 갈등국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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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일본은 중국의 두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더
욱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아베 총리로 표되는 역사부정주의와 이에 따른 
우경화와 혐한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소위 65년 체제의 정당성에 한 의문과 비판이 사법
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와 
2016년 11월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미⋅일 
공조의 체제를 마련하려고 하 으나, 국내정세의 격동에 휘말린 상태로 표류
하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통령 취임 이후 일본과의 갈등이 폭발하여 일본
과의 극단적인 립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Ⅲ. 현재의 한⋅일관계

현재의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양국관
계가 이렇게까지 소위 다중복합골절 또는 전면적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비록 주변환경과 국내적인 여건이 변화하 다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과 일본 중에서 누구의 책임
이 크고 작다고 논쟁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
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에는 수차에 걸친 관계 악화가 있었으나 
부분 과거사와 정치 현안에 관련되었으며, 단기간에 관계가 수복되어 전반

적으로 내실있게 관계가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퇴조가 거듭
되는 양국관계는 악화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양국 국민감정을 상호 혐오의 수
준으로 떨어트리고, 코로나 사태와도 맞물리면서 그동안 축적을 해온 협력관
계의 자산과 기반이 크게 잠식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의 모든 역을 덮어 버리는 
파국적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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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악화시켜서 해결의 옵션을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합의 무력화와 2018년 강제동원문제
에 관한 법원 판결의 여파가 지소미아 종료 파동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현재 양국 관계 
악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를 어떻게든 극복해 내지 않고서는 양국 관계의 부정적 흐름은 계속될 것
이며, 크고 많은 암초를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새로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의 부담이며 과제이다. 

Ⅳ.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과 제약요인

1.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
관을 공유하는, 아시아에서는 두 나라뿐인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각자의 
국가이익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지금
까지 양국은 이러한 호혜적 협력 기조에 입각하여 서로 발전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서, 첫째 전지구적(全地球的) 규모의 
문제 공동 처, 둘째, 역내상황(域內狀況) 공동 처라는 분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에서 한⋅일 양국 간에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형태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은 승수효과(乘數效果)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현재 러시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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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나 침공,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문제,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파괴력이 상당한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격동과 혼란의 전환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들
은 결코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은 호혜적이다. 

둘째로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두와 이에 한 응, 북한 핵
문제의 고도화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급박한 사안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공세적이고 고압적인 외교⋅안보정책은 A2AD (Anti-Access, 

Area Denial)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향력을 배제하
려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으며, 이에 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중
시, 가치외교, 다자외교를 수단으로 하여 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는 내부적으로 
부분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 과정에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행동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감한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제약 요인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서 존재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일 것이
다. 현재의 양국관계를 복합골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간 
것은 결코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개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표적인 제약요인을 생각해 보면, 거시적으로는 역시 한⋅일 간
의 국력 격차가 축소되어 과거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소위 비 칭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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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칭적 관계로 전환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과거사 현
안을 미봉하 던 소위 65년 체제로 지금의 현상을 재정(裁定)할 수 있는지 문
제 제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법부의 폭주’ 또는 ‘사법 적극주의’라고 표현되듯이 위안부 문제
와 강제동원 문제에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이 60여 년에 이르는 국교
정상화후 한⋅일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시켜서 일 외교를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 다고 하여
서, 사법부의 판결취지와 현실 사이에서 원만한 상황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양국 행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해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함”을 비난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골 를 수시로 이동시킨다”고 한국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과거사 문제에서 공
세적 입장을 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맹목적 반일 선동과 극단적 혐한 
조장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도 혐오와 무시가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양국 젊은 세  간에 과거사에 한 인식의 괴리가 커지면서 감정이 격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조류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노리
는 역사 부정주의와 혐한 선동으로 표되는 일본 우익정치의 확산이며, 한국 
내에서의 사후 책 없는 극단적 반일 캠페인이 최근의 양국관계를 저해시킨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로 표되는 일본 내 우경화 세력의 뿌리와 역사는 깊고 오래되었
으며, 이들은 철저하게 한국경시, 미국복종이라는 구도에 천착을 하고 있다. 

문재인 통령 집권 이후의 위안부 문제 합의 무력화와 이후의 혼란스러운 행
보, 강제동원 문제에서의 법원 판결과 한국 사법부의 돌출은 이들에게 한국 
비판의 호재를 제공했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게 만든 여지를 결과적으로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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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의 나아갈 방향: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양국 간 

상호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국제환경의 격변, 비 칭적 관계에서 칭적 관
계로의 양국 역학관계 변화, 국내 정치의 개입, 경제적 이해관계 등 마치 고르
디우스의 매듭처럼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알렉산더 왕처럼 고르디우스
의 매듭을 일도양단(一刀兩斷)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
정한 현실이다. 

한⋅일 간의 갈등은 “미래의 한국은 역사에 무책임한 일본을 끝까지 추궁하
는 당당한 모습이여야 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회복된 자신감과, 미래의 일본
은 “더 이상 한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일본의 상실하고 싶지 않은 자존
심이 충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을 섣
불리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국 관계의 복잡다기하고 특수한 배
경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자는 주장에 동의
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진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전 단계의 진전
만이 다음 단계에서의 관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1단
계에서의 관계 정상화 조치의 성패 여부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제1단계는 ‘현안 해결’, 제2단계는 법제화 등 ‘현안 재발 방지 
framework 구축’ 그리고 제3단계는 ‘미래를 향한 비전 공유’로 분류를 하고
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제1단계 ‘현안해결’에 관하여 우리의 신정부가 고려해
야할 점에 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제1단계 ‘현안해결’은 현재 한⋅일관계 개선의 최  장애물로서 양국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에 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여하히 원만하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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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4개의 현안 중에서 강제징용문제(강제동원 판결관련 문제)가 가장 
폭발력이 강한 시급한 현안으로서 이의 해결방향 모색 가능 여부에 따라서 
한국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문제는 ① 비 칭적 관계에서 칭적 관계로 움직이는 한⋅일 간 
역학 관계 ② 과거사 현안을 미봉한 65년 체제에 한 한국 사법부의 문제제
기 ③ 타협을 허용치 않는 강경 국내여론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양국관계 악화
를 이끌어 왔으며, 전술한 배경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건 화합론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속에서 양국의 정치가 및 관료들은 자신들에게 안전하고 국내정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반일⋅혐한의 강경론에 편승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장하 다.

지금 한국내에서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국내 일본회사 자산의 현금화 
과정이 최종단계에까지 달한 상태이며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매우 절
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최소한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는 5월까지는 어떠
한 진전도 기 할 수 없는 것이 불안요인이며, 한국 사법부와 원고단이 기계
적인 접근만을 하지 말아줄 것을 기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통령과 정권 인수팀에서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 정부
와 소통을 하 던 과거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3월 9
일 이후부터 비공식 접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이를 활용할 필
요가 있다. 

과거로부터 한⋅일관계의 변천에서는 항상 미국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구상의 
핵심요소로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오는 5월에 바이든 미국 
통령이 일본 방문 이후 한국도 방문하여 새로 선출된 한국의 통령과 회담을 
하는 계기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외교 및 국내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 강제징용 문제(강제
동원판결)의 교착상태를 풀어 나가는 단계적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시
급하게는 바이든 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의 계기를 활용하여 강제동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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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측이 요청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기업의 면담’을 일본정부 
측이 내부적으로 양승하여 한국 내 일본 관련기업측이 이에 응하게 하면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일시 중단시켜서 책 강구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일본정부 측은 지금까지와 같은 고압적이
고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옵션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타개책 등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윤미향 사건’으로 운동의 
의와 순수성이 손상을 입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 고, 일본군 위안
부문제에 관한 정부 간 합의(2015.12)를 무력화하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까
지 시켰으나 다시 문재인 통령이 정부 간 합의를 인정하는 등(2021.1), 우
리의 일관성 없는 행보에 따라 방향성을 상실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의 신정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하(戰時下) 여성에 한 
씻을 수 없는 국가범죄’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본 측이 ‘위안부 동원의 강
제성과 일본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1993)를 부정하는 언동을 반복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해결의 출구를 찾아내기를 기 한다.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통제제도(安全貿易管理制度)의 운용을 변경하여 한
국에 해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
을 기존의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2019년 8월 한국
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 소위 한국 수출규제는 일본 측이 한국 측 수출
통제체제의 불비, ‘부적절한 사안’ 등의 존재를 그 이유로 제시하 으나, 당시 
세코 일본 경제산업 신(장관)이 “신뢰관계의 결여가 수출규제강화의 이유”

라고 밝힌바와 같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한 항조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측은 살계경후(殺鷄儆猴), 즉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길들인다는 생각
에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 으나, 당초 일본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공급망에 한 향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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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아베정권의 오만하고 경직된 자세가 정치⋅외교 사안에 해 경제문
제를 동원하는 자충수를 두게 만들었고, 양국의 관련 기업에게만 희생과 고통
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강제징용문제의 해결진도에 따라, 후쿠시
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문제가 연계될 수 있는 일본주도 CPTPP에의 가
입추진보다는, 미국 측이 구상하고 있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global supply chain의 일환으로 국내 정
치⋅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된다.

즉, 일본 측의 한국 수출규제는 현재 형해적(形骸的) 상태에 있는바, 한국
의 신정부가 일본 정책을 구상할 때에 과도한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
단된다. 

‘지소미아 종료통보 효력정지(2019.11.22)’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
든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막 한 예상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까스로 회피
한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2019.8.23)’도 상 측의 잘못된 결정에 
또한 잘못된 반응으로 처한 우책(愚策)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팽창야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심각한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이라는 위급한 안보환경 아래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를 표방하
고 있는 한국의 신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지소
미아의 종료를 결정할리도 없으며 이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연계시키는 
비현실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한⋅일 양국 간의 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전술
한 바와 같이 현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국 국내에서의 법제화 또는 정부 간 
공동선언 등 구속력 있는 억제기제(抑制機制)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
지 사죄와 부정, 합의와 번복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
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어렵게 도래한 기회의 불씨를 
소중히 여겨서, 미래의 양국 세 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 관계
개선의 길을 타개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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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대전환시대
- 경제안보 과제와 전략 -

최 석 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전 주제네바대표부대사 

 

국문초록

세계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COVID-19이라는 블랙스완(black swan), 디

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green shift) 및 지정학의 귀환으로 규정되

는 복합대전환(complex great transformation) 시대에 들어섰다. 미⋅중 간 전

략적 경쟁은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자유민주적 시

장경제체제와 국가자본주의의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지난 2년여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1930년대 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발했고 국가별 보호주의 확

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극대화했다.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은 탈탄소경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의 처리를 통한 순환경제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의 귀환은 힘에 의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다자간 

규범이 지배한 질서의 쇠락을 의미한다. 

경제안보는 자국의 경제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EU도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정책, 입법 및 조직개편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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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善政(good governance)과 같은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파리협

정 등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영역은 첨단기술과 공급사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량, 에너지, 항공, 해운, 무역, 투자, 환경 및 사이버 등 분야를 

포괄한다. 대전환시대는 결국 힘에 기반을 두고 이질적 경제체제 간 벌이는 경

쟁이 격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복합대전환 시기에 포괄적ㆍ선제적ㆍ체계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절실하고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우선 국가안보전

략에 관한 기본지침과 포괄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인

권 및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영토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동맹국 등과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핵심적 전략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치판단과 정책지

향점을 표방함으로써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신뢰를 확보하고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핵심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안

보와 경제조직간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층적 네트워

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해 디지털협정, 에너지, 환경, 첨단기술, 

수출통제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내입법을 재정비

해야 한다. 한국은 포괄적점진적범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PP) 가입 추진과 

병행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Ⅰ. 서론

최근 국제사회는 ‘복합 전환시 ’에 접어들면서 시 사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격화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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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실상부한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에 이어 러
시아의 도발적 위하에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위협을 느끼고 단결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자본주의 또는 전체주의와의 체제경쟁과 
가치 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팬데믹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은 완전히 새로운 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후 미국 주도로 발전된 다자간 통상체제는 경제성장과 글로벌 분업체제
를 형성하면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립으로 
악화된 공급망 교란은 팬데믹, 디지털 전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통신 등 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외
국인 투자규제와 수출통제를 경쟁적⋅보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통제 상은 
첨단 기술이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위협을 받는 경
우도 비일비재하다. 소위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개념인 경제안보는 국
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본고는 이런 전환의 배경과 특징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
가들이 어떤 경제안보 전략과 조직을 가지고 응하는지 살펴봤다. 또한 복합

전환 시 에 한국이 처한 현실을 검토하고 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
국도 경제안보가 핵심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을 세우고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
경제체제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동맹국 등과 중층적인 협력에 기반을 확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청와 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전략을 수립⋅조정⋅시행하
는 강한 콘트롤 타워 하에 포괄적인 입법과 세부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다. 

Ⅱ. 복합대전환의 특징과 경제안보의 부상

세계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COVID-19이라는 블랙스완(black swan),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green shift) 및 지정학의 귀환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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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복합 전환(complex great transformation)에 진입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기술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자유민주
적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자본주의의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단면에는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내재돼 있다. 지난 2
년여 이상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1930년  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
발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발전격차를 벌리고 국가별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
벌 공급망 교란을 극 화했다. 4차산업 혁명과 함께 급속히 전개되는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그린전환은 탈탄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의 처리
를 통한 순환경제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의 귀환은 힘에 
의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다자간 규범이 지배한 질서의 쇠락을 의미한다. 

2차 세계 전 후 미국 주도로 발전된 다자간 무역체제는 경제성장의 견인 
및 글로벌 분업체제를 형성하면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인하, 투자 자유화 및 국제교역에 있어 비차별원칙에 기반을 둔 무역
자유화의 확산은 공급망의 글로벌화를 촉진시켰다.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중간재의 해외조달을 확 함으로써 공급망은 복잡해졌다.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을 역수입하는 제조업의 아웃소싱이 확 되고 다양
한 형태로 진화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포괄적 무역자
유화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질서가 정점
을 찍었다. 중국은 이런 자유무역질서의 최  수혜국이 되어 세계 최 의 투
자유치국이 됐고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그간 선진국이 장악
했던 공급망의 주도권이 신흥개도국인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체제의 발전과 병행하여 자발적 다자간 협의체의 형태로 전
략물자, 장비 및 기술에 한 통제체제도 발전해 왔다. 각국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법령으로 통제 품목 및 지역을 정하고, 위반자에 해서는 자체
적으로 결정한 처벌조치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9⋅11 테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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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비확산에 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2004년에 안보리결의 1540

호가 채택되면서 비확산⋅수출통제체제에 강제성이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하
다. 수출통제체제는 국내법령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다자간 무역체제가 마비되면서 수출통제
체제가 자의적⋅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중 간 전략적 립으로 악화된 공급망 교란은 팬데믹으로 더욱 격화되
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등 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규제
와 수출통제를 경쟁적⋅보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요소수 사태 및 자
동차용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란에서 보듯 첨단 기술이나 품목
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화된 상호의존 관계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거나 위
협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소위 상호의존의 무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과거 사드배치 또는 미국에 동조하는 호주 외교정책에 한 
중국의 보복조치, 한⋅일 관계의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 
등은 정치적 목적 또는 안보를 앞세운 경제적 강압조치(economic coercive 

measures)의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개념인 경
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것이다.

Ⅲ.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안보는 자국의 경제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EU도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라는 명제하에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정책, 입법 및 조
직개편과 예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방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의 공
통점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 선정(善政, good governance)과 같은 가치와 지
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 등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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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역은 첨단기술과 공급사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량, 에너지, 항
공, 해운, 무역, 투자, 환경, 금융 및 사이버 등 분야를 포괄한다. 지정학의 귀
환으로 정의되는 전환시 는 결국 힘에 기반을 두면서 이질적인 경제 및 정
치체제 간 벌이는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역내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들과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유사 입장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4자
안보 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확 도 염두에 두고 
있다. 

1.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조직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와 통상의 연계, 수출 및 기술통제, 투자규제 및 중
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경 응한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유
사하고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과 2022년 2월 인태전
략(The indo-pacific strategy)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한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및 인도-태평양 전략비전
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경쟁력과 복지 향상을 추진하
는 ‘인간안보’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가
치, 경제번 을 추구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전체주의적 포퓰리즘에 항한
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실(NSC)을 콘트롤 타워로 국무부, 상무부, USTR

이 소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미 미국경제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국가안
보실에 경쟁이사회를 설치하고 노동, 보건, 교통, 농업, 인터넷서비스, 기술, 

금융 등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범정부차원의 공급망 TF도 구성하여 운
해오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서와 경제통상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작년 4월 통령 주재 하에 열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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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 국가안보실(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 합동회의는 반도체 공급망
을 검토하고 6월에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보
고서를 발간하 다. 또한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공급망 정상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석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사이버실
(ONCD)이 사이버 안보정책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과 조직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핵심과제와 정책은 
경제안전보장 강화다.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공급망 강화 책, QUAD 공급망 구축협력 
등 3개 분야에서 법률개정과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책
략은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유사하게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외자
규제강화 및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강화 및 자금조달 금지 등과 관련된 조치
를 담고 있다. 부분 중국을 겨냥한 방어적 조치지만 2019년 한 수출통제
의 경우와 같이 일본도 경제의 무기화에 공세적 응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일
본정부는 특허의 공개제한, 공급망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지원, 중요 인프
라의 안전확보 등 4개 분야에 집중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안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한 데 이어 
2021년 10월에는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 특명담당 신’직을 
신설했다. 눈에 띄는 조치는 여타 부처에 신설된 조직은 임시조직인데 반해 
외무성내 경제안전보장정책실을 직제상 조직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루는 데 외교안보부서의 전략적 역할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이래 국가안보차원의 사이버 보안 조직 
체계를 폭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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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경제안보 전략과 조직

EU는 당초 경제통합에서 국가통합을 지향해 왔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연
합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존의 NATO를 통한 협력체제가 있기는 했으나 EU내 
외교와 국방분야 통합전략은 미약한 편이다. EU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전
략적 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 하에 2022년 3월 ‘포
괄적 전략(The strategic compass)’를 채택할 예정이다. 위협평가, 복원력, 

응능력 및 파트너십을 골자로 하는 이 전략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EU는 2021년 10월 개방적 전략적 자율
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외통상정책의 기조를 밝혔다. 동맹국
들과 협력하여 지정학적 안보지형에 응, 무역⋅투자의 경쟁력 강화, 기술보
호, 환경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의 강압적 경제조치에 맞

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의 강압적 경제조치에 해서는 화 
및 경고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응한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까지 상세하게 마련했다. 

사이버 안보분야만 보더라도 독일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별도의 응 
기구를 뒀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이버안전청’의 롤모델로도 꼽힌다. 

미국과 독일은 모두 컨트롤타워가 있는 통합형 체계로 분류된다. 국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본부(GCHQ)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사이버 안
보를 총괄하고 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
서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한다.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에 한 최종적 책임은 내무부⋅외무부⋅국방부 등 각각의 부처에 귀속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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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제언

1. 경제안보 전략의 원칙과 방향

복합 전환 시기에 포괄적⋅선제적⋅체계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취하는 것
이 절실하고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요소가 돼야 한다. 전환 시
는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격화되고,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충돌하면서 다자주의가 쇠락하고 일방조치와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되고 있
다.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시행하되, 강 국의 힘과 

향력이 지배함에 따라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입지는 축소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중층적인 협력 확 가 절실
히 필요하다. 

우선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기본지침과 포괄적 방향
을 설정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수호
하고 토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동맹국 등과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가
장 기본적인 전략적 가치에 해서는 분명한 가치판단과 정책지향점을 공표하
여야 한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동맹과 파트너 국
가의 신뢰를 확보하고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민국의 초석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지켜나가
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핵심 전략에 한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는 우를 범
하지 않도록 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정
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강압조치에 비하여 실효적인 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안보 전략의 상분야는 이중용도 품목, 기술 및 장비의 수출통제, 외국
인투자심사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강화 및 자금조달 규제는 물론 국내외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 강화, 특히 반도체, 배터리, 5G, AI 등 전략산업과 
희토류 등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의 다변화, 우주와 사이버보안 등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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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해 세계화 및 외주화를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신뢰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지역화⋅내재화를 지향하고 역외보다는 역내 공급망의 강화로 재편
될 것이다.

2. 강력한 콘트롤 타워와 조정체계 구축

경제안보 전략의 콘트롤 타워는 청와 가 돼야 한다. 공급망의 안정성, 핵심
산업의 육성, 첨단기술의 개발, 무역 및 투자규제 등 경제부처가 관장하는 
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방 및 국가정보
에 관한 민감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  국가안보실
이 관장해야 한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총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탁상공
론으로 들린다. 외교 및 국방전략의 조정을 총리실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
가원수의 통제 하에 경제안보 업무를 관장하는 상 편 국가와의 소통과 응
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은 청와

’, ‘책임총리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극히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실험이라 

본다. 현재 회의체로 운 하는 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임시방편으로서 중⋅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을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와  국가안보실 내에 경제안보 부실장 직을 신설하여 주도하도록 하고 
경제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
책조정 및 관계부처 간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례회의, 상설위원회 
설치는 물론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식 고위급 조정체제 부활도 고민할 필요
도 있다. 당연히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유관 부처는 소관분야에 

한 응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특히, 외교부는 국가안
보전략의 수립 및 외교섭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경제안보 전략 추진을 위해 
본부의 안보조직과 경제협력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외공관의 기능과 역할도 강
화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락시킨 한민국의 외교와 외교부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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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원하는 일이 선결과제다. 한편 외교부와 산업부가 외교교섭과 통상교섭 
권한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 효과적인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는 데 최선인지
에 해 냉정한 검토를 해야 한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심층검토 없이 
여론이나 감정에 휘둘려 추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현재 산업부의 하부 조직으로 있는 무역위원회의 독립과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외국의 덤핑과 불법보조금을 감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무역구제 기관이다. 그럼에도 그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외국의 불법보조금에 한 조
사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가 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의 경제규
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확 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 기업
의 불법 덤핑과 보조금을 적발하고 적절한 응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3. 경제안보 전략을 위한 입법 및 정책수립

경제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하거나 개정
을 해야 한다. 수출통제제도의 핵심은 리스트 품목에 따른 규제와 캐치올
(catch-all) 제도가 핵심이다. 품목, 장비 및 기술을 상으로 하는 한국의 수
출통제제도는 비교적 양호하게 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감기
술의 해외유출 또는 탈취방지를 위해 기존의 입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규제심사협 화법(FIRRMA)’은 특허를 확
보한 기술은 물론 제품화 정도는 낮지만 군사전용가능성이 높은 신흥기술
(emerging technology)의 수출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사전심사제도와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와 중국산 드론을 상으로 정부조달 금
지조치를 취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로 면 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외의존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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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 및 품목별 응전략이 강구돼야 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보조
금 지원과 세제혜택은 물론, 인프라와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AI 등 핵심산업에 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한 2022년 2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경제안
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
려졌다. 선진국에 비하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또한 희토류를 비롯하여 특
정국가의 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한 조기경보체제 및 안정적 수급을 위
한 입체적 책도 필요하다. 나아가 주요국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
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핵심국가와 경제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4. 중층적 국제협력체제에의 참여

경제안보는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태지역에서도 
다양한 소다자협의체가 구축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관성이 없는 입장을 취하거
나 소극적인 참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미래지향적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미⋅중 갈등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분산
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포함한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역내협력에 참여해야 한다. 필요하면 역내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펴나가야 한다. 비록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
나 포괄적점진적범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PP)에 조기가입을 해야 한다. 역
내포괄적경제협력파트너십협정(RCEP)은 자유화 수준이 낮고 상품분야에 치
중된 협정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나 역내 공급사슬의 다변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국은 역내에 확산되는 디지털협정, 에너지, 환경, 첨단기술, 수출통제 체
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내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G7, G20 등 정상급 포럼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경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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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는 초기부터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IPEF의 골간으로 통상, 공급망, 청정에너지, 조세⋅
반부패 등 4개 분야 협력에 초점을 두고, 특히 통상분야는 농업, 디지털, 투명
성, 경쟁, 무역원활화 분야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접근 분야는 포
함되지 않아 전통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이라기보다는 복합적 경제안보협정으
로 봐야 한다. 조만간 역내 국가들과 복수국간 협상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3

년 중반까지 프레임워크의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EF가 합
의되면 아⋅태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이것은 여타지역에
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Ⅴ. 결론

미⋅중 갈등과 러시아⋅서방 간 립이라는 지정학의 귀환을 비롯하여 디
지털 전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전환은 뉴노멀이 됐다. 시장경제체제
와 국가자본주의의 립은 격화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은 분절화, 정부의 경
제개입, 외국인투자 규제 및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제조업의 리쇼어링
(reshoring)과 생산, 투자, 무역 및 기술 분야의 분절화(decoupling)도 가속
화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립도 단순히 경제⋅통상⋅기술 분야를 넘어 전략 및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은 극 화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연할 것이다. 두 강 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치, 안보 및 경
제적 단층이 형성되고 제3국에 해 편들기를 강요할 것이다. 한편 다자주의
의 활성화 요구는 적지 않지만 마비상태에 빠진 WTO의 신뢰회복과 개혁논의
는 요원해 보인다. 한편 시장개방에 방점을 두었던 통상어젠다가 환경, 노동, 

인권 및 안보 분야로 확 될 것이다. 

각국은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분야로 지정하고 상응한 전략수립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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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예산 확 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 

미⋅중 간 디커플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지만 무역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한국이 고수해야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
본원칙이다. 그 기반 위에서 포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안보 전략은 국
가안보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령의 강
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외적으로는 중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과거 미국, 

EU 등과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국내 산업의 경
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간의 추진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환시 에 역내에 확산되는 디지털협정, 에너지, 환
경, 첨단기술, 수출통제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
내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
도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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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과 
우리의 과제

최 재 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전 기후변화대사

 

 특집: 신정부의 외교과제

국문초록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1년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파리협정은 193개 당사국이 ‘상이한 국가 여건에 비추어 공통

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CBDR/RC/NC)’이란 기

본 원칙에 따라 매5년마다 ‘국가결정기여(NDC)’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

함한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성과를 매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80%가량을 배출하는 G20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협정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2050년, 2060년 또는 2070년을 탄소

중립 목표년도로 제시하였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도국

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은 파리협정 협상과정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각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을 취하는 체제를 지지하

면서 기존 선진국과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였다. 2020년 10월 한국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은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위를 기존 선진국과 동일

선상에 두는 대단히 의욕적인 정책 전환이었다. NDC 목표의 후퇴금지 원칙을 

담고 있는 파리협정의 규범을 고려할 때 5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역할이 매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과 우리의 과제   85

중요하다. 신정부는 기존 선진국들이 60여 년에 걸쳐 도달하려는 탄소중립목표

를 불과 30년 만에 달성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언한 문 정부의 약속을 실질적

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는 좌우 진영대립을 벗어나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

다. 국제 사회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기후 악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과

제가 신정부 앞에 놓여 있다.

Keywords: 파리협정, CBDR/RC/NC, NDC, 2050탄소중립, 기후악당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년간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다. 과
학기술과 의학의 획기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배경에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이 뒤따랐다. 당면한 글로벌 보건 위기
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안으로 ‘뉴딜(New Deal)’ 또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같은 정책들이 EU, OECD 등에서 제시되
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에는 우리 삶의 토 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
계 훼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응 방안들이 자리잡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해 살펴보자. 세계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1년이 산업혁명 이후 무더웠던 10개년에 
속하며 2019년과 2020년이 가장 무더운 해 다고 한다.1) 온난화(warming)
와 잦은 기상이변(extreme weather)으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산
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기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1) https://public.wmo.int/en/media/press-release/2021-one-of-seven-warmest-years-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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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을 분기점으로 살펴볼 때 
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19세기 중반 285ppm(parts per million)에서 2022

년 초에 419ppm으로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비 1.1℃ 정도 상승하 다.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체제는 지구 온난

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종류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
(N₂O) 및 4개 산업용 가스 등 7개 온실가스를 규제 상으로 정하 다. 온실
가스별 글로벌 배출량 비율을 살펴보면 CO₂ 76%, 메탄 16%, 아산화질소 6%, 
산업용 가스 2% 등이다. 경제 부문별로는 전기/열 생산 25%, 농･목축/임업 
24%, 산업 21%, 교통 14%, 건물 6%, 기타 에너지 10%로 구성된다. 국가별
로는 중국 30%, 미국 15%, EU+ 국 9%, 인도 7%, 러시아 5%, 일본 4%, 
나머지 국가 30%로 구성된다.3) 

Ⅱ. 파리협정: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후협력 토대

2021년부터 파리기후협정 체제가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 11월 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COP 26)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들이 마무리되
었고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2050 탄소
중립과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철폐 등 주요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2015
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어 2021년부터 이행에 들어간 파리협정이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2) https://gml.noaa.gov/ccgg/trends/weekly.html
3)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인용 자료별로 상이함을 고려하여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정에 

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한 IPCC(2014) 제5차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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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 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7년에 채택되어 2005
년에 발효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지닌 선진국(1990
년 기준 OECD 24개 회원국),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이 포함된 협약 부속서 
I 당사자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평균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
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로 구성된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한 강제적 감축의무 부여와 목표 미달성시의 패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미

국의 비준 거부4)를 초래하 고 일본, 러시아 등의 제2차 공약기간 불참 선언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2020년 종료되었다.

2.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under the UNFCCC) 채택된 법적 문
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별 목표 작성
과 이행을 위하여 하향식(top down) 접근 방식을 취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상향식(bottom up)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
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채택 이후 2016년 11월 4일 발효에 이르기까지 

4) 2001년 3월 George Bush 미국 통령은 교토의정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serious 
harm)’를 끼칠 수 있다면서 의정서의 비준 거부를 선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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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97년 12월에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까지 무려 7년 이상이 걸린 점과 비교할 때 파리협정에 한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
서에 의한 과도기 이행 체제가 2020년 말로 종료되고 2021년부터 파리협정 
체제가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2022년 3월 현재 193개 국가(EU 포함)가 참여하고 있는 파리협정의 주요 
구조는 아래와 같이 부문별로 정리할 수 있다.

파리협정은 3개 목적을 제시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추상적 목적을 보완하고 
있다. 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비 2℃ 훨씬 미만 유지와 1.

5℃ 상승 제한 추구, ② 기후변화의 부정적 향에 한 적응과 회복력 증진, 

③ 금융의 흐름을 저탄소 기후 탄력적 발전 방향으로 유도라는 목표로 구체
화하 다.5)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
거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기후 또는 탄소 중립을 금세기 하반기에 달성할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관련하여 1.5℃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미

5)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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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점을 감안, IPCC에 1.5℃ 온난화의 향과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2018년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 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협정 조문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종전
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란 이분적 체제를 벗어나 모든 국가가 “서로 다른 국가 
여건에 비추어, 형평성과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
의 역량” 원칙을 반 하여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6) 모든 당사자는 파리협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국가결정기여(NDC)’
에 담아 매5년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7) 

파리 협정은 기후위기에 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미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비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
기 위한 역량과 회복력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
상국들은 국가결정기여(NDC) 이행을 위하여 선진국들로부터 재원, 기술, 역
량배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시한 NDC 이행 실
적을 강화된 투명성(Enhanced Transparency) 체제하에서 평가를 받게 된
다. 글로벌 차원의 파리협정 이행성과 점검은 매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성과점
검(global stocktake)’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며 제1차 성과점검은 2023년에 
있을 예정이다.

6) 파리협정 제2조 제2항; This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o reflect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7) 파리협정 제3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작성하여 매5년 단위로 UNFCCC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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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과 이행 정책 현황  

1. IPCC 특별보고서 발표:2050 탄소중립목표 설정 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8)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가
진 제44차 총회에서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에 관한 특
별보고서를 채택하 다. 특별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비 평균기온 2℃ 상승과 
1.5℃ 상승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를 비교하여 볼 때 1.5℃ 상승 
이내로 억제하여야 만 예측 가능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 다. 그
리고 이미 1℃이상의 평균기온 상승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순제로
(net zero)로 만들어야만 1.5℃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함과 비교할 때 탄소중립 목표를 무려 20년 앞당겨야 한다는 배출 경로를 제
시하 다.

2018년 11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COP 24에 제출된 IPCC 특별보고
서에 한 국가별 반응은 지지와 비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COP 24 결정문은 IPCC 특별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환 하는 것이 아
닌 IPCC가 2015년 COP 21에서 요청한 작업을 완료한 것을 환 한다는 것
이었다.9) 미국, 사우디, 러시아 등 비판 그룹의 입장 때문이었다. IPCC는 
2022년 11월 이집트 샤름 엘쉐이크(Sharm el-Sheik)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기후변화총회(COP 27) 이전에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IPCC 

8)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원인과 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응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수립되었다. 3개 실무그룹과 1개의 Task Force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7년 주기로 발간
되는 IPCC 보고서 작성에는 전 세계 3,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9) UNFCCC, Decision 1/24, IV. Para.26; Welcomes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in response to the invitation from Parties 
in decision 1/CP.21.par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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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평가보고서를 구성하는 제1 실무작업반의 6차 보고서가 2021년 8월에 
발표되었고 제2 실무작업반과 제3실무작업반의 보고서는 2022년 3월과 4월
에 각각 발표되었다. 이들 3개 실무작업반의 보고서는 각국이 제출한 NDC를 
제 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1.5℃ 상승이 예상보다 10년 빠른 2040년 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 다. 온난화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1.5℃ 목표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 확산 노력은 UN, EU 및 군소
도서국 그룹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를 개
최하여 70여 개국으로부터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이끌어냈다.10) 

2019년 12월 출범한 EU 집행위원회(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는 
2050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EGD)’을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 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경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비 40%에
서 최소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2021년 6월에 제정하 다. 2030년 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EU의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
율성 목표를 상향하 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날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시장에서의 EU 기업의 경쟁력 보호 등을 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고 기후 응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해 EU 기업들과 동등한 기후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가 

10) https://www.un.org/en/climatechange/2019-climate-action-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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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유럽 그린딜(EGD)은 2020년 발생한 코
로나 팬데믹,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과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다.11)

아시아 륙에서는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설정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60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정점(emissions peak)을 이루겠다고 선언하 다. 중국
이 기존 선진국 그룹보다 10년 늦은 206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한 
이유는 파리협정에 반 된 서로 다른 국가 여건을 고려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
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밝혔다. 후속 조치로 중국의 
CO₂ 총배출량의 40%를 점하는 2,200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상으로 하
는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시장을 2021년 7월 개장하 다. 

중국의 뒤를 이어 2020년 10월 초 일본 스가(Suga) 총리는 탄소배출 감축
을 새로운 성장원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하 다. 후속 조치로 2030 NDC 목표를 2013년 비 23% 감축에서 46% 감
축으로 상향하고 2050년 에너지 믹스 목표를 재생에너지 50~60%, 원자력과 
CCUS를 겸비한 화력발전 30~40%, 수소/암모니아 10% 등으로 제시하 다. 
2021년 5월 EU와 녹색 동맹을 체결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협력 방
안을 모색하고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1억 탄소 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
다. 일본은 2010년 부터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으로 개발하여 온 공동
크레딧체제(Joint Crediting Mechanism: JCM)를 파리협정 체제하의 국가 
간 협력사업 유형으로 추진하면서 2021년 말까지 17개 개발도상국과 양자 협
력을 체결하고 국제탄소시장 출범을 선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파리협정을 탈퇴하 던 미국은 2021년 1월 20일 바
이든 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협정에 복귀하 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11) EU 그린 딜의 추진현황: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 
green-dea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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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limate)를 개최하고 미국의 2050 탄소중립과 중간 경로인 2030 NDC 

목표를 2005년 비 50~52% 감축으로 제시하 다.12) 기후위기 응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예산 1.2조 달러를 집행하면서 추가 재원으로 2-3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형 ‘Build Back Better’ 예산을 위해 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3%에 불과한 태양광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 하겠
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하 다.

탄소중립목표 채택을 주저하던 일부 G20 국가들도 2021년 11월 국 글래
스고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총회(COP 26)를 계기로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제시하 다. 미국과 국의 강한 압력을 받은 호주는 2050년을, 터키는 공화
국 수립 130주년이 되는 2053년을, 인도네시아, 사우디, 러시아는 2060년도
를, 인도는 207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발표하 다. 이로써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80%를 점하는 G20 회원국들이 모두 탄소중립 목표 열에 
동참하게 되었다.13)

Ⅳ.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신정부의 과제

1.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NDC 목표 상향

문재인 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 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선
언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국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은 국내에서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해외 석탄 발전 금융지원으
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G20 국가 중에 호주, 캐나다와 함께 2020

12)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
13) https://www.euronews.com/2021/10/31/g20-leaders-turn-to-climate-change-on-last-day-of 

-summit-as-focus-shifts-to-co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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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에
게는 기존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
무를 지니지 않은 non-Annex I 그룹에 속한다는 도피처가 있었다. 

한국은 파리협정 협상 과정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취하는 자체
적 차별화(self-differentiation)를 강조하 다.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
가로서 지구 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을 지닌 기존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책임
을 지닌다는 의미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지난 2015년 6월 30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의향서(INDC)’의 목표를 2030년까
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비 37% 감축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이전의 목표보다 진전(progression)이라는 2014년 기후변화총회 
(COP 20)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여 2020년 감축목표(BAU 비 20% 감축)보
다 다소 높게 설정하 다. 국제 환경 단체들은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난 하 지
만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가 높은 국가로서 감내해야 할 비난이었다.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BAU 37% 감축목표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 

응 기본 계획 채택에 따라 2017년 배출량 비 24.4% 감축이라는 절  목
표로 전환되어 2020년 말에 UNFCCC 사무국에 통보되었다. 

문 정부는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운

하 다. 정부 부처, 산업계,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전 포럼은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5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비 최  75% 감축에서 최소 40% 감축에 이르는 5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하
다. 그러나 문 정부는 2020년 중반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
견이 수렴되었다고 보고 통령의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설립하 다. 

2021년 5월 30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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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발표한 데 이어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비 40% 감축으
로 상향 건의하 다. 이 과정에 한국 국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비 35% 이상 감축을 명문화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하 다. 문재인 통령은 2021년 11월 1일 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COP 26 정상회의 세션에서 한국의 상향된 2030 NDC(2018년 배출량 비 
40% 감축)를 발표하 고 12월에 상향된 NDC를 UNFCCC 사무국에 통보하

다. 이로써 한국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자체적 차별화 접근을 버리고 미국, 

국, EU, 일본 등 기존 선진국들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일선상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신정부의 과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NDC는 파리협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다.14) 각국은 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적 조치
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지닌다. 비록 NDC에 포함된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 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출하게 될 NDC는(예: 2035, 2040 등) 
협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30 NDC 목표보다 진전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상향된 2030 NDC 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의욕적이다. 세계 130여 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 지만 기존의 선진국을 제외한 부분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
국의 기후 재원과 기술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집약
적 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2030 NDC 목
표 달성을 위해 연평균 4.17%의 탄소배출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2030 NDC 

14) 파리협정 제4조 제2항: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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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한 연평균 감축율이 EU 1.98%, 미국 2.81%, 일본 3.56% 수
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감축목표가 얼마나 야심적인가를 엿볼 수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약속한 사항을 제 로 이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강화된 투
명성 체제15)와 이행 촉진적 성격의 의무 준수 제도16)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 
행동에 한 상호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기 위한 강화된 투명성 체제는 매 2년 
단위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투명성 체제하의 제1차 이
행보고서를 2024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이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제 로 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평가받는 기회이다.

문 정부가 수립한 의욕적인 기후 목표는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에 의
해 본격 이행된다.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안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지금 정부가 수립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비 40% 감축)를 앞서 설명한 후퇴 금지 합의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정부가 우선 적으로 취해야 조치는 NDC 이행
계획의 실행 가능성 검토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철폐와 함께 우리 경제를 
지탱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 한 합의가 시급하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 확 , 공기업이 독점하는 전력산업과 시장의 분산화 추진 
등을 통해 기후위기 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제 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정부 조직과 공기업의 개편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져
야 한다. 

우리가 파리협정의 자체적 차별화 접근방식을 뛰어넘어 수립한 의욕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NDC 목표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만반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정부에게 주

15) 파리협정 제13조는 상호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고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강화된 
투명성체제에 해 규정하고 있다.

16) 파리협정 제15조는 협정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적 성
격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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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당면과제이다.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파리협정은 우리가 목표 이행을 위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반 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과 국제탄소시장(global carbon 

market)이 표적 사례이다.17) 우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이러한 플랫폼을 잘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신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의미를 이해하
고 이행에 힘을 모을 때 국제 사회에서 ‘기후 악당’18)으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7)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들 간의 NDC 이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 추구를 인정하고 있다. 
자발적 협력 추구의 유형으로 제6조 제2항의 국가 간 협력적 접근, 제6조 제4항의 메커
니즘 및 제6조 제8항의 비시장 접근을 제시한다.

18)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6/11/04/south_korea_climate_vill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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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비화한 우크라이나 사태
- 진단과 시사점 -

홍 완 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은 한반도의 거울이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은 마치 일란

성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모두 세계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위 ‘중간국가’이고 각기 유라시아의 서쪽 날개와 동쪽 날개에서 역내 패

권국의 세력판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국가(Pivot State)라는 점에

서 그렇다. 양국 모두 자국의 대외적 좌표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두 지정학적 거인이 엮어내는 여

러 형태의 세력 투쟁 속에서 준(準)제로섬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한국 역

시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

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대치 상황은 한반도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

준다.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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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는 지정학적 급소다.”

- Zbigniew Brzezinski -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다.”

- Vladimir Lenin -

Ⅰ. 들어가며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배회하던 전쟁의 유령이 결국 섬광과 화염을 동
반하며 출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는 설마가 현실이 되는 섬뜩한 순간을 목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일관되게 부
인했다. 그러나 서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군은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우크라이나의 북쪽, 동쪽, 남쪽 국경을 넘어 
수도 키예프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1차로 우크라이나 군 요충지를 미사일
로 정  타격해 공망을 무력화시켰고, 2차로 공격헬기와 전폭기가 주요 군
사시설을 폭격하 으며, 3차로 전차군단이 공수부 와 함께 고 들어갔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적 기반을 토 로 선제공격을 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인
들의 결사항전의 의지와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해 서구는 누차 경고했던 로 강력 응했
다. 다만 유럽으로의 전쟁확산을 우려해 보복의 응징은 비군사 분야로 제한했
다. 서방은 3월 12일부터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SWIFT 퇴출이 예고되자마자 러시아 증
권시장과 선물시장은 폭락세로 문을 닫았다. 루블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했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식료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다. 소위 러시아판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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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푸틴은 가혹한 제재를 이겨낼 것이고 더는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해 왔지만 러시아가 그동안 구
축해 놓았던 경제 방화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한 러시아의 무력행사 강도와 서방의 전방위적인 
러 제재 사이에 힘겨루기가 과열되면 3차 세계 전 또는 핵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방의 ‘핵폭탄급’ 경제 제재에 푸틴은 
군사적 핵위협 카드로 맞섰다. 푸틴은 2월 27일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부 장관에게 ‘3  핵전력’인 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 부 에 한 핵전력 운용 태세 
강화 명령을 하달했다.1) 

푸틴이 이례적으로 핵카드를 내민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한 나토(NATO: 

북 서양조약기구)의 군사개입 차단과 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지
만 서구의 고강도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겁주기 성격이 더 강하다. 

일종의 미치광이(Madman) 전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 가 무
슨 짓을 하던 양보는 없다”는 치킨게임에서 “난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협
박하는 미치광이 게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2) 러시아의 군
사적 강공책과 서방의 지옥의 제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상황 즉 세계

전,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목이다.

연일 지구촌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 호기심이 제기된다.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러의 권력투쟁에서 양국이 
유독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러시아의 전면적 무력 침
공으로 귀결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부터 잉태되었고 어떤 계기로 촉발되었
으며 또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앞에 제기한 의문부호를 필
자의 관점에서 해소하는데 있다. 

 1) “푸틴의 핵위협, 전 세계 공멸할 수도…핵무기 몇 개 쥐고 있나,” 중앙일보, 2022년 3
월 9일.

 2)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게임,” 국민일보,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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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국의 정책 

마침내 전쟁으로 비화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안보적 불연속선은 냉전 종
식이후 NATO를 앞세워 동쪽을 향해 힘의 진공벨트를 흡수하려는 미국과 자
국의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투쟁의 동인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러 양국 모두에게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경혈’에 해
당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반 로 러시아는 배수진을 치며 강력 저
지하려 하는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는 이 질문에 한 명료한 답은 우크
라이나의 잠재적 국력과 지정학적 가치를 해부(解剖)해보면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토, 자원 등 기본적으로 강 국이 갖추어야 할 3박자
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1991년 독립 당시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독일, 

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토면적
(603,700㎢)은 한반도의 약 3배로 프랑스보다 크고 독일보다 넓다. 유럽 최

의 토 국인 것이다. 또 화학자 멘델레프(Dmitry Mendeleev)의 원소 주
기율표에 나오는 자원이 거의 모두 부존되어 있는 천혜의 자원 부국이기도 하
다. 철광석,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은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의 명사 ‘체르노
젬’(흑토 )으로 뒤덮여 있다. 국토의 80% 이상에서 경작이 가능해 ‘유럽의 
빵바구니’,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린다. 이뿐 아니라 ‘바늘에서 항공모함,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는 산업기술 국이기도 하다. 특히 철강, 항
공, 우주, 조선, 핵발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소연방시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군산복합체의 중추신경으로 
주요 전략산업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 나라가 지닌 국가적 잠재력을 상회한다. 

유라시아 열강들이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들의 욕망을 빨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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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정학적 ‘블랙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러시아)과 서(NATO와 EU),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
시아 륙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일찍이 지정학 개념의 창시자 맥킨더(H. 

Mackinder)는 ‘심장지  이론(Heartland Theory)’3)에서 유라시아 륙 내
의 중앙적 위치(동유럽)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펼쳤다. 이를테면 유라시아 중앙부의 심장지역이 사방으로의 팽창⋅
진출이 용이하고 국가발전 및 전쟁에 유용한 지하자원과 비옥토가 풍부한 관
계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에 기초해 그로부터 향외(向外)하면 유라시아 지
배, 나아가 세계 지배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지정
학적 환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패권투쟁의 주 무 다는 사실이 맥킨
더 이론의 적실성을 확인시켜준다. 유럽인에게는 동방진출을 위한 ‘길목’이었
고, 아시아 유목민에겐 유럽 침략의 ‘통로’ 으며 전통적 륙국 러시아에겐 
바다를 향한 충동, 즉 흑해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 던 것이다. 그
래서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 신음했고, 주변강 국의 
분할 지배를 받아왔다. 독립한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제국주의적 야심국들, 특히 냉전의 관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게 유용하게 적용되고 동시에 이들에게 상호 제로섬적 
지정학적 목표를 제시한다. 지난 2004년 오렌지 혁명, 2014년 유로마이단 사
태와 그 이후 진행된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전이 미⋅러의 리전 양상으로 진
행된 이유다. 

미국의 표적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우크
라이나를 유라시아 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의 제국적 욕망을 원천

 3) 맥킨더가 ‘심장지역 이론’에서 설파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다
음과 같다. “동유럽을 장악하는 자가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
계 도서를 지배하며, 세계 도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전체를 장악한다.”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 Island; 
Who rules the World Island commands the World. H. Mackinder,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ew York: Norton, 1919),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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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樞軸)’국가로 분류한다. 그는 
모스크바에 의해 주도되는 CIS 통합 노력이 제국주의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고 판단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종속될 경우 중⋅동부 유럽 및 CIS 지역에 한 미
국의 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연방의 후속체로서 러시아⋅우
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제국이 발현하여 미
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독립적이
고 민주적이며 강력하고 번 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 서유럽의 정치경제 
구조 안에 편입시킬 것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권고한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가 제국이 될 수 없다는, 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제국적 야
망을 억제하는 지정학적 ‘급소’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재소련화, 재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제공
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나토의 견고한 동맹세력으로 끌
어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7년 루마니아 나토정상회의 
이래 우크라이나의 나토(북 서양조약기구)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저항을 우려한 나토 회원국 프랑스와 독일의 
반 로 워싱턴의 외교적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유라시아 헤게
모니 장악을 위한 미국의 분명한 지정학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포기 불가 이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있다. 그것
은 과거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이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다”4)라는 언술 속에 잘 함축되어 있다. 레닌의 지적처럼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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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익 수호와 토적 안전보장 그리고 위 한 강 국 
러시아의 재건을 좌우하는 ‘생사여탈(生死與奪)적’ 위치를 차지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의 지전략적 옵션
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외정치적 좌표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
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먼저 유럽연합(EU)에 한 항마로서 2015년 러시아가 주도하여 창설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추동력을 약화시킨다. 탈 소비에트 국가 가운데 
국력의 총합에서 러시아 다음인 우크라이나가 서구에 포섭될 경우, 독립국가
연합(CIS) 국가들을 규합해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연합(EAU)라는 정치⋅경제⋅
안보공동체를 만들려는 푸틴의 구상은 벽에 부딪히고, 파편화된 EAEU는 적
자만 나는 몇몇 친러 국가들만의 친목단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요컨  
광활한 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 강한 근육질의 산업구조를 갖
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될 경우 Super Power로서 러시아 제국의 
재건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다. 러시아는 그 토의 광활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과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잦은 국경
선의 변경을 경험해왔다. 특히 13세기 몽골 타타르 지배 이후 러시아에 한 
안보적 위협은 주로 토의 서쪽날개에서 가해져 왔다. 19세기 프랑스 나폴레
옹의 침략과 20세기 독일 히틀러의 침공은 러시아 토를 무참히 유린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즉 ‘국경 콤플렉스’가 본능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전인
자에 복제되어 지리적 상황이 취약한 지 에서는 반드시 그 주변에 ‘완충국가
의 고리(A Ring of Buffer States)’를 만들어 토적 안전보장을 도모했다.5) 

냉전시절 소련이 동유럽을 비롯해 핀란드, 몽고 및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접경
지역에 완충국을 만들어 자국 주변의 안전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
실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4) “Украина между двумя гигантами,” УКРАИНСКАЯ ПРАВДА, 11 Марта 
2001, 15:35 https://www.pravda.com.ua/rus/news/2001/03/11/4361302/(검색일: 2022.03.10.). 

 5) 김학준, 소련 외교론 서설(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1981),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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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 

동구(東歐)행 나토 호 열차가 중부 유럽에 이어 동유럽 우크라이나를 가로지
를 경우 러시아는 NATO와의 안보적 완충지 를 상실하게 되어 직접 맞 면
해야한다.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 지정학적 목표인 중⋅동부 유럽의 중립화를 
난망하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 ‘종심(縱深)’을 훨씬 동쪽으로 
후퇴시켜 안보적 취약성을 속화시킨다. 

전략적 요충지 흑해 연안지역에 한 독점적 지배권도 종식된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여제(女帝) 이래 흑해는 러시아제국의 성장과 유럽열강으로의 웅
비에 기여한 중요한 해양 교두보 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흑
해에 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해권 장악에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러시아 해군력의 유럽 투사능력도 현저히 저하시킨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유럽 에너지 시장에 한 지배력 약화도 문제다. 주지하
듯 유럽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6)의 최  수출시장이다. 러시아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가스의 41%, 원유의 27%를 공급하고 있다. 한때 유럽으
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80%는 우크라이나 경유 Pipeline을 통해 공
급되었다. 2006년과 2009년 러⋅우 가스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크라
이나의 반러적 행보는 EU에 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가격 교섭력을 약
화시키고 러시아에 한 신뢰도 추락시킨다. 러⋅우 가스분쟁 이후 유럽은 
PNG 수입선의 다변화, LNG 설비 증설 등으로 응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결별이 더욱 난감한 것은 러시아 고 사의 실종이다. 흔히 
동슬라브족으로 불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기원은 하나
의 뿌리, 즉 882년 최초의 고  동슬라브 민족국가인 ‘키예프 루시’(Ки́евск
ая Русь/Kievan Rus) 공국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크라이나가 자기충족
적인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가운데 ‘탈러입구(脫露入歐)’할 경우 키예프 루시
는 온전히 우크라이나 역사가 된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역사를 수정해야 하

 6)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에 달한다. 
에너지 부분은 러시아 예산의 3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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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키예프 루시를 체하는 고 사를 다시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말하
자면 러시아판(版) 동북공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절  단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구성한다. 

푸틴 통령은 작년 7월 크렘린궁 누리집에 올린 장문의 에세이에서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는 최초의 고 국가 ‘키예프 루스’에서 기원한 ‘한 민족’으
로 혈통⋅문화⋅종교⋅언어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면서 양국의 역사적 동질
성을 강조했다.7)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One 

Nation)’라는 점을 특별히 역설한 것인데, 이것은 북경이 ‘하나의 중국’ 원칙
을 내세우며 만을 자국 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한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우크라이나가 떨어
져 나가면 슬라브 민족의 구심점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
이다.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콘스탄티노플 세
계 정교회 본부는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 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분리 
독립을 승인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강력 반발했고, 즉시 콘스탄티노플과의 관
계 단절을 선언했다. 1054년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갈라선 이후 다시 둘로 
쪼개지는 최 의 분열 위기에 처해 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독립은 
러시아 정교회의 세력 약화와 함께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는 자부심에 흠
집을 내고 국제 기독교 보수주의 원조(元祖)를 내세우는 푸틴의 ‘종교 제국주
의’에도 손상을 가한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하고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서구 탈출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크렘린 전략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은 나토의 동
진 확장은 물론이고, CIS 분열 가속화, 흑해 지배권 종식, 유럽 가스시장 지배
력 저하, 러시아정교회의 위세 약화,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 추동력 상실 등 다
중적(多重的) 국익침식과 안보위협을 제기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익

 7)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вопросу признания н
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 Донбасс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2 Февраля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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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외전략상 분리할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접근, 무엇보다도 나토 가입을 차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 우크라이나 위기의 발단과 전개

1. 우크라이나 군사안보 위기의 발단

2020년 후반 미 선 과정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중국
을 전략적 경쟁자의 지위로 환원시켰다. 반면 러시아는 과거 냉전시절처럼 악
의 제국으로 인식하면서 주적으로 규정했다.8) 중국보다도 러시아에 해 더 
강한 반감과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푸틴 통령을 경멸
하고 악마화 했는데, 이는 미국 민주당 정부와 푸틴 간 악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2016년과 2020년 푸틴이 미국 민주당 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정
보기관을 총동원해 두 번에 걸쳐 미 선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
든이 집권하면 푸틴의 미 선 개입에 한 분노의 트라우마가 소환되어9) 미⋅
러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 예측은 빗나가
지 않았고 미⋅러 지정학적 투쟁의 단층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화⋅첨예화
되었다. 

2021년 1월 바이든이 백악관 권좌에 등극하자 예상 로 미국은 트럼프 시
 때와는 달리 러 봉쇄정책을 현저히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급소인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의 파견과 함께 재블린 전차 미사일 등 첨
단무기 공급을 늘렸고 NATO 편입도 서둘러 추진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

 8) “In Less Than a Minute, Biden Changes U.S.-Russian Dynamics,” Time, Jan. 26, 2021. 
“It’s Better to Deal with China and Russia in Tandem,” Politico, Feb. 4, 2021. 

 9) “Эксперт оценил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США при 
Байдене,” РИА Новости, 12 Ноября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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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정부 역시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고,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자 워싱턴에 나
토 편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1년 7월에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규합하여 
러시아의 ‘안마당’인 흑해에서 2주간 ‘시브리즈(sea breeze)’ 다국적(32개
국)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나토를 앞세운 워싱턴의 러 압박 전략에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주위에 
종합 군사력을 집결한 겁박전략으로 맞섰다. 작년 말 우크라이나 동남부 접경
지역에 기습적으로 10만 군의 병력과 전쟁 물자를 배치했고, 우크라이나 북
부와 국경선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도 연합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정예부
를 파병했다. 올해 초에는 합동군사훈련 ‘연합의 단호함-2022’ 실시를 명분
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동부군관구 소속 부 와 군사장비까지 벨라루스로 이동
시켰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일촉즉발의 군
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2. 미⋅러 협상의 전개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친(親)서방 젤렌스키 통령의 강력한 요
청과 미국의 비호 하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조금씩 현실화 조짐을 보

다. 이에 안보적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 에 고강도 
군사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작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
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월 15일은 미국에게, 다음날 16일에는 나토에 일방
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형식의 안전보장안 초안을 보냈다. 그리고 17일에는 미
국과 나토에 전달한 안전보장안 초안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과의 협정문 
초안은 8개 조항, 나토와는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토는 결국 ‘미국
+’ 임으로 요구사항 핵심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10) 

10) 김동기, “칼 뽑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세계전쟁? 새로운 균형?,” 프레시안, 2021년 12
월 2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10272180386#0DKU(검색일: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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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이 백악관에 내민 안보견적서의 주요 목록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토가 우크라이나 포함 구소련 일원 6개국(벨라루스⋅몰도바⋅
아르메니아⋅조지아⋅아제르바이잔)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둘째, 

러시아 인근 중⋅동부 유럽 나토 회원국에 타격용 공격무기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시킬 것. 셋째, 러시아 고유 세력권인 CIS 국가에 무기지원을 금지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 것. 넷째, 러시아 근역에서 나토의 합동군사훈련을 중
지할 것.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즉 
조약으로 보장할 것으로 집약된다.11) 

힘이 잔뜩 실린 안전보장안 제시를 통해 서구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
은 동쪽으로의 나토 확 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1997년 5월 이후 가입한 
나토 회원국에 러시아 동의 없는 병력과 무기를 배치할 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 다. 러시아의 안보이익과 배타적 세력권 수호를 위해 나토의 동
진을 차단하려는 크렘린의 의지는 확고하고 단호했다. 그런 의지는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y Ryabkov) 러시아 외무차관이 “나토는 소지품을 챙겨서 
1997년 이전 경계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타스통신과의 인
터뷰에서도 확인된다.12) 

지난 1월 서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양자
와 다자형태로 이해당사자 간 일련의 릴레이 협상을 펼쳤다. 그리고 미국은 
크렘린이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한 서면 답변서를 1월 26일 러시아 측에 전
달했다. 워싱턴은 크렘린이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확약을 단호
히 거부했다. 미국은 나토의 개방성, 즉 나토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임
으로 협상의 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옛 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을 배
제하고 러시아 인근 지역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를 철수하라는 크렘린 핵심 요

11) 고재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위기: 전망과 시사점,” 현안 긴급점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위기, 한양  아태지역연구센터 & 유라시아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2022년 1월 18일), p. 7.

12) “Рябков заявил, что НАТО надо “собирать манатки” и отправляться на 
рубежи 1997 года,” ТАСС, 9 января 2022. https://tass.ru/politika/13380415(검색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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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묵살했지만 핵무기 군비통제 및 군사훈련 제한 등 상호 신뢰 구축을 위
한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13)

크렘린은 워싱턴의 답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2월 1일 푸틴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
견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세 가지 핵심 안보 우려사안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나토 확장 금지, 러시
아 국경 인근으로의 공격무기 배치 금지, 중⋅동부 유럽 나토회원국에 배치된 
군사 인프라의 1997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 1997년은 ‘NATO와 러시아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된 
해다.14)

핵심 안전보장안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안보 위협의 근원적 제거와 전
략적 균형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용 가능한 모든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던 푸틴에게 백악관의 답변은 분명 기 에 미치지 못했
다. 그렇다고 즉각 군사⋅기술적 응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미⋅ 나토 항전의 중요한 뒷배인 중국의 잔치, 즉 북경동계올림픽
(2022년 2.4.∼2.20)에 재를 뿌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15) 따라서 전문가들은 
베이징 행사가 끝나는 2월 20일까지는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적 반격을 유
예할 가능성이 높고, 이 기간 동안 미⋅러의 협상이 파국이냐 아니면 극적 타
협이냐를 가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실질적 열쇠를 쥔 미⋅러 양자 간 외교적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골든 
타임기간 동안 숨 가쁜 중재 노력을 펼쳤지만 무위로 끝났다. 특히 제2의 드

13) “미국,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서면 답변 전달…공은 러시아 코트에 있다,” 경향신문, 
2022년 1월 27일.

14) “푸틴 “美, 러 안전보장 요구 무시…여전히 화엔 열려 있어,” 연합뉴스, 2022년 2월 
2일.

15)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한창이던 시점에 러시아는 조지아를 전격 침공해 당시 중
국의 정치외교적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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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 꿈꾸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통령은 러시아
의 안전보장 요구와 나토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화’, 즉 우크라이나 위기의 핀란드식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미온적 
반응과 우크라이나의 거부로 반향 없는 메아리로 남았다. 

워싱턴과 크렘린은 북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미국 측의 
회신을 놓고 2월 24일 마지막 담판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월 21일 푸틴 

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LPR)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하자 워싱턴은 회담을 
거부했고, 그럼으로써 3차 미⋅러 협상은 취소되었다. 이어서 미국의 경고와 
우려 로 러시아는 전격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침공
은 없다”고 일축해오던 푸틴의 군 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남⋅북부 국
경을 넘어 진격해 들어갔다. 

Ⅴ.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遠因)과 결과

2021년 11월부터 분출된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의 원인(原因)은 크게 가까
운 ‘근인(近因)’과 먼 ‘원인(遠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근인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2021년 1월 출범한, 푸틴 러시아 통령과 악연이 깊은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러 고립화 정책의 강화, 특히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나토 편입 추진에서 촉발되었다. 하지만 근본 원인(原因)은 1997년부터 발진
을 시작한 NATO의 동진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7월 스페인 마드
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은 21세기 새로운 유럽안보의 틀을 마련한 역
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된다. 과거 소련이 창설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
원국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국을 나토의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
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1945년 얄타회담에서 그어진 동⋅서 유럽의 냉전 분
단선을 지워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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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스크바의 고유 향권을 파고드는 나토의 세력권 확 는 중단없이 
계속되었다. 나토의 동진 팽창은 소련의 해체가 남긴 세력공백에서 비롯되지
만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 이해관계 수렴의 산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냉전 
종식 이후에도 유럽에 한 정치⋅군사적 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
하려는 워싱턴의 전략과 미국에 기 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경제발전에 
전념하려는 유럽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시장민주주의
국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서방의 선진 경제력을 
유인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가해왔던 전통적인 안보 공포로부터 항구적인 탈출
을 위해 미국의 안보우산을 필요로 했다. 말하자면 오랜 기간 공러(恐露) 의식
에 시달려온 중⋅동부 유럽이 세계 최  군사강국 미국을 자신들의 보호국으
로 만들려는 피후견국가화 전략이 나토의 동진 팽창에 탄력을 제공했다. 

나토의 동진은 옐친의 러시아가 친서방정책을 펼치고 미⋅러 우호관계가 
형성된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옐친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한 조속한 시장
경제체제의 착근과 파탄일보 직전의 러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세계정치경
제자본을 통제하고 있던 서구, 특히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했다. 그런 분
위기 속에서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 통령과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통령은 1997년 3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NATO 확
에 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다. 클린턴⋅옐친 합의를 바탕으로 동년 

5월 NATO의 하비에르 솔라나(Javier Solana) 사무총장과 러시아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Evgeny Primakov)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NATO와 러시아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포스트 냉전시  신 국제질서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 기본협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NATO내 러시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창구의 마련이고, 다른 하
나는 NATO의 신규회원국 가입을 인정하되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
다는 것이다.16)

16) J.L. Black, Russia Faces NATO Expansion (Oxfor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pp.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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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이 NATO-러시아 기본협정에서 약속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이다. 워싱턴은 강자가 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반 한다는 국제정
치의 본성을 충실히 따랐다. 이런 강 국 정치의 속성에 따라 국제적 합의를 
어기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배치된 
1,560여 개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가로 미국⋅ 국⋅러시아 등 강 국들이 
자국의 독립⋅주권⋅ 토보전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약속,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프랑스와 중국도 별도로 유사 조치를 
취해 국제적 보장자로서의 힘을 보탰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반군 지원은 부다페스트 각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었다. 

미국은 NATO-러시아 기본협정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러시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안보적 우려도 묵살했다. 오히려 러시아의 국적 자존심
에 손상을 가하며 코너로 내몰았다. 나토는 1999년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자 
옐친의 강력한 경고에도 러시아의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 연 국 세르비아에 

한 무차별 폭격을 단행했다. 2001년에는 러시아가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지
만 거부되었다. 

크렘린은 2003년부터 도미노처럼 확산된 탈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색깔혁명
을 러시아를 고립 및 봉쇄하기 위한 워싱턴의 치 한 기획 작품으로 인식했다. 

뒤이은 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의 NATO 가입, 2016년 폴란드와 루마
니아에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2021년 우크라이
나의 나토 편입 추진, 동년 7월 러시아의 내해로 간주되는 흑해에서 2주간 진
행된 나토의 다국적(32개국) 해상연합훈련 등은 크렘린의 안보적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갈수록 옥죄어 오는 러 봉쇄망은 모스크바로 하여
금 배타적 안보이익 확보와 탈소련 공간의 ‘고유한’ 향권역 수호를 위한 보
다 강경한 응책을 강구하도록 하 다. 오랜 기간 누적된 이런 요인들이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미⋅러 치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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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이룬다. 

바이든 통령의 경고와 예고 로 지난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군은 탈나
치화와 탈군사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
나를 전면 침공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푸틴이 자칫 자살골로 귀결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 군사적 침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침공설을 일관되게 일축해왔던 푸틴의 노회한 기만술에 국제사회는 농
락당했고 분노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전횡과 군사적 일방주의를 강도 높
게 공격해 왔던 푸틴의 비판은 위선이었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토를 유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지구촌에서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국
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왕따’를 자초한 것이다. 

위 한 강 국 러시아의 재건이라는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내세워 자신의 
종신집권 명분을 구축해왔던 푸틴의 사적 욕망이 형제국가 우크라이나를 피로 
물들게 했다. 그래서 푸틴은 1932∼1933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굶
겨 죽인 스탈린의 ‘홀로도모르(Holodomor)’에 이어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용
서받지 못할 두 번째 학살자로 구히 기록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
후 어떤 모습으로 종결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와 상관없이 푸틴에 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트라우마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고 21세기 스탈린으로 기
억될 것이다. 

풍요의 땅에서 비극의 땅으로 바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워싱턴은 정작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었다. 그 환
상에 넘어가 2004년 오렌지혁명 이래 우크라이나는 서구에 나토 가입을 지속
적으로 강청했고, 2019년 2월 젤렌스키 정권은 개헌을 통해 NATO 가입을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그렇지만 서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청을 반복
적으로 부결했다. 또 미⋅ 은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우크라이나
의 핵무기 포기와 토⋅주권을 보장한 미⋅ ⋅러의 약속) 체결 당사자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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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그저 바라만 본채 우크라이나의 
토 보전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주권 보호 약속

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도 나토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젤렌스키 정부
가 요청한 우크라이나 공에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부했다. 나토 회원
국 보유 미그-29 전투기 지원 요청도 여러 명분을 내세워 손사래 쳤다. 정리
하면 서구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재소련화, 재팽창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 우크라이나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되는 장사는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러시아와 간접전쟁을 펼치고 
있고 이를 통해 북극곰의 힘을 빼는 데만 관심이 있다.17) 인도적 지원과 방어
무기만 줄 뿐 러⋅우 전쟁을 관전하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웅적 
저항을 칭찬하면서 잔인하게 즐기고 있다. 

Ⅵ.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시사점

우크라이나는 미⋅러 두 강 국의 패권투쟁에 희생양이 되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뤄지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국토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했고 주요산업지 는 파괴
되었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겪고 있는 
아비규환의 참상은 서구가 러시아에 가한 메가톤급 제재와는 별개로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토가 절단 나고, 200만 명 이상이 피난처를 
찾아 국경을 넘고, 아무 죄 없이 고통 받고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생
각하면 가슴이 저민다. 강 국 정치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우리국민 모두 동병

17) 고재남, “美, 우크라이나 내세워 러시아와 간접 전쟁 중?” 신동아, 2022년 4월호. 
https://shindonga.donga.com/List/3/all/13/3255874/1?utm_source=dable(검색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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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련(同病相憐)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지정학적 함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동맹의 소중함도 새삼 확
인되지만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적⋅외교
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전략적 요충지는 언제든 강 국들이 격
돌하는 장기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18) 우크라이나가 
처한 안보 위기인데 미⋅러의 전략만 보일뿐 정작 당사국은 보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소를 위한 미⋅러의 협상에도 우크라이나 자리는 없었다.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를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약소국의 비애가 아닐 수 없
다. 이런 누란지세의 위기는 사실 우크라이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
컨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 정쟁의 일상화, 만연한 부정부
패, 극심한 부의 편재, 만성적인 경제위기, 고질적인 동⋅서 지역갈등 등을 지
적할 수 있다.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주변 강 국들의 위세에 휘둘리고 안보와 국익
을 침탈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 1905년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약이 그렇고, 1945년 미⋅소의 남북분단이 그렇고, 1953년 
한국이 빠진 미⋅중의 휴전협정이 그렇다.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우
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의존은 힘과 외교력을 약화시
키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토 로 부단히 안보와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강이 결여된 세력균형은 결국 외세에의 종속으로 귀결되었다. 미⋅
중⋅러⋅일로 표되는 세계적 강 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정
학적 숙명성을 지닌 한국이 끊임없이 경제력의 고도화, 군사력의 첨단화, 문화
력의 세계화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강화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말하자면 
오랜 기간 한국외교를 짓눌러왔던 외정치적 도그마로부터의 탈각이다. 우크
라이나의 포로센코 및 젤렌스키 정권이 보여주듯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

18) “천년 우크라이나의 비극… 민족은 있는데 나라는 없었다,” 조선일보, 2022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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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 우크라이나에서 외
교노선의 양자택일, 즉 친서반러(親西反露) 노선은 결국 스스로 외정치적 
입지를 좁혔고 국익을 침식시켰으며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국내적으로도 사회
적 긴장을 높 고 경제⋅금융 안정성도 해쳤다. 미⋅중, 미⋅러 사이에 위치
한 한국에게도 그 로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본다. 

동맹관계인 미국, 전략적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국가적 번 을 좌우하는 세계적 권력보유자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한⋅미, 한⋅중, 한⋅러관계의 지정학적 숙명성에 비추어 양자택일 외교 또는 
진 외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외정치적 선택지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전혀 이롭지 못하다. 한국 외교의 상들이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물이
고 동시에 한국 자신도 쉬지 않고 변동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하
는 가운데 국제관계에 한 관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에 기초한 

외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철저히 냉철한 국익 기반의 실용외교
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시사
점이자 핵심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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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양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4월에 뉴욕에서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심해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협약의 미래는 1980년대 말까지 불투명하였다. 선진국들의 

우려는 1990년대에 들어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비공식 협의를 통해 1994년 

7월에 심해저 이행 협정이 채택되며 해소되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협약 채택 

후 대두된 공해 어족 자원의 고갈 문제는 1995년 말에 유엔어족 협정이 채택되

고 지속 가능한 공해 어업의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해결되었다. 1994년 11월에 

발효한 협약의 현재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 168개이다. 

협약 이행의 주체는 국가이며, 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 

재판소, 대륙붕한계위원회도 협약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 해오고 있다. 국제 

해저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규칙을 성안하였으며, 현재는 개발 규칙을 준

비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제기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

한 분쟁을 다루어 왔으며,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어 오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금까지 연

안국들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96개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35개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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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다. 지난 40년간 협약은 대양에서 법의 지배 확립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엔에서는 2015년부터 협약에 바탕을 둔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는 작업이 진

행 중이다. 한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해안선이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고 도서가 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 있는데 국제법위원회는 이런 변화가 야

기하게 될 영향을 논의 중이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등장하게 될 무인 자율주행 

선박 운항과 관련한 쟁점은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 중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0년대에 2개의 이행 협정을 채택한 경험이 있다. 이에 비추어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이용 문제, 해수면 상승의 영향 및 무인 자율주행 

선박 등 새로이 대두된 문제도 협약을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포괄적 국제 해양 규범의 출현 

새로운 해양 질서를 확립을 목표로 1973년 12월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는 1982년 4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찬성 130, 반  4,1) 기권 172)로 

1) 반  투표를 한 4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터키다. 미국은 협약 제11부의 심해
저 체제에 해 적인 수정을 원했으며, 이스라엘은 최종의정서(Final Act), 부속서 I, 
결의 IV가 민족해방전선에 최종의정서를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반 하 다. 베
네수엘라는 협약의 경계획정 조항을 반 하여 이에 한 유보를 허용을 주장하 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아 반 투표를 하 으며, 터키 역시 협약에 한 유보 허용을 주장하고 유
보를 금지한 제309조의 삭제를 주장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9개 소련 진 의 국가(소련,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
리, 몽고, 폴란드)와 서유럽 6개국(벨기에, 서독,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국) 및 태국이 기권하 다. 소련 진 의 국가들은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의 II (망간 
단괴에 한 선행활동 투자)에 한 소련의 불만에 따라 소련과 함께 기권하 으며 서유
럽 국가들 역시 심해저 체제에 한 불만으로 기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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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채
택하 다. 4월 말 채택 후 협약은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최종회의에서 서명에 개방되었
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50여 개국이 참가하여 근 10년에 걸친 어려운 협상 과
정을 거쳐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되었지만,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자원 이
용을 규율하고 있는 심해저 체제에 한 불만으로 선진국들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서명 후 12년이 경과 한 1994년 11월에야 발효되었다. 협약의 당사
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현재 168개이며, 국제기구로는 유일하게 유럽연합이 당
사국으로 가입해 있다. 다만, 주요국 중 미국은 협약 성안 과정에서 주도적 역
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성문화된 국제 해양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국제연맹 
주도하에 1930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 달간 개최된 국제법법전화회의
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국제법법전화회의는 세 가지 주제를 심의하 으
며, 두 번째 주제로 해를 다루었다.3) 그러나 이 회의는 해의 폭과 통항 
제도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회하 다. 이후 해양법을 법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2차 전 후 출범한 유엔에서 재개되었다. 유엔은 1950년

에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를 소집하 다. 이 회의는 최초로 
해양에 관한 4개의 협약 – 해 및 접속수역 협약, 공해협약, 공해 어족 및 
생물 보존 협약 및 륙붕 협약 - 을 채택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해의 폭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유엔
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0년에 제2차 유엔해양법 회의를 제네바에 소집
하고 6해리 해에 6해리 어업 접속 수역을 추가한 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회

 3) 헤이그 국제법법전화회의(The Hague Conference for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는 1930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적
(nationality), 해(territorial waters), 국가의 토에서 외국인과 그들 재산에 해 가해진 
손해에 한 국가책임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damage done in their territo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foreigners)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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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으나 1표 차이로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 다. 

이처럼 해의 폭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불발함에 따라 국가들은 1960년
에 들어와 해양 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해의 범위를 3해리부터 200해리
까지 다양하게 설정하 다.4)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해의 폭이 설정됨에 
따라 국가 해양 관할권의 범위가 상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해양 질서에 혼란스
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해양과 관련되어 1960년 에 일어난 또 다른 
중 한 변화는 심해저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의 발전이었다. 선진국들이 
선도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다수의 신생 독립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자원이 선진국들에게 독점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 다. 이
러한 배경에서 유엔은 1967년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다룰 임시위원회5)를 
설립하 다. 이 임시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은 이듬해인 1968년에 
상설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6)를 설립하 으며, 이 위원회는 1973년
까지 활동하 다. 유엔은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972년에 제3차 유
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 으며, 첫 회의가 1973년 12월에 개최되
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해양 문제가 상호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
하여 단일 조약 채택을 목표로 다양한 사안을 묶어서 다루는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하 다. 또한 각 국가 그룹 간 이해관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다루는 패키
지 딜 협상 방식을 취하 다. 그 결과 협약은 각 국가 그룹 간 이해관계에 균
형을 맞추면서 해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 규범이 되었고, 이로 

 4) 137개국 중 12해리를 해의 폭으로 선포한 국가가 83개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해리 해를 선포한 국가가 18개 으며, 200해리 해를 선포한 국가도 13개 다. 나머
지 23개국의 해 폭은 4해리, 6해리, 10해리, 15해리, 20해리, 30해리, 35해리, 50해리, 
70해리 100해리, 150해리 등 다양하 다. 

 5) 이 임시 위원회의 어 명칭은 ‘Ad Hoc Committee to Study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이다. 

 6) 이 상설 위원회의 어 명칭은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이며 줄여서 ‘Sea-Bed 
Committee’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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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 양의 헌법(Constitution for the Oceans7))’으로 명명되었다. 협약은 
17개 부(Part), 320개 조로 된 본문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 
및 접속수역, 국제해협, 군도 국가, 배타적 경제수역, 륙붕, 공해, 내륙국의 
해양 접근권, 심해저,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해양과학 조사, 해양기술 개발 
및 이전, 해양 분쟁 해결 등 거의 모든 해양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협약은 최초로 1930년 국제법법전화회의 이래 미결로 남아 있었던 해의 
폭을 12해리까지로 확정하 으며, 기선(基線, baseline)으로부터 200해리까
지를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 다. 연안국의 륙붕에 관한 권
리는 거리 기준(distance criterion)을 신설하여 지질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기
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것으로 정하 다. 또한 협약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해리 이원의 자연 연장 륙붕에 한 연안국의 권리도 인
정하 다. 군도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에 하여는 군도 국가 지위를 신설하
으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는 통과 통항(transit passage) 제도
를 신설하 다.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는 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으로 정의
되었다. 협약은 이 유산의 탐사 및 개발을 규율할 국제기구로 국제해저기구 
창설을 예정하 다. 나아가 협약은 전 지구적 관심 사안인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존,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학 조사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

다. 끝으로 협약의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application)에 관한 분쟁 
발생 시에는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강제적 
분쟁 수단 – 협상, 중개(mediation), 사실조사(enquiry), 조정(conciliation) 

등 - 으로 당사국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분쟁은 법적 구속력을 동반하는 강제
적 분쟁 해결 절차 – 중재(arbitration) 또는 사법적 해결(judicial settlement) 

- 에 회부하도록 하 다. 분쟁당사국들의 선택에 따라 분쟁은 협약에 따라 신
설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거나,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재판(arbitration) 또는 제8부속서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
중재재판(special arbitration)에 회부되도록 하 다. 

 7) 이 명칭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장이었던 Tommy Koh가 1982년 12월 자메이카 몬테
고베이에서 개최된 최종회의 연설에서 최초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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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해저 이행 협정 및 공해 어족 이행 협정 채택 

1. 심해저 이행 협정

미국은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며 심해저를 다룬 협약 제11부의 재
협상을 주장하며 협약을 반 하 다. 미국은 1982년 4월 30일 협약 채택 당
시 반 표를 던진 4개국 중 하나 으며, 채택 후에는 서명 반  캠페인을 전
개하 다. 협약 채택에 기권한 선진국들도 심해저 체제에 해 유보적 이었으
며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1980년  내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1982년 12월 해양법협약이 서명에 개방된 이후 1989년까지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41개국이었다. 60개국 비준 후 1개월 후 발효라는 협약의 발효 요건에 
비추어 볼 때, 1989년 말 시점에서 발효 요건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가 협약
을 비준함으로써 협약은 2, 3년 후에는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발
효 요건의 3분의 2를 넘긴 시점에 선진국 중 어느 국가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기간에 선진국들이 협약을 비준하리라는 전망도 불투명 하

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비준만으로 협약이 발효할 걸로 전망되면서, 협약
의 보편성(universality) 확보는 난망시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게 급선무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은 1990년부터 심해저 
체제를 다루는 비공식 협의회를 소집하 다. 

협약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제11부 심해저 활동을 규율하는 규정을 개정하
고자 희망하는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출범할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개
정을 제안하여야 한다.8) 그러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유엔 총회는 1994년 7월 
28일에 제11부의 심해저 체제를 수정하는 제11부 이행 협정9)을 채택하
다.10)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핵심 규정들을 사실상 수정한 이 이행 협

 8) 협약 제314조 참조.
 9) 제11부 이행협정의 공시 어명은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이다.
 10) 이행협정 채택 회의 의장이었던 Nandan은 삭제(delete), 수정(revise), 변경(alter)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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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선진국들의 협약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이 국가들의 요구 사항을 반 하
는 방향으로 성안되었다. 이 이행 협정 채택 후 3개월 반 후인 1994년 11월 
16일 협약은 발효하 으며,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협약 발효 후에 비준서를 
기탁하 다. 1980년 부터 심해저 개발 활동에 참여를 추진하 던 한국 역시 
협약 발효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6년 1월 29일 84번째로 협약을 비준하

다.

2. 유엔어족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1958년 제네바 협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성안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공해 어
업 체제는 협약 채택 직후부터 공해에서 주요 어족 자원인 경계 왕래 어족
(straddling fish stocks)과 고도 회유성 어족(highly migratory species)의 
보존 관리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80년  말 들어 붕괴 위
험에 직면한 북 서양의 구와 북태평양 베링해의 명태 자원이 특히 주목을 
끌며 공해어족 자원 관리 문제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공해 어족 자원의 지
속 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고 해양법협약의 경계 왕래 어족
과 고도 회유성 어족 관련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할 유엔 회의 개최를 
요청하 다. 이 요청에 따라 공해 어족회의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협약의 공해 어업 관련 조항의 실효적 이행
을 목표로 유엔어족협정11)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2001년 12월 11일 발효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implemen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사실상 
제11부를 개정하는 시도를 하며 이를 이행(implement)라고 명명하는 데 해 당시 유엔
법률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Nandan에게 표명하 다고 한다. 이에 해 
Nandan은 “조약법을 읽어 보았는데 조약문이 발효할 때 조약문 이행방식에 관해 당사자
들의 합의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합의로 무엇이든지 합의할 수 있다.” (I have 
read through the law of treaties and there is nothing that prohibits parties from agreeing 
on how to implement when it comes into force. We can agree to do anything by 
agreement.)고 응수하 다고 한다(Satya N. Nandan, Reflections on the Making of the 
Modern Law of the Sea,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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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91개국이 현재 당사국이다. 한국은 2008년 2월 1일에 이 협정을 비준
하 다. 

Ⅲ. 협약 이행 

유엔해양법협약의 다수의 규정들은 지리적 상황이 각각 다른 국가들의 이
해 관계를 반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성안되
었다. 따라서 협약 이행의 주체인 당사국들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 으로 조화롭게 입법하여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협약에서 해의 폭
은 최  12해리까지로 정해졌으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신설되었고 륙
붕 산정 기준으로는 거리 기준이 도입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과학 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확립되었으며, 인공섬
과 구조물에 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도 규정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본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불법조업이나 환경 오염 및 해양과학 조사를 규제하려면 협약 규정을 시
행하는 상세한 국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연안국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마찬가
지로 협약상 군도 국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군도 국가
들의 경우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군도 수역 제도, 군도 수역에 적용되는 
군도 수역 통항에 관한 제도를 국내 입법을 통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본다.12)

 11) 이 협정의 공식 어명은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이며 ‘UN Fish Stocks Agreement’ 로 약칭되어 통용되고 있다. 

12) 연안국은 도서 국가를 포함하여 150여 개에 달한다. 이들 연안국들의 해, 배타적 경제
수역, 륙붕, 군도 수역 관련 국내 입법에 관한 자료는 유엔해양법사무국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를 통보한 국가의 명단이나 정리된 요약 등은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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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 입법으로 또는 관련국과 합의를 통해 해 기선이
나 군도 기선을 정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륙붕의 경계를 정하는 경우 해
도(chart)와 지리적 좌표(geographical coordinate)의 목록을 공시하고(due 

publicity)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다.13) 2020년 3월 31일 
기준 이 의무에 따라 81개 당사국과 1개 비당사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
한 해도와 좌표 목록은 149개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4) 

① 63개국이 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 기선에 관한 82개의 해도와 
지리적 좌표 목록 기탁

② 17개국이 협약 제47조 제9항에 따라 군도 기선에 관한 18개의 해도와 
지리적 좌표 목록 기탁

③ 44개국이 협약 제75조 제2항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에 관
한 64개의 해도와 지리적 좌표 목록 기탁

④ 8개국이 협약 제76조 제9항에 따라 200해리 이원 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한 9개의 해도와 좌표 목록을 기탁하 으며, 24개국이 협약 제84조 
제2항에 따라 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한 33개의 해도와 지리적 좌표 
목록 기탁. 

협약 이행의 일차적 주체는 당사국이지만 협약 채택 이전에 설립되었던 일
부 국제기구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유엔식
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 
-도 협약 이행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협약은 협약이 정한 특
정한 임무를 수행할 이행기구로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13) 협약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9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9항 및 제84조 제2항 참조.
14) Practice of the Secretary-General in respect of the deposit of charts and/or lists of 

geographical coordinates of poi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PLOS/30/12 of 13 April 2020, paragraph 12. ①부터 ④까지 기탁된 해도와 좌
표 목록의 합계는 206으로 149보다 57이 더 많은데, 이는 국가들이 이미 기탁한 해도와 
좌표 목록을 체하는 수정된 새 해도와 좌표 목록을 제출하 기 때문이다. 즉 수정된 
해도와 좌표 목록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149가 된다(paragraph 12의 각주 7부터 11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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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륙붕 
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를 신설하

다. 

1.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저기구는 협약 발효일인 1994년 11월 16일에 출범하 으며, 1996년 
6월에 완전히 가동되었다. 이 기구는 현재 167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 세계 해양 면적의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
원의 심해저에서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
록 규제,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심해저 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국제해저기구는 출범 후 해저 광물자원 개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의 해저광물 자원 탐사 규칙15)을 성안하고, 광물 
자원 개발 규칙 초안16)을 준비하 다. 2021년 6월 15일 현재 국제해저기구는 
총 31개의 탐사 계약17)을 체결하 다. 한국은 3개 광물자원 각각에 하여 
각각 한 개씩 총 3개의 탐사 계약을 체결하 다. 

2.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해양 분쟁 해결 기관

협약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사법적 분쟁 해결 기관
으로 신설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8부속서 특별 중재

15) 3개 탐사규칙: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ic Nodules in 
the Area,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ic Sulphides in the 
Area, Regulations on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in the Area.

16) Draft regulations on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17) 31개 계약 중 19개는 polymetallic nodules에 관한 계약이며, 7개는 polymetallic sulphides, 

5개는 cobalt-rice ferromanganese crust에 관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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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함께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 등 네 기관을 지정하 다. 1994년 11월
에 협약이 발효된 후 현재까지 발생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부분은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
소에서 다루어졌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몇 몇 해양분쟁을 다루었다. 현재까
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다.

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1일에 출범하 다. 출범 후 재판소가 
1997년 11월 13일 처음으로 접수한 사건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서부 아
프리카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억류된 Saigo호와 그 선원의 
신속 석방(prompt release)을 요청한 사건이었다. 재판소에는 2007년까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선박 및 선원의 신속 석방을 요청
한 사건이 9건 제기되었다. 2007년 7월에 재판소가 마지막으로 다룬 2건의 
신속 석방 사건은 일본이 러시아를 상 로 제기한 ‘호신마루’호와 ‘토미마루’

호 사건이었다. 이 두 어선은 캄차카 해역에서 연어 조업을 하던 중 불법조업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나포되었다. 판결에 따라 호신마루호는 러시아 당국에 
보석금을 납입한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토미마루호는 재판과정 진행 중에 러
시아 당국에 몰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소는 재판 상이 멸실 되었다고 보
아 토미마루의 석방 요청을 기각하 다.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재판
에 회부 되는 경우, 중재재판부 구성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중재 
재판부의 구성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를 요청할 수 있다.18) 본안 분쟁이 제7부속서 중재재
판에 회부된 후 중재재판부 구성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 잠정조치 

18) 협약 제290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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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현재까지 9건이다. 이 사건들은 해양 생물자원의 보호, 해양 환경 보
호, 군함의 통항, 군함의 면제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중 Mox Plant 잠정 
조치 요청 사건의 경우 아일랜드가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사용 후 핵연료 재
처리 공장을 건설하려는 국의 계획을 중지시키고자 시작한 사건으로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도 해양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기간 전후로 처리되는 신속 석방 사건 및 잠정조치 외에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지금까지 9건의 본안(merits) 사건을 다루었다. 이 중 8건은 처리되
었으며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처리한 중요한 본안 사건으로는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코트디부아르/가나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사이가’호 2

호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사건의 경우 재판소가 출범한 
후 최초로 다룬 해양경계획정 사건이었으며, 200해리 이원의 륙붕의 경계 
획정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국제재판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에서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다. 이 사
건은 9인으로 구성된 특별 소재판부(special chamber)가 다루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해저분쟁재판부
(Seabed Disputes Chamber)가 있으며 이 재판부는 지금까지 1건의 권고적 
의견 요청 사건을 다루었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의 총회나 이사회는 
심해저분쟁 재판부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2010년 5월에 심해저 자원 개발 보증국(sponsoring State)의 책임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 으며, 심해저분쟁재판부는 2011년 2월에 권고적 의견
을 발표하 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도 지금까지 1건의 권고적 의견 요청 사
건을 다루었다. 서부 아프리카 7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소수산위원회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는 2013년 3월에 재판소의 전원재판
부에 불법조업에 한 기국의 책임 등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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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은 2015년 4월에 발표되었다. 

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분쟁 당사국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회부할 법정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법정이 상이할 경우, 분쟁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필리핀과 중국이 법정 선택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핀이 중국을 제7부속서 중재에 회부하면서 개
시되었다. 당사국이 법정 선택을 하지 않거나 선택한 법정이 상이할 경우 이
용 가능한 법정이 제7부속서 중재판인 관계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는 현
재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다룬 9건의 본안 사건보다 더 많은 15건의 본안 
사건이 제출되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회부에 회부된 15건 중 13건은 처
리되었으며 2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지금까지 다룬 
사건은 해양 경계 획정, 해양환경 보호, 항행, 선박억류에 따른 손해 보상, 군
함의 면제 등 다양하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현재 계류 중인 2건은 러시아
의 크림반도 점령의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 로 
제기하 다. 

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전인 1980년 에 이미 튀니
지- 리비아 해양 경계 분쟁, 리비아-몰타 해양 경계 분쟁 등을 다루며 협약의 

륙붕 관련 조항을 해석 적용한바 있으며, 협약 발효 후에는 현재까지 6개의 
해양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해양 관련 사건의 
경우 재판소가 행사한 관할권의 근거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아닌 다른 조약 – 
양자 조약 또는 다자 조약 – 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해양법 재판
소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다룬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과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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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륙붕한계위원회

륙붕한계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200해리 이원의 륙붕에 관한 자
료를 바탕으로 륙붕의 외측 한계에 관하여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1명
의 지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1997년 3월에 최초로 선
출되었으며 그해 6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하 다. 위원회는 출
범 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74개 연안국으로부터 96개의 신청서를 제출받았으
며, 심의를 거쳐 35개의 권고를 채택하 다. 한국은 2012년 12월 26일 제주
도와 일본 규슈 사이에 위치한 륙붕 중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이원
의 륙붕에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 다. 그러나 일본 해안으로부터 200해
리 안에 위치한 이 륙붕에 하여 일본은 위원회 의사규칙을 근거로 위원회
에 이의를 제기하 다.19) 그 결과 한국의 신청서에 한 위원회의 심의는 보
류되었다. 향후 일본이 이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전무 한 만큼 위원회가 향후 
한국 신청서를 심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Ⅳ. 평가

유엔해양법협약은 지난 40년간 ‘ 양의 헌법’으로서 양의 이용에 관한 
법적인 틀을 국제사회에 제공하 으며 양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

19) 위원회 의사 규칙(Rules of Procedure)은 제1부속서 5항(a)에서 해양 분쟁이 있는 경우에 
관련국이 제출한 신청서는 심의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 모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문은 다음과 같다: (5. (a) In cases where a land 
or maritime dispute exists, the Commission shall not consider and qualify a submission 
made by any of the States concerned in the dispute. However, the Commission may 
consider one or more submissions in the areas under dispute with prior consent given 
by all States that are parties to such a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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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이를 통해 협약은 지구 표면적의 70퍼센트를 차지
하는 양에 평화와 질서를 증진시켜 왔으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근간이 
되어 왔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1930년 헤이그 국제법법전화회의 이후 반세기 동
안 미결로 남아왔던 해의 폭은 12해리까지로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해의 
폭에 관한 국제사회의 오랜 혼란은 종식되었다. 또한 근해의 해양 자원과 국
가관할권 이원의 자원 이용에 관한 혼란스러운 상황도 협약에 배타적 경제수
역 제도가 신설되고 심해저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정리되었다. 해의 폭 확
에 따라 다수의 국제해협이 연안국의 해로 편입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협약
은 해에 적용되는 무해통항에 비해 제약이 적은 통과 통항 제도를 신설하여 
국제해협의 연안국과 해양 강국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 으며, 국제해협에
서 안정적인 통항 제도를 마련하 다. 협약은 또한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에 

한 조항도 마련하여 특수한 지리적 상황에 놓인 국가들의 이익을 반 하
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군도 국가들이 1950년 부터 요구해온 군도 
수역 제도도 신설하면서 동시에 군도 항로  통항(archipelagic sea lane 

passage) 제도를 신설하여 군도 수역 이용국들의 이해도 반 하여 균형을 맞
추었다. 

심해저 활동을 제외한 협약문의 개정 절차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 개
정 절차를 시작하기는 단히 어려워 보인다.20) 심해저 활동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 역시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
약 발효 이전에 심해저 이행 협정과 공해 어업 관련 조항 이행 협정 협상이 
유엔에서 개시되어 심해저 이행 협정은 협약 발효 이전에, 공해 어업 이행 협
정인 유엔어족협정은 협약 발효 1년 후에 채택되었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1982년 협약 채택 이후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처함으로써 협약 체제를 
보완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협약은 국제사회에 법적 안정성과 함께 유연

20) 협약 제3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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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엔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 해저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
한 이용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엔 총회가 2015

년 6월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국
제문서를 성안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간 회의는 2019년까지 3차
례 개최되었으며 제4차 회의가 2022녀 3월 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 간 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목표한 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를 채택한다면 협약은 다시 한 번 포괄적 해양 규범으로서 그 
유용성과 유연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새로 채택되는 문서는 기존의 2개 이
행협정과 함께 협약 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엔해양법 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정보 기술 발전
으로 등장하게 될 무인 자율주행 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운행으로 제기될 법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진행 중인 해수
면 상승이 지속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해안선은 육지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
하게 될 것이며 낮은 고도의 도서들은 수면 아래로 잠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의 정도에 따라 기존에 설정해 놓은 
기선과 국가 관할 해역 범위의 적절성에 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소도서 국가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겨 사라지는 
경우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서 논의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인 자율운행 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의 등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선박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조문들은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이 탑
승하여 운행한다는 걸 전제로 성안되었다. 따라서 협약의 현 규정으로 무인 
자율주행 선박의 운행을 적절히 규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런던 소재 국제해
사기구는 무인 자율주행 선박 운항에 향을 받는 해사 관련 협약의 범위
(scoping exercise)를 2017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선박의 
운항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문서 채택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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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후 국제사회는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협약의 심해
저 및 공해 어업 관련 조항들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이행 협정 협상을 협약 
발효 전에 개시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하 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성과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과 무인 자율선박 등장으로 인해 야기될 법적인 
문제들에 해서도 협약에 기초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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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김 영 원

전 주네덜란드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국문초록

우리는 독도문제를 불행한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

는데 반해 일본은 독도문제를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양

국 간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

을 문제 삼으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우리 측에 공식 요청하여 온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할 

방법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이슈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등에 대한 강제관할권 부여모색, 국제사회의 개입 및 압력 유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의 핵심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및 국제법적으

로 우리의 영토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쟁이 아니므로 

ICJ에 의한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다.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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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러⋅일전쟁 중인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 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독도에 
한 주권을 회복하 고 이후 독도에 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여 왔다. 이

에 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도 유권을 문제 삼으며 1952년, 1954

년, 그리고 2013년 이명박 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이하 ‘ICJ’)에 공동 제소할 것을 우리 측에 공식 요청하여 온바 있다. 

이에 해 우리 정부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일
본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 경우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
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독도문제가 과연 일본의 의도 로 ICJ에 제소될 
수 있는지, 즉 독도문제에 한 ICJ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독도문제와 ICJ의 관련사항에 하여 검토한다.

Ⅱ. ICJ의 관할권 성립요건 

ICJ는 당사국 간의 법률적 분쟁(쟁송사건)에 하여 결정할 수 있는 쟁송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 이하 ‘관할권’이라고 함)을 가진다. 관할권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 상이 되는 분쟁이 국가 간 분쟁으로, (b) 그 분쟁
은 법률적 분쟁(legal dispute)이어야 하며, (b) 별도의 관할권 성립근거를 가
져야 한다. 

이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나누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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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간 분쟁

국가 간 분쟁만이 ICJ의 관할 상이 된다. ICJ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ICJ 규정 제34조 1항),1)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제법 주체성의 인정과
는 별개로 어느 경우에도 ICJ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개인이 관련된 
분쟁일지라도 국가가 개인을 위해 국제법정에 사건을 제소하는 경우 국가만이 
유일한 청구주체가 되는 국제분쟁이 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이하 ‘PCIJ’)

는 1924년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자국
민을 신하여 사건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국가만이 
유일한 청구주체라고 판단하 다.2) 

2. 법률적 분쟁(국제법상의 분쟁)

다음으로 국가 간의 분쟁은 법률적 분쟁이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적 분쟁이
라함은 분쟁 중에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을 말한다. 따라서 분쟁이 각국의 국내법과 관련된 
사항 예컨 , 임 차 문제인 경우 국제법적 측면이 없다면 국제법상의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3) 

그렇다면 법률적 분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한 해답도 위에

 1) 모든 유엔회원국은 ICJ 규정 당사국이며 비회원국도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
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당사국이 될 수 있다(유엔헌장 제93조). 그러나 규정 당사국이 된
다는 것이 개별 사건에 한 ICJ의 관할권이 당연히 성립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점 
당사국에 하여는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자동관할권과 구분
된다. 

 2) 관련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ce a State has taken up a Case on behalf of one of 
its subjects before an international tribunal, in the eyes of the latter the State is sole 
claimant”. 

 3) PCIJ는 1929년 ‘세르비아 공채사건’에서 동 사건이 세르비아 국내법과 관련된 분쟁이지
만 소송이 재판소규정에 따른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에
서 국제법과 관련된 분쟁으로 해석하여 관할권을 행사하 다. M.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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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용한 마브로마티스 양허계약사건에 한 PCIJ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PCIJ는 동 사건에서 “분쟁이란 … 둘 이상의 주체 간의 법률 또는 사실의 
논점에 관한 불일치, 법률적 견해, 또는 이익의 충돌(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of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러한 정의는 ICJ의 남서아프리카사건에
서도 인용되어 왔고, 북부카메룬사건에서는 “당사국 간의 이익의 충돌을 포함
한, 현실적인 다툼”이라 정의되었으며, 최근에는 동티모르 사건에서도 종례의 
정의가 재확인 되었다.5) 결국 ‘법률적 견해의 충돌’이란 재판소에 의해 객관
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과 관련 ICJ가 관할권이 성
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방당
사국의 주장이나 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6) 

이와 관련, 무엇이 법률적 분쟁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용한 기준
이 있다. 즉, 법률적 분쟁의 개념은 후술하는 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
의 수락)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동 조항은 개별국가들이 사전에 ICJ의 강제관
할권을 수락할 수 있는 상을 나열하고 있는바, ICJ의 관할권의 상이 된다
는 것은 법률상의 분쟁이라는 의미이므로 무엇이 법률상의 분쟁인지에 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ICJ는 제 36조 2항에 적시된 사
항과 관련된 분쟁을 법률상의 분쟁으로 보고 관할권을 행사해오고 있다.7) 

한편 ICJ는 법률문제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에 관한 
문제(factual issues)에 하여도 판단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법과 사실이 

 4)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PCIJ (1924), Series A, No. 2, p. 11. 
 5) East Timor(Portugal v. Australia), ICJ Reports 1995, p. 90, para. 22.
 6) ICJ 규정 제36조 6항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는 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ICJ가 자신이 가지는 관할권의 범위
에 하여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관할권의 관할권)’이라고 한다. 

 7) 많은 국제재판소들은 관할권의 상을 일정 범위의 분쟁(법률적 분쟁)으로 제한하면서 
그 기준으로 동 제36조 2항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 , 유럽인권재판소는 재
판소의 관할권을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하면서도 ICJ 규정 
제36조 2항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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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된 사안(mixed question)은 법률문제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8)

3. 관할권 성립근거

독도문제가 국가 간 법률상의 분쟁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이 문제가 ICJ에 
제소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CJ에의 
제소를 위해서는 ICJ의 특성상 별도의 관할권 성립근거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ICJ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
하다.9) 이러한 동의는 사건 발생 후 별도로 사건 제소를 합의하는 방식도 있
고 또는 분쟁 발생에 비하여 사전에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방식도 있다. 

ICJ 규정 제36조 1항도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이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유엔헌장 또는 그 밖의 현재 유효한 제 조약 또는 협약이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사항에 하여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식에 의한 관할권 성립이 가능하다. 

첫째,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에 의한 제소합의다. 이는 
일시적인(ad hoc) 재판회부 합의로서 분쟁 발생시 ICJ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당사국간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둘째, 조약의 규정에 의한 제소방식이다. 장래에 발생하는 분쟁을 ICJ에 회
부하기로 조약에 미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규정하여 놓는 방식으로 이 조항
에 근거하여 일 당사국이 ICJ에 제소하면 타 당사국은 재판에 응할 의무를 지
는 방식이다. 분쟁회부조항 또는 재판관할권 조항(compromissory or 

jurisdictional clause)이라고 한다.

셋째, 다자조약상의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선택의정서’를 별도
의 조약으로 채택하는 경우이다.10) 

 8) 1975년 ‘서부 사하라 사건’, ICJ Report 1975, Advisory Opinion, p. 12, para. 17.
 9) ICJ에 국내법원에서와 같은 강제관할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들의 사법적 해

결에 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별국가들이 자신의 주
권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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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들 간에 일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J에 회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해결 목적의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다
자조약으로 분쟁해결조약 또는 재판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928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의정
서’와11) 1957년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협약’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의 성립이다. 동 조항은 “본 
규정의 당사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인정되면 국제의무의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의 위반에 한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에 관한 모
든 법적 분쟁에 있어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
가들에 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ipso facto) 그리고 특별한 합의(special 

agreement) 없이도 의무적 또는 강제적(compulsory)이라고 인정함을 언제든
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근거한 선언은 각 당사국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조항 또는 임의조항(optional 

clause)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언을 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의무
를 수락한 범위 내에서 ICJ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선택조항의 수락 시에는 통
상 유보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12) 

여섯째, 확 관할권(forum prorogatum)제도를 통한 관할권 성립이다. 확
관할권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먼저 사건을 ICJ에 회부하고 이후에 응소의

무가 없는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소송

10) 1961년 외교관계협약과 1963년 사관계협약은 분쟁해결을 위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를 별도로 채택하 다. 따라
서 동 의정서의 당사국들 간에는 외교 또는 사관계 협약들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하여는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동 
의정서 수락 시 사실상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된다. 

11) 동 의정서 제17조는 분쟁 당사국이 의정서 규정 제 39조에 따라 첨부한 유보를 조건으로 
분쟁을 PCIJ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선택조항은 통상 유보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는 유보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관련 동 조 제3항은 “.... 선언은 무조건적으로 또는 다수국 혹은 특정국과의 상
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부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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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는 경우 관할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피소국의 어떠
한 행위가 확 관할권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ICJ는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13)에서 피소국(알바니아)이 소송에 해 표한 입
장을 ‘재판소의 관할권에 한 자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수락
(constitute a voluntary and indisputable acceptance of the court 

jurisdiction)’이라고 보고 관할권의 성립을 확인하 다.14) 이후 이러한 ICJ의 
태도는 여러 경우에 확인되었으며 이들 판결을 통해 확 관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소국의 소송에 한 수락의사가 ‘자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표시(unequivocal indication)’되어야 한다는 해석기준
이 마련되었다.15) 더욱이 1978년 ICJ 규칙(Rules of the ICJ) 제38조 5항의 

13) 이 사건은 국제해협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과 관련한 사건이다. 국은 해협의 통과와 
관련 군함도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고 주장하 고 이에 해 알바니아는 
사전허가를 주장하 다. 이에 한 알바니아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1946년 국 군함
이 동 해협을 항해하 고 이 과정에서 국 군함이 기뢰와 충돌하여 심하게 손상을 입고 
승무원들이 희생되었다. 국은 기뢰 충돌사고 후 동 수역에서 소해작업을 벌려 기뢰를 
제거하 다. 이에 해 ICJ는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항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는 평
시 항행 자체가 무해인 한 군함도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국군함의 항해는 그러한 무해
통항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알바니아가 기뢰를 설치하 거나 또는 제3국에 의한 기
뢰 설치를 허용하 다는 국의 주장에 하여 ICJ는 알바니아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데 해 국제법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 다. 참고로 유엔안보리는 이 사
안이 법률적 분쟁이므로 유엔헌장 제36조 3항에 따라 ICJ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14)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의 본안판결에 앞서 행해진 선결적 항변, ICJ Reports 
1948, p. 15, p. 27, 이 사건에서 알바니아는 분쟁을 ICJ에 회부하라는 안보리의 권고를 
완전히 수락하며 이 사건에 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으며 ICJ는 
이러한 알바니아의 태도를 ICJ 관할권에 한 수락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국과 알
바니아는 사건을 정식으로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에 서명하 으며 ICJ도 동 사건의 관
할권의 근거가 확 관할권이 아닌 특별협정에 의한 제소라고 보았다. 

15) 콩고와 르완다 간 2006년 ‘콩고 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에서 ICJ는 르완다가 동 사건에서 관할권의 성립을 명백하게 그
리고 반복적으로 부인하여 왔음에 비추어 르완다의 태도는 ‘자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희망(desire)의 ‘분명한 표시’로 간주될 수 없
다고 보았다. New Application: 2002,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2006, p. 6, paras. 21-22, 이러한 ICJ의 태도는 1996년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간 
‘집단살해방지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선결적 항변, ICJ Reports 
1996, p. 595, par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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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관할권 성립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상 국의 
수락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소의 관할권에 한 피소국의 
동의 없이는 제소사실만으로 사건목록에 등재되지 않게 되었다.16) 따라서 분
명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행해지는 단순한 일련의 행동만으로 확 관할
권이 성립될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되었다.17) 

끝으로 특정 분쟁이 조정 등 비사법적 해결방식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동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 

1990년 리비아와 차드 간 토분쟁사건에 한 ICJ의 관할권은 양국이 사전
에 동 분쟁이 1년 이내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ICJ에 회부하
기로 한 합의에 근거하 다.18) 양 측은 동 합의를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으로 명명하 다.19) 그러나 여기서 원용된 골격협정은 엄 한 의
미에서 특별협정에 해당된다. 

16) 이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shall not however be entered in the General List, nor 
any action be taken in the proceedings, unless and until the State against which such 
application is made consents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the case.” 
참고로 1978년 개정 규칙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제소된 모든 사건의 경우 피제소국이 국
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 리스트에 포함시켰으나 개정이
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한 예로 2002년 콩고가 프랑스를 상 로 일방 제소한 “프랑스
에서의 형사절차사건(Certain Criminal Proceedings in France)”에서 프랑스 정부가 관할
권을 수락한 다음에 사건 리스트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규칙 개정이후 최초의 사
례이다.

17) 2008년 지부티와 프랑스 간 ‘형사문제에서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건(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에서도 프랑스는 ICJ 규칙 제38조 5항에 근거하
여 분명하게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ICJ의 관할권이 성립
된바 있다. ICJ Reports 2008, p. 177, para. 4. 

18) 1994년 리비아와 차드 간 토분쟁 사건(Territorial Dispute), Judgment, 1CJ Reports 
1994, p. 6, para. 1. 

19) Gill, Terry D., ‘Rosenne’s the World Court What It is and How It Works’, Sixth 
completely Revised Edition Edited, Revised and Updat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eiden/boston, 2003, p. 71, 골격협정의 정확한 의미는 원칙적으로 당사국들이 제소의 근
거가 되는 분쟁의 정확한 정의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사전에 분명한 
쟁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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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도문제에 대한 관할권 성립 가능성 검토 

위에서 설명한 관할권 성립근거에 비추어 독도문제에 하여도 ICJ의 관할
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하여 검토한다. 

먼저,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가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 로 ICJ에서 다루어져야 할 
국제법상의 분쟁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검토한다. 

첫째, 한국은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의 첫 희생물로 
독도문제는 국제법상의 유권 문제가 아닌 불행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역사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인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 토에 편입하 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
코 강화조약에 의해서도 한국에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토인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법상 유권에 관한 분쟁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에 한 법적, 사실적 관점의 차이
가 분명하며 또한 법률적 견해와 이익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점에서 상기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의 분쟁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혹 법률적 분쟁이 아닌 정치적 분쟁으로 보는 경우에도 독도문제에
서 법률적 분쟁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이 혼재된 사건에 하여도 지금까지의 ICJ의 입장은 체
로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향이다. 예컨 , ICJ는 1980년 ‘이란 주
재 미국 사관 직원 인질 사건’에서 법률적 분쟁이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적 문제에 해 재판소가 관할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률적 분쟁인지에 한 판단은 재판소가 결정할 사안
이라는 점을 재확인하 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도 ICJ는 동 사
건이 법률적 성격의 분쟁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며 분쟁이 법률적 
분쟁인지 여부는 (ICJ 규정 제 36조 6항에 따라) 자신이 판단한다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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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결론적으로 ICJ는 어떠한 분쟁이 정치적, 감성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
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적 분쟁의 성격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국제법상의 쟁점을 근거로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
고 한국정부가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무런 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
쟁의 존재가 부인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건 회부 시 ICJ가 객관적으로 법률
적 분쟁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가 법률적 분쟁이라고 
ICJ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ICJ의 관할권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검토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에 의한 제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첫째, 일본이 한국과의 특별협정의 체결을 통해 공동제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이 당사국인 양⋅다자 조약 중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분쟁회부조항이 있을 경우 동 조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분쟁이 독도와 관련된다면 이를 근거로 제소가 가능하겠지만 해당되는 조
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지역적 협력 차원에서 ICJ에 의한 분
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하여 체결한 다자조약은 없다.

넷째, 우리 정부는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선택조항을 수락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를 수락한 일본이 일방 제소하는 경우에도 ICJ의 관할권은 성
립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선택조항 수락 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
에 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우리가 설혹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일본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독도문제가 ICJ의 강제관할

20) 관련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question whether a given dispute between two 
States is or is not a ‘legal dispute’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may itself be a 
matter in dispute between those two States; and if so, that dispute is to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36 ...” ICJ Reports 
1986, p. 14, para. 33.



148   외교, 제141호 (2022.4)

권의 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향후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유권 문제를 배제하는 유보를 첨부할 수 있
을 것이다.21) 

다섯째,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각서22)에 근
거한 제소가능성이다. 독도문제가 법률적 분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동 
교환각서는 양국 간 분쟁을 외교교섭과 조정에 의해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
어서 독도문제는 조정의 상은 될 수 있으나 ICJ를 통한 사법적 해결의 상
이 되지는 않는다.23)

이와 같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의 두 경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우리의 자발적 소송참여를 유도하며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경우
이다. 위에서 설명한 확 관할권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
청서를 접수한 ICJ 사무처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 측의 분명한 소
송참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사건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단독으로 일방 제소
할 명분과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24) 다른 하

21) 예컨 , 캐나다는 선택조항 수락 시 자국이 취한 어업보존조치 및 동 조치의 이행과 관련
된 분쟁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선택조항 수락 시 동티모르와의 해양경계에 관한 분
쟁을 제외시켰다. 

22)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으며 교환각서 원문은 다음
과 같다: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
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
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23) 김민경,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에 한 고찰-일본의 독도문제 제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통권 제10권 제2호 (2016년 9월), 전북 학교 동북아법연구소, pp. 53-78. 

24) Potts, Stephen, ‘Falkland Islands–What the ICJ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 Might 
Say About Argentina’s Claims’, falklands-what-the-icj-might-say-about-argentinas-claims. 
pdf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49

나는 일본이 잘못된 관할권의 법적근거(legal grounds)를 적시하여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단 심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선결적 항변을 통해 관할권의 존부를 다
투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주의를 요한다.25)

한편 일본이 독도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가운데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
생하고 특히 분쟁이 유엔헌장 제2조 4항(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가 헌장 제36

조 3항에 따라 독도문제를 법률적 분쟁으로 보고 ICJ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26) 이에 해서도 전술한 1949년 국과 알바
니아 간 코르프 해협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경우에도 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알바니아는 ICJ에의 제소에 반 하면서
도 미숙한 태도로 제36조 3항에 근거한 안보리의 권고를 수락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화를 자초하여 소송에 응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실상
은 당시 알바니아가 유엔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안보리의 결의를 외면하
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해 ICJ도 추후 알바니아의 
소송참여가 순전히 자발적인 동의(특별협정의 체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Ⅳ. 일본의 제소요청시의 국제법적 대응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의 제소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응하여

25) 김민경, 위 논문 14.
26) 제36조 3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조에 의하여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
다는 점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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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 즉, 독도가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
리가 일본의 ICJ 공동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해 검토한다. 분쟁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분쟁의 상이 법률적 성격인 경우 긍극적으
로 국가는 ICJ를 포함한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앞서 외교
교섭 등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문제의 공동제소를 요청하여 올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
이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ICJ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둘째, 일본 또한 중국과의 Senkaku섬(尖閣列島) 유권 다툼관련 명백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며 ICJ를 통한 사법적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다.27) 러시아와의 북방 토문제의 경우에도 외교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것이 아니므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에 해서도 ICJ를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유독 독도문제에 있
어서만 ICJ에 의한 해결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현재 Senkaku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국제법에 
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점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주권행사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독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안보리가 ICJ 회부를 권고하는 경우에도 우
리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고유 토임을 강조하며 분

27) 중국명으로는 Diaoyutao(釣魚島), 만명으로는 Diaoyutai(釣魚臺)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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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의사표시를 통해 동 권고에 의연하게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안보리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적 성격이며 판단의 최종 권한은 
우리가 가진다는 점이다. 여사한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코르푸 해협사
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Ⅴ. ICJ의 관할권 성립에 대비한 우리의 고려사항 

1. 우리 국적 재판관의 ICJ 진출 노력 지원

일본은 ICJ에 일본인 재판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며 또한 소송 당사자
로서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이 있다. 더욱이 재판관은 자국을 표
하지 않으며 본국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므로 자국이 당사자인 재판사건에도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ICJ 소송사건에서는 소송당사국 어느 일방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국적재판관: national judge)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독도
문제가 ICJ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일본인 국적재판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ICJ 규정에 의하면 우
리도 당해 사건에 한해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에 우리나라 국적재판관이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의미가 있고 고무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적재판관의 진출이 요구된다. 

2. 독도문제의 분쟁화 시점

부분의 유권 분쟁은 수십 년 또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사실

28) 자국 국적의 재판관이 없는 소송 당사국의 경우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임명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모두 임시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 재판부는 최  17명의 재판관으
로 성립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택된 제도로
서 임시재판관의 경우도 ICJ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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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기반을 두고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가 다른 어떤 
국제분쟁에서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결정적 기일이란 분쟁이 발생한 시기 또는 유권 분쟁 당사자들의 권리(

토주권)가 이미 결정적으로 확립되어(crystallized) 당사자들의 이후의 행위
가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즉, 국제재
판에서 ‘이후의 당사자의 행위가 소송에 향을 줄 수 없는 시점(the date 

after which the actions of the parties can no longer affect the issue)’을 
말한다.

독도문제의 경우 어느 시점이 결정적 기일이 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학자
마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독도가 ICJ에서 다루어지고 
ICJ가 결정적 기일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a)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토로 편입한 일자, (b)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일자, (c) 이승만 통령의 평화선 선포일 또는 일
본이 이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일자, (d)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제의한 일자 등이다. 그러나 독도문제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특정 시점을 결정적 기일로 지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ICJ에서의 예상 쟁점(실효적 지배)

오늘날 국제재판소는 유권 분쟁에 한 주요 판단요소로 실효적 지배의 
핵심에 해당하는 ‘effectivités’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가 당해 토에 해 국
가권한을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행사하 는가,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권원의 경우 권원 자체에 한 평가보다는 당사국 중 어느 나라가 상 적으로 
더욱 실효적으로 토에 하여 effectivités를 행사하여 왔는가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판단해오고 있다.29) 이러한 판단은 이미 오래된 1928년 ‘팔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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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사건, 1933년 ‘동부 그린랜드’ 사건 및 1953년 ‘망키에와 에크레호 섬’ 

사건들로부터 비교적 최근의 사례인 1986년 브루키나 파소와 말리 간 ‘국경
분쟁 사건’과 이후 2002년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 유권 사건’ 등을 통해 구
체화되고 발전되어 왔다.30) 즉, 권원이 불확실한 경우 국제제판소의 유권 
판단은 ‘국가 권한의 행사와 실제 점유(recent display of sovereignty and 

actual occupation)’를 중심으로 하여 상 적 권원, 즉, ‘상 적으로 우월한 
effectivités를 확인하는(which of the two is stronger)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1)

결론적으로 실효적 지배는 분명한 역사적 권원이 확인되지 않는 유권 분
쟁의 경우 국제재판소 등을 통해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며 우
리의 경우도 실효적 지배의 관점에서 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국제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독도문제에 있어서의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경우에 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32) 

29) effectivités는 실효적 점유 또는 지배 개념의 모호성과 토의 상황(원거리 소재의 거주
가 불가능한 섬의 경우 등)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된 개념으로 
토와 관련된 ‘필요한 국가공권력의 효과적인 과시(the effective display of State 
authority)’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부연하면 effectivités는 토에 한 국가주권의 실효
성, 즉 ‘일정 토에 한 국가의 권한행사의 증거가 되는 국가행위(state acts manifesting 
a display of authority on a given territory)’로서, 요약하면 토에 한 ‘국가권한의 행사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로 이해될 수 있다.

30)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CJ Reports 47, 1953,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CJ Reports 625, 2002 등. 

31) 1933년 ‘동부 그랜랜드 사건’에서 PCIJ는 두 개의 경쟁적인 주권의 주장(two competing 
claims to the sovereignty)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소는 어느 주장이 더 강력한가를 판단하
여야 한다(the tribunal has had to decide which of the two is stronger)고 보았다. PCIJ, 
Ser. A/B, No. 53, 1933, 이 판단은 오늘날도 계속 유효하다.

32) effectivités는 반드시 강력하거나 지속적(intensive or persistent)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 유권 사건’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인도네시아가 권
원을 획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공적 권한행사의 범위
나 정도(scope and extent), 즉, 강도(intensity)가 아니라 질(quality)에서 실패하 다. 여기
서 질이란 공적이며 주권적인 성격이 얼마나 잘 표시되었는가를 말한다. 특히 개인의 행
위는 법 규정에 따라 행해지거나 국가 권한 하에서 행해지지 않는 한 effectivités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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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와 독도

앞에서 독도문제에 해서는 ICJ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
다. 그렇다면 독도문제는 국제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에 

해 검토한다. 이와 관련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독
도문제(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하여 검토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ICJ를 통한 분쟁해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를 도입하 다. ICJ의 경우 유엔회원국 또는 ICJ 규정 당사국이 된다는 사실
이 그 국가가 당연히 ICJ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ICJ 규정 당사국이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ICJ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
는다. 이에 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는 일차적으로는 당사국
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를 존중하지만 당사국이 선택한 방식에 의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이 규정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적
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에 향
을 미치는 사안 등에 하여는 협약 규정에 의해 또는 당사국의 선언에 의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06년 해양경계획정이나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한 법집행 등에 하여는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 다. 특히 해양경계획

정과 관련한 사안으로 육지 토 또는 도서 토에 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
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혼합분쟁의 경우에는 강
제절차의 적용배제는 물론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도 당연히 배제된다. 따라서 
여사한 사건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차단되었다.33) 결론적으로 일본이 독도의 

않는다. 
33) 우리나라는 제287조에 규정된 강제절차의 적용을 위해 사전에 협약 당사국이 선택하기

로 되어있는 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발생 시
에는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보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는 2016년 남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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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과 연계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해 사건은 이 점에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3년 필리핀의 일방 제소 시 중국은 필리핀의 주장이 주권에 관한 분쟁이
며, 동시에 해양경계획정문제에 관한 사안으로 중국은 여사한 사안에 하여
는 이미 2006년 강제절차의 적용배제 선언을 하 으므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재판소는 소의 상이 유엔해양법협약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관할권을 인정하 다는 사실은 주목되
어야 할 것이다.34) 

이에 비추어 일본이 제소하는 분쟁의 형태, 즉, 분쟁의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관할권배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부
인할 수 없다. 예컨 , 과거 우리 정부가 구상한 독도주변에 한 접안시설 건
설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본이 제소할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해양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일본이 제소하는 경우 관할권이 성
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쟁점이 독도 유권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도가 국제법정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에 해 우리는 불편을 느끼
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7년 모리셔스
와 국 간 ‘챠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Chargos Marine Protected Area)’에 

한 중재판결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건에서 중재
재판소는 분쟁의 상이 토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판소의 관할

해 사건에서의 경우와 같다.
34)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확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리핀의 일방

제소에 해 중국은 동 사건이 남중국해 내 해양지형에 한 유권 문제이고 또한 해양
경계에 관한 사안이라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배제되므로 중국은 중재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나아가 재판의 결과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중재재
판소는 사건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에 해당된다는 필리
핀 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관할권의 성립을 확인하 다. 참고로 필리핀은 동 사건을 
경계분쟁으로 가져갈 경우 중국의 강제절차 배제선언에 해당되어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
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이 선언한 9단선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적법한가를 
쟁점으로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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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립을 부인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국의 해양보호구역설치문제는 협약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관할권이 성립된다고 보았다.35) 

Ⅶ. 결어 

우리는 독도문제를 불행한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로 보고 있어
서 양국 간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독도가 국제법상의 분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

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
한 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할 방법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
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문제에 한 
국제이슈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한⋅
일관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 강제
관할권 부여모색, 국제사회의 개입 및 압력 유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한 우리의 현실적인 응이 
요구된다. ICJ는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제소를 추진하는 경우 결국 우리도 말려들
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한 의구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역사적 자료 및 지도 발굴, 국제법적 검토 등을 통해 
독도 유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35) 이 사건은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할 당시 국이 군사목적상 챠고스 제도를 분리하여 
국방목적의 필요성이 해결되면 반환한다고 약속하고 동 제도 인근에 해양보호구역
(MPA: Marine Protected Area)을 설치한데 하여 모리셔스가 국을 상 로 연안국이 
아닌 국은 해양보호구역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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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동시에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해 ICJ에의 제소 가능성
을 염두에 둔 소송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응방안의 핵심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및 국제법적
으로 우리의 토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쟁이 아니
므로 ICJ에 의한 사법적 해결의 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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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가 현안으로 부상한 배경과 의미

박 용 민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국문초록

자주, 경제안보라는 이슈는 자체적 완결성을 지닌 경제에 안보적 고려가 영향

을 미침으로써 상호의존성이 부당하게 무기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경제통상 규범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창안하고 유지한 질

서 속에서 작동해온 것이다. 이 질서는 패권국가인 미국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기능한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냉

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질서 유지 비용을 부담할 중요한 동기 하나를 이미 잃었

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와 투쟁하며 개입주의적 자세를 보

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부터는 다시 고립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셰일혁명도 국제

정치에 개입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로부터 

이어져온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소비하면서 부채를 늘이는 미국과 생산하면서 

저축하는 제조업 강국들 사이의 암묵적 협조를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까지는 일본과 독일이, 1990년대에는 아시아의 4개국이 주요 생산자 역할을 맡

았다. 냉전 종식 후에는 중국이 주요 생산자 역할을 맡았지만 2010년 경 부터는 

미⋅중 간의 역할분담이 한계를 맞았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구매력은 

감소했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면서 국내산업을 고도화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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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질서 유지 비용을 투입할수록 그로부터의 평화 배당

금은 중국이 더 많이 취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미⋅중 경쟁의 배경으로, 구

조적인 변화다. 오늘날 경제안보는 지정학적 변동의 경제적 표현형(phenotype)

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정책과 외교안보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Keywords: 경제안보, 국제질서

Ⅰ. 문제 제기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주목받고 있다. 많은 경우 경제안보는 ‘패
권국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국 중국의 부상에 응하기 위해 미국이 상호의존
성을 무기화하면서 문제로 두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가
치사슬에 추가적 교란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맥락 속에서 논의
된다.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지닌 경제 역에 안보적 고려가 향을 미침으
로써 왜곡을 야기한다는 시각이다. 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안보이슈와 연관
(securitization of economic issues)되었다고 간주하는 시각은 상호의존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경향이 짙다. 자연히,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경제안보를 경제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한
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은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치우침을 낳는다. 

파레토 최적에 수렴하려는 경제적 협력을 ‘힘의 추구’라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망치고 있다는 관점이므로 비난할 상을 찾게 되고, 그릇된 선택을 
완화하거나 우회할 증적 처방을 모색하는 경향이 커진다. 부수적 결과로서, 

경제안보에 관한 논의가 개념 정의의 범주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도 
생긴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려서는 국제관계의 지각을 움직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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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경제와 안보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경제안보의 의미와 맥락을 좀 더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
려는 데 있다.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함께 변화함으로써, 지정학적 결
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국제관계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 표면적인 것
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임을 더 선명히 인식할 수 있다. 바라건 , 그런 인식이 
우리 반응을 회피적 처가 아닌 전략적 결단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시대적 변화의 배경: 국제질서의 특이성

상호의존을 주어진 상태로 보는 시각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상(捨象)

한다. 첫째, 현재의 상호의존성(또는 국제질서, 또는 통상규범)이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1/n의 기여를 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통상 질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헤게모니가 큰 비
용을 들여서 유지하는 공공재(global commons)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는 점이다. 해상 교역로의 안전은 특히 중요하다. 셋째, 현재의 국제질서가 특
정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작동해오던 취약한 체제 다는 점이다.

2차 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점령했다. 독일은 전쟁 
전 토의 1/4을 잃고 분단되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소련은 사할린 섬
과 쿠릴 열도를 합병했다. 이후 연합국들이 함께 이룩한 성과에는 5개국이 거
부권을 가지는 국제연합을 창설한 것과, 5개국만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
는 NPT 질서를 수립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2차 전이 끝남과 거의 동시
에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전후처리의 
역은 빠르게 사라졌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진  간 결의 시기가 왔
음을 뚜렷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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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7월 미국은 뉴햄프셔주의 스키 휴양지 브레튼우즈에 44개 동맹국
과 그들의 식민지 표 730명을 초 해 회의를 열었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이었지만 미국은 그 한 달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럽의 구원자 역할을 

웅적으로 해낸 뒤 고, 태평양에서는 혼자서 전쟁을 도맡고 있던 상황이었
다. 미국이 다음 시 의 패권국가가 되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었다.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강 국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
득했다. 그런데 미국의 제안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자국의 해군력을 동원해
서 모든 해상무역을 보호하겠다는 거 다.1) 미국의 선택은 자국의 성장 스토
리를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
트 의 사상이 싹틔운 자유무역 옹호론이 보호무역주의에 도전하는 가운데 
무역의 총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1차 세계 전 직전인 1910년  유럽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리라는 낙관론마저 제기되고 있
었다. 미국은 국의 함 가 안전을 보장하던 해상운송로의 수혜국이었으므로 
해양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받겠다는 미국의 선택도 자연스러워 보 다. 

신흥 제조업 강국이 된 미국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주요국들을 부흥시켜 무역
을 활성화할 실익이 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GATT를 낳았고, 이는 다시 
WTO 체제로 진화하며 현  국제경제의 바탕이 되었다. 이 질서가 냉전 시
에 미국이 이끈 시장경제 진 의 작동원리가 됐고, 이 진 이 냉전에서 승리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적용되는 국제질서2)가 됐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미
국 주도의 질서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될 
것으로 간주할 근거는 없다. 

 1) 피터 자이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홍지수, 정훈 역 (김앤김북스, 2018), pp. 
24∼29.

 2) 미어샤이머는 국제질서를 “소속된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조직
화된 일군의 국제적 제도들(an organized group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help 
govern the interactions among the member states)”이라고 정의했다. 아이켄베리는 “일군
의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관리 제도로서, 기본 규칙, 원칙, 제도들을 포함하는 것(the 
governing arrangements among a group of states, including its fundamental rules, 
principles and institutions”을 국제질서로 보았다. 이 글은 국제질서가 힘의 균형과 정당
성(legitimacy)에 기초한다는 키신저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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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안보가 현안으로 부상한 원인: (1) 정치적 맥락

질서의 보장자로서 미국은 큰 비용을 감당했다. 해상안보를 보장하는 역할
은 세계의 경찰 역할로 이어졌다. 항상 어디선가 전쟁을 치러야 했으므로, 미
국의 비용에는 엄청난 국방예산만이 아니라 자국의 청년들이 흘리는 피도 포
함되었다.3) 미국이 새롭게 얻은 힘으로 추구한 전략적 목표는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다. 미국은 위협적인 적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두 개의 

양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이점을 누린다. 역으로, 소련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는 자국 군 로 소련을 봉쇄하는 신 우방국, 심지어 패전국까지를 동
맹과 교역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1990년  초에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양극체제가 단극체제로 
전환되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 가 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
작 냉전의 종식은 미국으로부터 질서 보장자의 역할을 지속할 중요한 동기를 
앗아갔다. 실제 냉전종식 직후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의 외정책은 개입주
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진 은 클린턴이 중국의 부상을 용
인하고 러시아의 부패에 눈을 감고 불량국가에 해 유약하다고 비판했다. 진
보 진 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내향적인 나
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언론의 국제면을 채운 사건들은 북한의 핵개
발, 알카에다의 테러, 모가디슈의 블랙 호크 다운, 르완다와 발칸 반도에서 벌
어진 량 살상,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실패와 인티파다의 시작 같은 
해체적 증상들이었다. 

이런 추세를 얼마간 역류시킨 사건이 2001년의 9⋅11 테러 다. 외부의 적
이 미국 본토를 공격해 많은 인명을 살상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에 한 반

 3) 미국의 외적 개입에 반 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미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해안지역의 엘리트보다, 전장으로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중서부의 국민
들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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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새로운 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힘을 투사
했다. 미국이 과시한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지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21년 미군의 카불 철수는 ‘9⋅11 이후 시 (post-9⋅11 era)’가 꼭 20년 
만에 막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이미 2010년 부터 미국이 개입에서 고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신호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저서 경도
와 태도에서 베두인족의 전설을 소개했다.

어느 연로한 베두인족 장로가 칠면조를 잡아먹으면 회춘할 수 있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칠면조를 사다가 천막 곁에 두고 매일 먹이를 잔뜩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칠면조를 훔쳐갔다. 베두인 장로는 아들들을 불
러서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큰 위험에 처했구나. 누군가가 내 칠면
조를 훔쳐갔단다.” 아들들이 답했다. “아버지, 칠면조가 뭐 때문에 필요하
세요?” 장로가 말했다. “상관 말고 내 칠면조나 찾아오렴.”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러자 한 달 후 닷 누군가가 장로의 낙타를 
훔쳐갔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죠?” 하고 묻자, 아버지는 답했다. “내 칠면
조를 찾아오너라.” 그래도 아들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장로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모두 칠
면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칠면조를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은 것이다.”4)

이 우화에 빗 어 말하자면, 2013년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한 무 응
이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불러왔고, 크림반도 사태에 한 무력 응의 
부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불러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외부
를 향해 재차 군사력을 투사하던 ‘9⋅11 이후 시 ’라는 것은 10년 전에 이
미 소리 없이 종말을 고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4) 토머스 L. 프리드먼, 경도와 태도, 김성한 역 (21세기북스, 2010)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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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안보가 현안으로 부상한 원인: (2) 경제적 맥락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걸려 있던 미국의 경제적 이해 중 가장 
큰 단일 요인으로는 원유를 꼽을 수 있다. 화석연료의 중요성은 중동지역에 

한 관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미국은 자국의 가치관에 반하
는 전제적 왕정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야 했다. 2000년 부터 시작된 셰일 
혁명은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2012년부터는 미국의 원유 수출이 비약
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외적 
개입 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하 도표 출처: 신한금융투자). 

저변에서는 셰일혁명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2차 
전 종전 직후부터 미국은 평화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에 해 무역흑자를 누렸고, 마셜 플랜으로 부흥시킨 유럽과 더불어 브레
튼우즈 체제를 가동시킨 이후에도 자유무역이 초래하는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의 가장 큰 몫을 미국이 누렸다. 미국은 기축통화 제공 국가로서 자
율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달러 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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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에는 금본위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
서는 소비하면서 빚을 지는 국가와 생산하면서 저축하는 국가 간의 암묵적인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진 생산자 역할은 부
활한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담당했다. 이 협조 체제는 1970년 의 오일 쇼크
를 거치며 위기에 봉착했다. 인플레이션 책으로 실시한 미국 정책금리의 급
격한 상승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미국내 제조업의 경
쟁력이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이 생겨났고, 독일과 일
본이 보유한 달러는 엄청난 규모로 늘었다. 국제경제질서의 지속성을 확보하
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
함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제조업의 기지로 부상했다. 냉전 종식 후에 가장 
주목받는 생산자 역할은 중국이 맡았다. 이 기간 중 미국의 소비와 부채, 중국
의 생산과 저축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한 사실은 두 국가의 역할분담이 경
제질서를 지탱한 주요 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0년 경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의 매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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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현상이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 전술했듯이, 9·11 사태가 촉발한 미국의 개입주의가 감소추세를 보 다.

(2) IT 버블 – 부동산 버블 – 서브프라임 사태 –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구매력이 저하되었다.

(3) 중국은 도광양회 – 유소작위 – 화평굴기를 거쳐 일 일로 정책을 공세
적으로 실시하면서 외적 위신의 제고를 추구하고, 축적한 자본으로 
국내산업을 고도화하기 시작했다(전통 제조업 설비투자보다 IT 설비투
자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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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이래, 중국은 국제체제의 수혜를 누리는 만큼 국제체제의 유지에 
기여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반어적 지위가 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국
의 수혜가 중국의 기여를 초과한 2010년 부터 중국의 존재는 시스템의 존속
을 위협하는 요소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기존 규범을 벗어나는 중국의 외적 
행보는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약화하는 변혁적 힘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냉전 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미⋅중 간의 암묵적 역할분담이 
더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이 질서의 혜
택을 누리고, 질서의 허점을 이용하고, 때로는 규칙을 어기면서 정작 그 질서
의 유지에는 아무런 책임도 나눠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중국
은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자국의 전산망을 미국과 
분리시키는 망 분리 정책을 시행했고,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 생
산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중국을 신할 거  생산/저축 국가 후보는 눈
에 띄지 않으므로, 질서의 붕괴가 과도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은 작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붕괴되고 수요국 중심의 공급망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의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크지만, 범용제품들은 가치사슬에 의존하고 첨단제품
의 생산은 국내화(reshoring)하거나 동맹국 네트워크5)를 활용하려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개발될 첨단 신기술의 해
외 이전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조건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6)

돌이켜 보면, 국제경제질서가 위기국면을 맞았을 때, 일본은 시스템의 존속
을 위해 엔화절상을 수용했다. 이런 일본의 선택은 ▲ 일본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정치적 결이 어려운 반면, ▲ ‘잃어버
린 10년’이라는 저성장의 시 에 돌입한 이후로도 최소한 25년간은 2위 경제 

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국내적 안정성을 가지

 5) 김양희는 이를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으로 규정한다. 김양희, 21세기 보호
주의의 변용, ‘진 화’와 ‘신뢰가치사슬(TVC), 외교안부연구소(IFANS) 정책연구시리
즈, 2022.

 6) 즉, 디지털화,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와 수혜는 국가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일 가능
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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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의 입장은 조적인바, 

▲ 미국과의 정치적 결을 어느 정도 감수할 능력은 가지고 있는 반면, ▲ 
국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위안화를 절상하고 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가면 국
내정치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상의 조건은 경
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제질서가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으로 유지되기
는 어렵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Ⅴ. 경제안보가 현안으로 부상한 의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가 지정학
적 거  변동의 경제적 표현형(phenotype)임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2차 
전 후에 수립되어 75년 이상 작동해 오던 국제질서가 해체적 국면을 맞고 있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통령이 내걸었던 ‘아메리카 퍼스트’

라는 구호는 어쩌면 작위보다 부작위에 진의가 있는 상징적 슬로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공부에 방해 되니까 학생회장 같은 건 관두고 그냥 전교 
1등만 하겠다”는 주장처럼 들린다.7) 아직 새로운 체적 질서의 수립을 조망
하기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국제정치는 과거에 익숙한 지정학적 결 상
태로 복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냉전시 의 체계적 결과도 내
용을 달리하며, 예측가능성도 낮은 다극적 경쟁체제다.8) 역사상 과거의 지정
학적 결 시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세계화로 인해 국

 7) 미국 외정책 변화의 원인을 미국 국력의 상 적 쇠퇴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고립주
의의 원인은 능력보다는 의지와 관련이 깊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경제적 활력, 기술적 
창발성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미국의 외적 개입 
개연성은 군사력이나 GDP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함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정부가 발신하는 외정책 메시지의 핍진성을 분별할 수 있는 관찰력이 중요하리라
고 판단된다.

 8) 그런 점에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의 남용은 현 국제관계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오도할 위
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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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상호의존성의 크기가 유례없이 증가한 상태라는 점과 ▲ 디지털 테크놀
로지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상호의존성은 국제질서의 해체 속도를 완화할 요소인 반면, 테크놀로지는 오
히려 질서의 해체를 향한 새로운 원심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사
례로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통화규제를 약화시킬 것이
다. 동맹국에 한 미국의 화웨이 5G 제품 사용 중단 요청 사례라든지 민간 
우주선 개발 가속화 추세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제품의 폭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는 상호의
존성을 축소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연성 있는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방역을 위해 높아진 국
가 간의 장벽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경쟁상태를 좀 더 자
연스럽게 받아들일 심리상태를 조성했다. 다가오는 시 에 활성화될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가장 먼저 분출한 화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인 셈이다.

이상이 경제안보를 현안으로 만들고 있는 배경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다
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1) 글로벌 가치사슬의 교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우리 산업도 구조적 
변화를 기해야 함. 특히 첨단기술의 초격차 유지가 중요하며, 희토류를 
포함한 소재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2) 질서의 해체가 국가 관계의 재편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맹 네트워
크를 강화해야 함.

(3)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우리의 정체성(수출주도형 경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기반을 두어야 함. 그와 아울러, 우리 산업의 수월성, 지향
성,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정책 매트릭스가 구성되어야 함.

(4) 산업정책이 외교안보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다만, 우리 
정책의 표현형(정책의 명명, 정책의 근거와 정당성에 관한 설명, 외
적 메시지 등)을 정치적인 것으로 할지 경제적인 것으로 할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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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레버리지 극 화를 목표로 선별되고 통일되어야 함. 외교적 레
버리지는 위기회피적 임시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 한 국제사회
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보해야 함. 



주요 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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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ank you very much for accepting our invitation for an interview. 
First of all, would you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including your 
past experiences and career highlights, etc. to our readers? Also, as 
you moved to live in Korea for your job, what is it like living in 
Korea for you personally?

My background is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I am Dutch and the 

majority of Dutch water engineers tends to work internationally and that was 

the reason I chose the profession. I studied in Delft, The Netherlands, for 

my first and second degrees and did my PhD in the United States. My first 

job was in the Netherlands, at the Delft Hydraulics Laboratory, a water 

research institute, I was also a professor in Delft, later on, and it was the 

home of my private consulting firm which I established in the 1980s - so 

much of my background during the first half of my career was based in 

Delft. But from that base I always worked international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rst time I lived abroad was in Indonesia, in 1979-80, as 

a young engineer working for Delft Hydraulics laboratory, building capacity 

in an Indonesian lab in Bandung, and doing field work and computer 

modeling of tidal irrigation systems. I worked a lot for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with assignment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a water resources and coastal zone management expert.

After selling my consulting firm I left the Netherlands and I have not 

returned to live there since 1998. After a few years in Paris at UNESCO, 

I became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an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with HQ in Sri Lanka from 

2000-2007. Then I spent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both at 

Google, as part of the start-up management team of Google’s philanthropic 

arm, Google.org; and at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s the first 

director of water and sanitation. After that I was appointed the CEO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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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AR, a large consortium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for 

development organizations, to set up a new HQ in Montpellier, France. 

Following that I came to Korea as the Director General of GGGI where I 

have now been since October 2016. 

In summary, I have worked all my care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ly, mostly linked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irrigation and 

agriculture, coastal zone management, sea level rise and climate change. For 

the last 22 years I have primarily worked as the lead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manager rather than an expert in the field.

2. I understand that GGGI is working on climate change related issues 
for developing countries.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things GGGI 
is working on and how does it work?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GGGI was established, and what do you think are its major 
achievements for the last decade?

GGGI’s primary mission is to support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to accelerate their transition to a model of green growth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economic growth that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inclusive. As the climate crisis is the most important 

- even though not the only - sustainability crisis of our generation, that does 

indeed take a lot of our attention. We show our member governments that 

“going green” is the smart thing to do - it is economically attractive, in 

many cases, it helps ensure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ll still have a 

future, and it can generate green jobs today. Many governments are worried 

about employment, particularly as they still deal with the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and that worry that they will lose jobs associated with mining 

coal or burning fossil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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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80% of our 500 staff and consultants is working outside Korea in 

over 35 countries. Through them, we show our members that coal is no 

longer the cheapest form of energy - renewable energy is cheaper in many 

cases - and it can generate more green jobs than will be lost in the brown 

economy. We did a study in 2021 in Colombia, for example, that showed 

that while some 60 thousand jobs will be lost in the coal mining districts 

in the next 10-15 years, more jobs can be generated in the forest economy 

in the same districts over that time period, if the government starts investing 

in such a transition now.

Generally speaking, GGGI supports governments develop green plans and 

policies, and then it helps develop projects to implement those - and helps 

mobilize green and climate finance for those green projects and policies. 

While our members value our work on plans and policies highly, I think 

they most appreciate that we can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through development of sound, green bankable projects, and the mobilization 

of finance. We have helped mobilize more than $7 billion for over 80 

projects that range from investments in solar energy along a new highway 

in India, solar water systems in Vanuatu, solar irrigation systems in Burkina 

Faso and Senegal, a waste to energy project in Vietnam, electric buses in 

Nepal, forest projects in Indonesia and Colombia, to green bonds in Peru 

and Mexico.

3. It seems tha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ever more 
as we have witnessed more severe and growing instances of 
extreme weather events around the world recently. Global society is 
making greater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as we have seen 
from the outcomes of COP26 Glasgow last year. How do you 
assess the global society’s efforts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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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many other scientists, I have worked on climate change issues for 

over 40 years, and finally society has come to appreciate the gravity of the 

climate crisis. The most positive signal is the very rapid adoption of 

NetZero 2050 targets in 2021 by a large majority of countries, cities and 

businesses. But now we need credible plans to implement those NetZero 

targets and that will be a very big challenge in many countries. The first 

step is to translate the long-term carbon neutrality goal for 2050 into a 

medium term 2030 goal in line with the NetZero pledge. IPCC and 

UNFCCC have indicated that requires emission reductions of 45-50% by 

2030. You have seen here in Korea how difficult it was to agree on such 

a target as the number gradually increased to 40% reduction by the end of 

2021, as committed by President Moon at COP26 in Glasgow. So while the 

NetZero commitments are an important step, the actual progres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s still very far from where we need to be to have 

confidence that we can beat the climate crisis.

4. On a related note, what do you think are the major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in the global efforts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What are necessary to strengthen climate change related 
efforts of the global society?

I see as the number one challenge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reduction of coal use in Asia. While coal use has started to reduc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re is still a portfolio of some 100 new coal-fired 

power plants that are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 new coal 

fired power plants that have yet to come online and that risk polluting our 

air, endangering climate stability, and costing money as they will not 

produce the cheapest form of energy available for the nex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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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ing the construction of these new coal fired power plants and 

accelerating the de-commissioning of existing coal fired power plants in 

Asia is going to be politically sensitive, but central to the fight for a climate 

resilient future for humanity.

Second, serious climate impacts are already unavoidable - with over 20 

million climate refugees per year already a reality, primarily as a result of 

floods and droughts. Therefore, increasing our climate resilience, that is, 

adapting to the change that is already unavoidable is another major, and 

costly, priority. In fact, this i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frica and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Pacific and 

Caribbean.

5. I understand that GGGI’s main focus is o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facilitate them to better respond to climate change. What are the 
major issues and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deal with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Yes, we focus on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that go from small 

least developed countries with very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very 

high climate impact vulnerability to large emerging economies like 

Indones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rimarily focus on their climate vulnerability and their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We work with them to focus on solar powered irrigation and 

climate smart agriculture, nature-based solutions such as reforestation, and 

building climate-resilient affordable green housing. Large emerging 

economies in many cases must reduce their own emissions and prepare to 

adapt as well. 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and reducing coal 

use, as well as accelerating the electrification of transport through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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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es, or managing waste to resource and waste to energy programs, or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ands industry are some of the priorities we 

work on.

A new priority, where we think we can support both ou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links to trading of carbon emissions, as 

allowed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We expect Korea will be 

very interested to buy such carbon credits and many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y members of GGGI are very interested to sell. GGGI is 

currently supporting over ten member countries to prepare for such a new 

carbon market, and we believe GGGI could potentially become an important 

Carbon Transaction Platform, supporting both ou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6. I would like to have your views on Republic of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Is ROK doing alright as far as climate change is 
concerned? What kind of things does ROK need to do to improve 
its climate change policies? Also, what do you think ROK should do 
to make greater contribution to global climate efforts?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a number of important commitments 

during the last two years. That started with the Green and Digital New Deal 

to recover from the pandemic, the NetZero 2050 commitment and law, and 

then the new NDC commitment to reduce emissions by 40% by 2030. These 

commitments have put ROK into the position of a climate leader in Asia 

- and the focus should now be on implementation - delivering on these 

promises, which will not be easy.

International ROK, with China and Japan, have committed not to fund any 

more coal fired power plants internationally, which was a good step. I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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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till some coal-fired power plants in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stages, with Korean support and frankly a reconsideration of such projects 

would make a lot of practical sense. There are many other green 

technologies that Korea has to offer its developing country partners, instead, 

which will provide new economic opportunities for Korea and its 

international partners. I was very pleased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sued a new Korea Green New Deal ODA Policy in July last year, which 

committed Korea to increase the green share of its ODA to the OECD 

average by 2030. As a result, many Korean ministries have increased their 

interest to develop and implement green projects as part of thei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7. Finally, please tell us if you have any other comments to make. 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view.

Let me share that I have now been in Korea for over 5 years and I am 

very happy here. I enjoy the dynamic society, the speed with which Korean 

culture has become popular around the world and the speed at which 

Koreans adopt new ideas from elsewhere. That makes me hopeful that the 

green transition that the world so urgently needs can be piloted here in 

Korea and become a Korean export product for Korean diplomacy, and will 

enjoy the same level of success as K-pop and K-dramas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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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지루한 협상 끝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이제 홀로서기를 강요당

하고 있다. 그 홀로서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향후 

영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관계를 본고의 주요 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에, 영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있어, 외교 안보 및 경제 분야 상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천착하고, 그 과정에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하는 

영국이 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

를 고찰하겠다.

Ⅰ. 브렉시트의 배경 

유럽 통합사에서 국의 탈퇴는 전 미문의 사건이다. 1973년 공동체 가입 

 외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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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합의 여정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 국은, 비록 유럽연합의 통합 
여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1) 그러나 리즈본 조약 체
결 이후 개정 된 50조에 의해 생각지도 못한 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발생하

다. 1973년 유럽 공동체를 가입한 이후 줄곧 유럽 회의주의자의 본상이었던 
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중 51.9%가 유럽 연합 

탈퇴를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이에 국 정부는 2017년 3월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국의 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다.

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물론 유럽연합과 국은 
2017년 6월부터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는 1차 합의안에 
성공하 고, 그 후 2018년 11월에는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
도 도출하 다. 그러나 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역내 지역뿐만 아니라, 국의 

외 정책 및 위상에도 전 미문의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당초 
국의 EU 탈퇴는 탈퇴 통보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로 합의 된 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후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표결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 유럽연합 탈퇴의 여정은 지체되었고, 이 후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3년 6개월 긴 여정 끝에 드디어 2020년 1월 10일 유럽연
합 탈퇴 법안(Brexit Withdrawal Bill)이 국 하원을 통과되면서, 그 해 1월 
31일 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지루한 협상 끝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국은 이제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 홀로서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향후 국
의 외 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관계를 본고의 주요 논제로 삼고자 한다. 이
런 목적 하에, 국의 외 정책 변화에 있어, 외교 안보 및 경제 분야 상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천착하고, 그 과정에 포스트 브렉시트 시 를 맞이하는 

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향력을 가질 것인지를 고찰하
겠다.

 1) Menno Spiering (2004). “British Euroscepticism,” in Euroscepticism: Party Politics,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Integration, eds. Menno Spiering and Robert Harmsen, 
Amsterdam and Atlanta, pp. 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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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외교적 변화와 과제

유럽연합을 탈퇴 한 후 국의 외 관계 변화의 주된 논의는 국의 내외 
위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국의 정치⋅외교적 
향력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국 정가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 적절히 응하기 위한 국의 전략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자신과 긴 한 관계를 가졌던 연방 국가들과 다시 연계를 강화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의 식민지 고, 탈식민지 과정에서 독립되었
지만, 여전히 국과 특수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 륙 등에 한 투자를 
확 함으로서, 향후 협소해 질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연방 협력 강화 의견은, 전통적인 제국 시절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식민지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아프리카 등을 통하여, 유
럽연합의 향을 체하는 방안은 아프리카의 경제적 잠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과 하게 평가된 면도 있다. 물론 국의 공급 관리 망이 변화하고 있고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물품들이 연방 국가의 그것들로 체되는 경향도 있지
만, 이와 같은 노력 그 자체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보수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기부터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세계적 
위상 저하를 연방과의 연  강화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의 향후 유럽연합과의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점도 주
목해야 한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실제 협상의 전반부를 맡았던 메이 국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주요 회원국 및 유럽연합과 안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에 중동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해 적극
적으로 논의하 고, 동시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 긴장 및 베네수엘라의 민
주적 이양에도 관심을 보 다. 특히 2018년 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구소련 
스파이에 한 독살 사건 등에 한 공동 처 및 협력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공동외교안보 틀이 아닌 새롭고 체적인 틀 속에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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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성 안보 분야에서 국의 향후 입장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도 군사적으로는 NATO에 잔류하는 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부상되었다. 탈퇴 이후에도 

국의 NATO 회원국 지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향후 안보 지
형상의 급속한 변화는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최우선인 현 

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는 국방정책에 한 
적극적 행보는 기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NATO 회원국 중
에서 국과 같은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함께 향후 국의 지역 안보에 있어서
의 향력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대외 경제 관계의 변화

국은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을 표방하면서 
전 세계를 상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한 점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국제 사회에
서 나름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다. 물론 보다 글로벌 한 국
의 경제 지형이 어떻게 추구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 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 의제는 유럽연합 역내 
외에서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큰 틀 속에서 자신의 미래 관계를 어
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한 문제와 귀착된다.3) 예를 들어, 국
이 2016년 7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 한 후 국은 자국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 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전담할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를 창설하여, 포스트 브
렉시트 이후의 국의 외 경제 관계를 비하 다. 또한 이런 큰 틀 속에서 

 2) ERIK BRATTBERG (2020), The E3, the EU, and the Post-Brexit Diplomatic Landscap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House of Commons, Continuing application of EU trade agreements after Brexit First 
Report of Session 2017-19,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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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를 추진하 고, 이 후 국은 워싱턴과 동경, 서울 등 주요국에 통
상 정책관등을 파견하 을 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상도 적극
적으로 추진하 다. 그 결과 2021년 7월 기준 67개국과 3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발효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보 다.

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할 수 있
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할 상 국이 이미 유
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기 때문이다. 즉, 국은 이들과 새로운 형
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체결 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
정을 준용했다는 점 등이 이들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비록 국이 유럽연합의 품은 벗어났지만 국은 역외 
국가들과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무난히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을 연장하는 방식은 향후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효하는 시기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국 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또한 미국 트럼프 행
정부 등장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논조가 급속히 국제 경제 관계를 점철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국의 ‘Global Britain’ 전략이 제 로 표방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국은 아시아 지역의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과거 유럽연합 내에서 체결 된 자유무역 
협정이 상당부분을 승계되었고, 특히 일부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기존 방
식을 활용하 다. 그러나 이런 협상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새로운 협의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협정 말미에 별도 부록을 첨언하여 향후 관계를 보완하는 
형식을 채택하 다. 이러한 형태의 미래 경제 관계 정립은 그 속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향후 협정의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요 장
애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국과 새로운 무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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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을 역외 국가들은 새롭게 반 될 사안을 기존 협정문에 반 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유럽연합과 같은 거  경
제 단위와는 그 규모나 향력이 비행 상 적으로 미약한 국이 과연 지금까
지 유럽연합 역내에서 누렸던 같은 수준의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역 그럴 경우 국이 협상에서 과거의 우
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는 향후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브렉시트가 결정 된 이후, 국이 EU 탈퇴에 
맞춰 추진했던 부분의 무역협정이 무난히 발효되면서 과거 국과 새롭게 
진행될 무역 관계에 해 가졌던 의구심이 조금씩 불식되고 있다. 동시에 이젠 

국은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 고, 향후 관계를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기반해 발전시키기로 합의하 기에 국과 유
럽연합 그리고 국과 새로운 경제 관계를 맺을 제삼국과의 관계도 다소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일 거란 전망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둘째, 경제 관계의 변화와 함께 향후 유럽연합과의 노동자 이주 문제도 중요
한 의제이다. 향후 유럽연합과 국 간의 양자 관계에서 과거 공동시장에서 
허용되었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승수효과가 지속 될지
는 의문이다. 즉, 현재 양 지역 간 노동자의 이동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이동은 
과거와 같은 양태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은 이제 유럽연합의 공동
시장의 일원이 아닌 이상, 국과 유럽연합 간의 노동자의 유입은 점진적으로
는 감소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 결정의 최  원인 중 하나가 이민자의 거 
유입에 한 정치 문제화(politicization) 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예상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다. 그리고 실제 합의 된 브렉시트 협상 안에 따르
면,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권 취득 권리를 부여받지만,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5년이 될 때까지만 국 내 체류를 허용하
는 안이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그 간 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 누렸
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브렉시트 이후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일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급격한 변화와는 달리, 여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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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부족한 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건축가 및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직 직군에 해서는 상호 자격 상호인증 제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고, 실제 국과 유럽연합 
간의 미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 

Ⅳ.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함의

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런 기회의 창축과 동시에, 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EU 회원국으로 누렸던 경제 및 통상 특혜의 상실을 만회
해야 하는 짐도 불어나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과 양자협정으로 체하게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역 FTA인 포괄
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도 시도하 다. 

이런 노력의 일환중 하나인 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브렉시트 결정 초
기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국과 제 삼국과의 미래 경제 관계는 기존의 유럽연
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상당부분 승계하 고, 그런 연장선에서 본 협정 
가입 신청도 진행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2021년 6월부터는 CPTPP 회원국과 
본격적인 가입절차를 논의하 고, 그 결과 EU의 FTA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분의 CPTPP 회원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마무리하 다. 

안보 분야에서의 관계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21년 9월 15일 국은 미
국과 호주와 함께 삼각 군사동맹인 AUKUS를 창시하 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국 실현이란 새로운 외교 및 안보 정책 노선을 선보이고 있다. 오커스를 통
한 국의 외교 안보 분야의 입지 강화의 노력은 다음 세 가지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브렉시트 이후 국이 새로운 형태
의 군사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한 응의 일환으로 자신의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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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이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 
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양자통신을 활용해 해저케이블을 보호하는 등의 실질적
인 협력과 그에 부합한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
역 패권이자, 국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4) 

동시에 국은 AUKUS 조약을 통해 Global Britain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를 배치하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좀 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도 감행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런 시도는 
중국의 반 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향력을 증
하는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중국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경제제재, 사이버 전쟁 또는 
군사작전 등의 형태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안보 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립하는 신
냉전 체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런 구도 속에 국의 참여
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국은 여전히 인도 및 태
평양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고, 따라서 오커스에 참여하더라도, 
오커스 동맹의 약한 고리로 남일 수 있다. 그럴 경우, 향후 ⋅중 간의 관계
가 자아(self)와 타자(other)를 적 시하는 냉전 기간 유행했단 타자에 한 
담론(othering discourse)로만 점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포스트 브렉시트 이후 시 ,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4) https://www.institutmontaigne.org/en/blog/aukus-golden-opportunity-global-britain 
 5) https://www.aspistrategist.org.au/will-aukus-cement-global-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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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첫째, 안보 분야에 한 시사점이다. 한국은 기존에 구축하여온 
NATO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국과의 향후 협력 채널을 유지 
및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민국 해군은 아덴만의 해적위협에 

응하기 위해 과거 NATO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앞 지역
에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상선을 호위하기 위한 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비록 이런 형태의 안보 협력이 통념적 의미의 경성 안보 협력은 아니지만, 오
늘날 새롭게 주목 받는 평화 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이런 
형태의 평화 유지 활동 협력이 향후 외 안보 분야의 주된 방법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경우, 우리는 향후 국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수 있게 된다. 

양자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 안보 협력에 한 미래 청사진을 논의할 
필성도 있다. 현재 국이 새롭게 구축하고,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중
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 안보협력체인 AUKUS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미국과 서양 관계를 중시하는 국과의 
독자적 형태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오커스 동맹
을 새로운 축으로 하는 군사 안보 협력을 이런 연장선에서 논의하는 것도 동시
에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군사 안보 분야에서 AUKUS 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나 기  효과는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핵전력에 
있어 비 칭성이 더욱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오커스 동맹의 연계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오커스 동맹 내에서는 미국, 국 및 호주 간의 핵잠수
함 기술을 상호 지원 논의하고 있다. 만약 이런 핵에 관련한 방어 능력이 한반
도에도 확장 적용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북 관계 및 동북아 안보를 논
의함에 있어 중요한 안보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그럴 경우, 향후 국도 참여
할 수 있는 오커스 동맹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은 우리의 국가안보 진작에 새
로운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도 현재의 우리의 경제 지도를 확장시키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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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이 비록 유럽연합을 탈퇴하 지만, 그동안 
국이 보여 주었던 자유주의 무역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과 유럽연합과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정신에 입
각한 상호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
이 유럽연합의 공동시장을 탈퇴하 고, 그래서 우리가 향후 국과 지금까지 
유지해온 형태의 한국- 국-유럽연합의 삼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래서 현재로는 유럽연합과 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투트랙 접근법
에 근거한 전략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연합과는 기존의 자유무
역협정의 틀 속에서 향후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국과는 큰 틀에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향후 국이 미래 관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한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후 현재 양자 간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변형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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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관계 65년의 성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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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 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객원교수, 전 주터키총영사

 

국문초록

2022년은 한국과 터키가 1957년 3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그간 상호 신뢰, 민주주의 가치,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은 한국과 터키가 65여 년간 축적한 성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전개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양국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측

면-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영역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한⋅터관

계의 추이를 고찰하는 이론적 틀로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해석⋅규명하는 역사

적 접근방법과 관계사의 전 역동적 과정을 사건-국면-구조라는 역사적 경로에 

비춰 관계의 추이를 설명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양국은 터키군

의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형성된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둘째, 양국은 정치ㆍ역사적 현안이나 갈등 없이 경제통상 협력에 주력하

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셋째, 양국 관계는 20년 주기로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중핵 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OLU-2250002).

 외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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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경험칙에 비추어,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새로
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Keywords: 한⋅터관계, 한국전쟁, 교역과 투자, 한류, FTA

Ⅰ. 들어가며

2022년은 한국과 터키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터키관계(한⋅터관계)는 1957년 국교 수립 이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
로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사실상 두 나라 관계는 국교 수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8월, 터키가 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터키
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은 터키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의 양자관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터관계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한국전쟁과
의 인연 때문에 두 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분야에서 긴
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터키가 65년 여간 축적한 성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전개
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양국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측면-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역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한⋅터관계의 추이를 고찰하
는 이론적 틀로 역사적 맥락에서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해석⋅규명하는 역사
적 접근방법과 관계사의 전 역동적 과정을 사건-국면-구조라는 역사적 경로
에 비춰 관계의 추이를 설명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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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정치 차원의 양자 관계

1. 냉전체제 속 국교 수립(1957)

한⋅터관계의 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터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여단급 규모 이
상으로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UN군의 주축이었던 미국을 제외하고 국, 캐
나다, 그리고 터키가 유일했다.1)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터키는 소련
의 군사적 위협에 응하기 위해 북 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
(1952.2.18)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유럽 집단안보체제에 편입됐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4년이 채 안 돼 터
키와 빠르게 국교를 수립했다. 한국이 터키와 국교를 수립한 것은 냉전 시  
자유주의 진 과 공산주의 진 의 립 관계에서 미국에 국한된 진 외교의 
결과 다. 1950년  미⋅소 양  진 과의 립체제에서 아시아의 동서 양단
에 있는 한국과 터키는 반공주의 첨병으로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며 미국
과 수직적 관계에서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1950년  반공 전선의 중심축인 
미국의 경제원조 체제에 편입된 한국과 터키는 1957년 3월 8일 국교를 수립
했다. 이처럼 제2차 세계 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형성된 냉전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양국 관계를 기본적으로 구조화하는 틀이 되었다. 그 구조는 
미⋅소 간의 긴장이 완화된 1960년  말부터 시작된 데탕트(Détente) 시기
까지 유지되었다.

2. 안보 영역의 군사동맹 시기(1957∼1980)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접촉은 1960년  들어 시작됐다. 1960년  양국관
계는 주요 인사교류가 여섯 차례에 그칠 정도로 매우 소원했다. 외교부 개황

 1) 국가보훈처,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서울, 200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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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을 보면,2) 한국 측에서는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김성은 국방부 장관,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이효상 국회의장 등 총 네 차례 터키 방문이 있었고, 터
키 측에서는 의원 친선사절단과 하원의장 등 단 두 차례 방한이 있었다. 터키
는 1960∼1970년  두 차례 군사 쿠데타 향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처했고, 한국은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거쳐 박정희 정권이 경
제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으므로 양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밖’의 문제보다는 
‘안’의 문제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1960년 는 주한 터키군의 철수문제가 양국 간 처음으로 외교 문제로 등장
했다. 이 시기 터키로서는 그리스와 결해야 하는 키프로스 문제가 불거진 
때 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자 터키와 태국은 1개 중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다. 터키와 태국군의 잔류는 주한 유엔사령부의 존재 명분을 상징했
다. 외교부의 공개 외교문서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1962년에 주한 터키군 철
수계획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3) 주한 터키군의 철수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외교교섭이 한국⋅터키⋅미국 등 삼각관계에서 긴 하게 이뤄졌다. 결국, 터
키는 중  병력을 철수시키고 1966년부터 의장  11명만을 상징적으로 한국
에 주둔시켰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주한 터키군의 철수
를 실행한 것은 1960년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터키의 국내 정치 상황도 원인
을 제공했지만, 경제 차원의 이익을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터키의 외교정책 변화에도 원인이 있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은 터키와
의 관계 개선 모색을 시도했고 1960년 는 터키와 그리스 간 양자 문제가 지
역과 국제문제로 비화한 키프로스 문제4)를 계기로 터키-소련 관계가 반전하
는 전환점이 되었다. 

 2) 외교부. 터키개황 (서울, 2018), p.98 & 102.
 3) 이희철, “주한 유엔군 참가 터키군의 철수문제를 통해서 본 한⋅터키 관계 회고,” 외교

제85호 (2008), p. 121.
 4) Aylin Güney, “The USA’s role in mediating the Cyprus conflict: A story of Success or 

Failure,” Security Dialogue Vol.35, No.1 (2004), 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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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싸고 터키와 그리스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등 
강 국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립하는 상황에서 1970년 8월에 한국의 중동 
사절단이 키프로스를 방문했다. 한국의 중동 친선사절단이 키프로스 방문 시 
터키계 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1년 6월, 터키는 주한 유엔군
에 상징적으로 주둔하고 있던 의장  11명을 최종 철수시켰다.5) 터키군 의장

 철수로 한국과 터키는 한국전쟁 체제하의 21년간의 군사적 외교 관계를 일
단락 짓게 되었다. 한국과 터키, 두 나라는 친서방정책을 외정책의 기본노선
으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1970년 에도 외교적 활동 공간이 넓지 않은 양국 
관계의 소원화 경향은 이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3. 탈냉전 신자유주의 시기(1980∼2000)

1960∼1970년  조용하고 건조하게 지나던 양국 관계는 1980년  들어 
‘기지개’를 펴는 조짐이 일어났다. 1980년 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군사패
권을 위해 핵 군비 경쟁을 강화하여 소련과의 신냉전을 재개하고, 경제에 
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본격화된 시기다. 1980년  한국과 터키에서 출범한 정부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포기하고 세계화로 변되
는 신자유주의를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터키의 케난 에브렌 통령이 수교 
이래 터키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1982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했다. 그리고 4년 후인 198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경제통이자 터키 경제
성장 모델로 한국을 지목한 외잘 총리(내각책임제 수반)가 방한했다. 에브렌 

통령과 외잘 총리의 방한은 양국 정상의 최초 관계 형성이라는 면에서 한⋅
터 관계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다. 혈맹관계라는 태생적 
특성을 갖고 출범한 양국 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발전 모색기를 지나
게 되었다.

 5) Selçuk Çolakoğlu, “Turkey’s East Asian Policy: From Security Concerns to Trade 
Partnerships,” Perceptions Vol. XVII, No. 4. (2012), p. 136.



198   외교, 제141호 (2022.4)

4.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WTO) 시기(2000∼2020)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전개되자 개방적이
고 포용적인 통상정책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한국과 터키는 주
요 교역 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0년  들어 양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재정구조 및 경제 체질을 기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다자무역체제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새천년 벽두인 
2001년에는 우리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계약 성공이라는 쾌
거를 이뤘고,6) 다음 해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양국 국민 간 조성된 
우호 감정은 양방향 관계 형성을 급진전시키는 데 효자 역할을 했다.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서 
2005년, 노무현 통령이 터키를 공식 방문했다. 한민국 통령의 터키 방
문은 터키군의 한국전 참전 이래 55년 만이었고, 수교 이후로는 48년 만이었
다. 노무현 통령의 터키 방문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역사적 방문
이라는데 의의가 있었고, 양자 관계의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
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와 노무현 통령의 상호방문 
이래 양국 정상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양국 정상 간 교류와 K9 자주포와 기본훈련기 KT-1 수출로 
터키가 일약 한국의 최  방산 수출시장으로 부상되면서 관계증진 과정은 탄
력을 받고 진행됐다. 

양국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2012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범주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해 이명박 통령과 압둘라 
귈 통령이 전통적 혈맹관계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전통적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
기로 합의했다. 국교 수립 이후 55년 만에 양국 관계가 처음으로 공식 규정되
었고, 양국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협력 목표와 범위의 수준이 양자 차원을 

 6) 주이화, “방산물자 수출시장 선정연구: K9 자주포 사례,” 무역학회지 제44권 제3호 
(2019),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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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세계차원으로 확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은 양국 관계발전의 
이론적 토 를 마련해 주었다.

2000년 이후 한국과 터키 관계는 탈규제, 자유화, 정보화 향으로 다국적
기업⋅비정부단체⋅언론⋅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역 행위자들의 향
력이 급속도로 확 되면서 성장했다.

Ⅲ. 국가적 차원의 양자 관계 

1. 경제⋅통상 관계

가. 차별화된 경제성장 정책(1950∼1980)

한국은 터키와 일찍이 수교하 지만, 수교에 따른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기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1980년 까지 교역이나 인적 교류는 매
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 성장계획을 시행한 데 반해, 터키는 1960년 수입 체 산업화정책
과 계획경제의 길을 열었다.7) 양국은 각자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개
발에 매진하고 정치⋅경제 면에서 제도적인 역량과 정책의 차이로 협력할 기
회의 역이나 이익을 기 할 수 있는 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된 외
교문서에 따르면,8) 한국은 1950년  말 터키에 상품을 수출하려고 시도했다. 

1958년 정일권 사는 한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는 
데 터키에서 열리는 이즈미르 국제박람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7) Fikret Ceyhun, “The 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in Turke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18, No. 3 (1988), p. 335.

 8) 상기 외교문서는 1958년 6월 18일 자 정일권 사의 이승만 통령 앞 보고문과 10월 
8일 자 이승만 통령의 지시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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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에 건의했고, 이승만 통령은 재떨이와 고무신을 팔 수 있는지 알아보
라고 지시했지만, 이 통령의 하야(1960.4.26)로 후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1965년에 터키에 14,000

달러 수출에, 2천 달러 수입으로 교역을 시작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비
료, 수입 품목은 잎담배로 터키 수출입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국에서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된 1970년  후반에는 한국의 터키 수출이 증가했다. 

1970년  중⋅후반에 한국의 터키 수출이 급증한 원인은 터키의 수입 체
정책과 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과 수출정책 등 양국 정책 간에 상호 보완관
계가 조화된 결과 다. 

나. 한국 대기업의 터키 진출(1980∼2000)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들어서
이다. 1990년  초반 김 삼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정책으로 국제적인 자유화 
물결 속에서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한국 기업은 1990년 부터 
낮은 임금과 각종 혜택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능을 이전하기 시작했는데,9) 우
리 기업에 새롭게 떠오는 시장이 터키 다. 양국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으로 
한국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1984년 12월 삼성전자를 시작으
로 금성사⋅현 종합상사⋅ 우⋅삼성물산⋅선경 등이 터키에 지사를 설치
했다.10) 한국 기업의 지사 진출은 초기 등록자본 투입이 필요 없는 민간기
업의 터키 초기 진출이었다. 1960∼1980년  중반까지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한 양국 관계의 패턴은 1988년 서울 올림픽개최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동했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과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려는 터키의 요구(needs)가 

 9) 문종철⋅조현승⋅고 , 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유턴 가능성에 
한 연구 KIET 산업연구원 (2014), p. 57.

10) 외무부, 터어키공화국 개황 (1993),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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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맞아떨어지는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1989년 11월 
삼성전자가 터키 이즈미르에서 컬러 TV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됐고 이
어 1990년에는 한국의 현 자동차가 터키에 처음으로 수출되었다. 1996년 1
월 터키-유럽연합(EU) 간의 관세동맹 협정 발효는 한국 기업의 터키 투자
에 관한 관심을 증 시켰다. 1997년 10월 현 자동차의 합작공장진출과 
2000년 5월 LG 전자의 에어컨 생산 합작투자는 터키 시장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에 매우 의미 있는 투자이자 양국 간 경제교류확 의 신기원이 
됐다. 

다. 양자 관계의 확장과 다변화(2000년 이후)

2000년  들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확 한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자유
무역협정(FTA)이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됐고, 2018년 8월 
1일에는 한⋅터키 FTA 구조의 하나로 서비스⋅투자협정도 발효되었다. 

2000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통상 분야에서 긴 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한⋅터관계는 양국 지도자의 인적 요인과 FTA 체결의 향으로 만
들어진 새로운 국면에서 경제⋅통상과 투자⋅스포츠⋅관광⋅문화교류가 활
성화되었고, 원전⋅방산⋅교육⋅보건⋅제약⋅석유화학⋅건설⋅통신기술⋅
농림⋅세관 등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졌다. 특히 2010년 는 
터키공화국 창건 100주년(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르도안 통령의 강력
한 정치적 리더십이 동원된 터키 정부의 형 국책 사업(유라시아 해저터널, 

제3 보스포루스 교, 차낙칼레 교)에 SK E&C, 림, 현 건설 등이 참여
하여 터키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 외연이 한층 넓혀졌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7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0년  들어 급격히 
성장했다. 우리의 터키 수풀품목은 플라스틱류, 유기 화학제품, 고무류 등 
부품 소재인 중간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터키의 중간재 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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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6∼2019년 평균 전체 수입의 73.2%를 점하는 특징으로 볼 때,11) 상호
보완적인 산업⋅경제구조에 기인한다. 2000년  양국 간 교역의 경우,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은 2002년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
고 있고 한⋅터 FTA가 발효된 2013년 이후에 다시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
다. 양국 간 교역량은 2000년 12.5억 달러에서 2010년 43.2억 달러, 2020년 
68.6억 달러로 20년 동안 448% 증가했다. 우리의 터키 교역은 급속한 신
장세를 보이지만, 한⋅터관계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는 양국 간 최  통상 현
안이다. 우리가 터키와 교역을 시작한 이래 터키 무역수지 흑자는 만성적인 
상태로 계속됐다.

<그림 1> 한국의 대(對)터키 수출⋅수입액 (1970∼2020), 자료: KOSIS

우리 기업의 터키 투자는 1980년  초반 이후 기업을 필두로 하여 자
동차⋅제철⋅전자⋅섬유 등 분야에서 제조업 위주로 생산시설을 운 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현 자동차, LG 전자, 포스코 등의 진출은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 양국 간 투자는 2000년까지 

11) KOTRA, 국별진출전략 터키(202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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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방적인  터키 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
업 육성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2000년 이래 제조업⋅도소매업⋅
건설업⋅의약업 분야에서 우리의 터키 투자는 계속됐다.

2. 사회⋅문화 관계

가. 인적 교류

최근 한국과 터키 양국 간에는 정부⋅기업⋅민간 분야에서 상 를 형제 또
는 형제국가로 언급하는 데 서슴지 않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
과 터키에서 상 방을 ‘형제’, ‘형제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상 방을 형제, 형제국가로 활용하는 정도는 터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처
럼 한국과 터키 사회에서 ‘형제국가’라는 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편의적으로 소환되어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관계
에서 관념적인 형제애를 강조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희화화되는 부정적 이미
지를 낳을 수도 있지만, 한⋅터 국민 간의 형제라는 심리적 공유감은 의사소
통 기반으로서의 공통감(common sense)으로 양국 간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친근감에서 얻어진 독특한 특징이다. 

1970년  말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정부 관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
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양국 간 교역량 증가와 평행하게 2000년  
들어 인적 교류가 급속히 확 되었다. 터키 통계청과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
르면, 1992년 터키를 방문한 내국인은 3,959명이었으나 한⋅일 월드컵이 열
린 2002년에 4만 명 에 진입했다. 2006년에 10만 명 를 돌파하고 2014년
에 20만 명 에 진입했으나 2016년 터키 쿠데타, 2017년 테러 사건 등으로 
3년 연속 10만 명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에 20만 명 를 회복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5,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터키를 찾은 내
국인 수는 2000년 22,000명 수준에서 2019년까지 20년 동안 약 10배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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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기준 한국인의 터키 방문객 수는 전체 방문 국가 중 43위를 차지
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한 터키국민은 1985년 560여 명에서 2000년 5,800

명을 기록했고 2010년 16,000명 에 진입한 후 2019년 31,000명 수준을 기
록했다. 한국을 방문한 터키국민은 터키를 방문한 한국민 수의 매년 10∼25% 

수준에 그쳤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터키 수출액, 수입액의 비중과 비슷한 
추세를 보 다.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진화는 방문객 증가 외에도 유학생 교류와 한국⋅터키
국민 간 결혼에서도 나타났다. 터키 고등교육위원회(YÖK) 통계자료에 의하
면, 터키 학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 수는 2013∼2014년 학사 연도에 144

명에서 2019∼2020년 학사 연도에는 215명으로 2013∼2014년도 비 49% 

증가했다. 반 로 우리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에 유학한 터키 
학생 수는 2010년 126명에서 2019년 346명으로 2010년 비 1.7배 늘었다. 

다시 KOSIS에 의하면, 한국⋅터키국민 간 결혼(체류자격 F-6-1)은 2011년 
6건으로 출발하여 2016년 108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2020년 242건
으로 10년간 누적 1,115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국적 여성이 터키 
국적 남성과 결혼한 건수는 656건, 그 반 의 경우는 459건이었다. 

나. 한류

한⋅터관계사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 한⋅
터키 FTA라면, 민간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급속히 연결한 결정적인 도화선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이었다. 터키에서 한류가 
시작되기 전, 터키국민에게 한국은 주로 한국전쟁,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
고 2002년 월드컵 3⋅4위전에서 보여준 명승부 장면과 연동되어 인식됐
다.12) 2005년 터키 국 방송(TRT)이 역사극 해신을 처음 방 한 이래 장

12) 유정숙, “터키 한류 심층분석,” 한류나우 Vol. 2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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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궁⋅선덕여왕⋅주몽⋅이산⋅상도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선도했다. 터키에서 드라마 한류는 한국전쟁 다음으로 한국에 한 연상 이미
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한국 원작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2011년부터 수십 편에 달하는 한국 드라마가 터키에서 리메이크되어 인기리
에 방 됐다. 터키 내 최  한류 팬클럽인 ‘코리아 팬스’를 따라 개설된 다수
의 한국문화 팬클럽사이트들이 경쟁하듯 한국의 드라마⋅ 화⋅예술⋅역사⋅
언어 등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터키에서 한류 열풍이 절정에 달한 2011년 앙카라에서 ‘한국문화원’의 개
원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터키국민들의 한국에 한 호감도가 퀀텀 점프하는 
계기가 됐다. 드라마와 음악(K-pop)으로 시작한 한류 열풍은 한류 이미지와 

접하게 연계된 음식⋅미용⋅관광⋅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 다. 

터키에서 일어난 한류 열풍은 터키국민의 한국과 한국 상품에 관한 인식을 높
여주었고,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화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
질적인 쌍방의 문화교류가 일어나는 창구 기능을 했다.13) 2017년 2월 터키 
교육부가 한국어를 초⋅중⋅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2외국어로 채택한 것
은 한류 열풍의 의미 있는 결실이었다. 

Ⅳ. 결론 및 전망

한⋅터 간 국교 수립 후 현재까지 65년에 이르는 기간에 양국 관계는 략 
20년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초기 첫 
단계는 관계발전 모색기, 두 번째 단계는 실질적 협력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는 관계 심화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계 20여 년은 경제⋅통상 교류가 작은 

13) Oh Chong-Jin and Chae Young-Gil, “Constructing Culturally Proximate Space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ase of Hallyu (Korean Wave) in Turkey.”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Uluslararasi İlişkiler (201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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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시기로 터키 외교는 정부 행위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양국 관계의 
토  구축기 다. 두 번째 단계인 20년 기간의 시기에는 터키를 생산기지로 
평가한 한국의 기업이 터키에 진출하 으나, 터키 기업의 한국 진출이 없
어 양국 관계는 한국 측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20년 기간은 양국 관계가 양방향에서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시기 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한류, FTA 협정이 양국 간 교류를 증폭시키는 촉진제
가 됐다. 양국 관계의 범위도 크게 확장되어 비정부 행위자인 민간 부문의 참
여와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 됐다.

양국관계사에서 20년 주기로 관계적 국면이 전환되는 경험칙이 생겼지만, 

기술 발전이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변화의 주기도 갈수록 짧
아지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한⋅터관계에서도 새로운 변곡점으로 지나는 속
도가 빨라질 것이다. 한⋅터키관계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만,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의 추동력
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더해 2022년과 2023년은 한국과 터키에서 
각각 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있어 양국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
께 미래지향적 협력 틀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터키의 권위적인 정
부가 재집권하던, 야당 진 이 집권하던 터키 국가의 특성상 권위를 중시하는 
정부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점, 역사적 중요한 관계 변환기에 양국의 공동 리
더십이 관계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온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은 새로운 차원의 양국 관계발전에도 향을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터관계도 한 단계 도약을 향한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패러
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전통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역, 다자 등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국 간 관계가 2012년에 전략적 동반
자 수준으로 격상되었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시 에 한⋅터 간 
글로벌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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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함께 지금까지의 관계발전에 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기
존의 통상과 인적 교류의 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협력 패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국가 간 우
호 관계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지만, 터키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성장하면
서 방산분야에서 터키의 기술추격을 보는 바와 같이 터키가 ‘협력국’에서 ‘경
쟁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외교광장

◆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211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14)

장 시 정

전 주카타르 대사

 

작년 11월 글래스고 유엔기후회의에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고 한 결정에서 보듯이 에너지전환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세계적인 세로 자
리 잡았다. 앞으로 전력 생산이나 운송,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원을 과거 석탄
이나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태양, 물, 바람 같은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
지로 옮겨가는 큰 틀에서 에너지전환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다만, 화석연료
를 감축, 퇴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없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 시까지는, 화석
연료와 그리고 이것을 체할 재생에너지 또는 원전 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믹스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2월 초 유럽연합은 새로운 ‘택소노미(taxonomy)’ 선택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

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프랑스다. 프랑스의 국  원전기업인 EDF는 
프랑스 국내에 56기의 원전을 운 하는 외에 핀란드, 체크, 폴란드, 국에서 

* 한국외교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2-3> (2022.2.24) 게재

 외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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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건설 중이다. 기존의 프랑스 내 원전들은 40년 이상 노후한 설비로서 
개보수에만 1,000억 유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건설 
February 24, 2022 ⅩⅩⅡ-3 중인 원자로의 건설비용도 당초 30억 유로이던 
것이 지금은 100∼200억 유로로 늘었고, 공기도 각각 10년 이상씩 연장되어 
EDF는 이미 파산 상태이지만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최  수천억 유로의 
유럽연합 녹색자금이 투입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크롱 통령은 지난 2월 초 미국의 GE로부터 프랑스의 EDF가 재인수한 
벨포르의 원전 터빈 공장 근로자들 앞에서 앞으로 최소 6기의 원전을 새로 짓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  14기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7년 취임 초 자신의 임기 중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두 
배로 늘려 전력 생산의 3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실종되고 
말았다. 신 그는 40년 수명으로 설계된 원전을 50년 이상 가동하겠다면서 
원자력과 함께 위 한 산업국가의 광을 재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4월
에 선을 코앞에 둔 그에게는 이 선택지 말고는 다른 안이 없을 것이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5년 사회당 정부 때부터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
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독일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포함하는 이번 ‘택소노미’ 개정 조치에 당
초에는 반 하는 입장이었다. 30만 명이 반  청원을 할 정도 다. 작년 12월 
출범한 독일 신정부는 기존의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예정 로 올해까지 
22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거 확 하여 에너지전환을 흔
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사회적, 생태적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신정부의 경제
장관과 환경장관도 녹색당 인사가 맡고 있다. 녹색당은 1980년  초 원전을 
반 하면서 사민당에서 독립해 나온 정당이다. 이들은 원자력을 여전히 위험
하고 비싼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
을 가로 프랑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독일은 신속한 석탄 퇴출과 단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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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효율적인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유럽연합의 쌍두마차에 의
하여 녹색에너지라는 새로운 상품 라벨을 붙이게 되었다. 이제 프랑스와 독일
은 기후중립적인 산업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공통 목표에도 불구, 구체적인 에
너지믹스에서는 이렇듯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재생에너지 확
충 신 기존의 원존으로 유턴하겠다는 ‘원전 르네상스’이고 다른 한 쪽은 
‘제로 원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전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 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에서 가동, 건설 중인 원전 28기에 
한 예비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달 만에 고리 1호기를 구 
정지하 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사를 중단하 다. 원전의 반이 몰려있는 경
북 지방에서만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이 28조 원 라는 연
구 용역 결과가 나왔을 정도다. 그럼에도 독일과 같은 ‘제로 원전’ 선택은 과
연 타당한 것일까? 우리의 에너지 여건과 환경은 1980년 부터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온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하다. 에너지전환
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탈원전은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한 충분한 고려와 구체적인 책을 결여한 채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성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보인
다. 

2014년부터 함부르크에서 격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 라는 풍력박람회에
는 수천 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당시 함부르크 주총리로
서 이 풍력박람회의 주최자이기도 했다. 함부르크에서 헬기로 1시간 내 거리
에 위치한 북해 해상풍력단지에는 60층 빌딩 규모의 타워에 A-380의 양 날
개 길이를 가진 풍력터빈들이 들어서 있다. 독일은 이미 2011년에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고, 2014년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에너지 역사상 신기원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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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런 만큼 독일인들의 재생 에너지에 한 확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다. 1980년 녹색당의 창당으로 독일은 세계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인기가 급상승한 녹색당의 위상을 보더라도 독일 사람들의 자연
에 한 애착과 사랑은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다음 해인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하 다.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
미 20%를 넘었기 때문에 12년이란 기간 내에 탈원전을 이루는 것이 큰 문제
는 아니었다. 하지만 원전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3% 남
짓했던 우리나라로서는 탈원전이 독일에 비하면 훨씬 큰 도전이며 그 전환 기
간이나 투자비용이 엄청나리라는 예상은 쉽게 해볼 수 있다. 그것도 이제는 
탄소 저감 목표에 맞추어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동시에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력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가스, 원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 같은 신에너지로 체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규모가 총 55만 GWh이니 이 중 90% 이상인 50만 GWh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통
갈이’하는 것이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청정성은 
뛰어나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간헐적 성격으로 전기저장장치 ESS의 확보
나, 전력망의 신규 건설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소요 기간이나 비용을 떠나서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다. 

한 나라의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고려는 무엇보다
도 현실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경제가 에너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프랑스나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그 
기존의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믹스
를 찾아야 하고 그 가운데 원전에 관한 답이 있을 것이다. “원전은 나쁜 것이
고,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다”라는 교조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
론적으로, 감축되는 화석연료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메꿀 수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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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존 원전의 유지, 확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추가해 
본다.

원전의 장점은 저탄소, 저비용, 안정성이다. 나라마다 원전의 비용 비 효
율성에 차이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나 일몰 비용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비
용 자체를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저비용이란 측면에서는 각국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유
용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원전을 줄일 경우 화석 연료에의 의존이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진다. 바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유지, 확 해 나가면서 기후위기에 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이
유이다. 

원전의 단점이라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
마에서 보듯이 치명적인 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개연성이 
매우 낮은 사고만을 우려해서 다른 많은 장점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다. 중요한 것은 원전 사고에 한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한 사회적 합의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6월 메르켈의 탈원전 결정이 물리학자로서 그의 과학적 신념에 근
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배경을 보면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하임 가우크 통령은 이 결정이 과학에 기초한 결정의 차원을 넘
어선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을 선택하지 않은 프랑스와 폴란드 같은 이웃 국
가에도 과학자들이 있다. 이 결정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내린 전략적 결
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메르켈은 뜻밖에 중적 지지를 확보할 기회가 생겼다
는 걸 간파하고 재빠르게 행동했다. 메르켈은 원전을 폐쇄하면서 녹색당의 가
장 강력한 주장 하나를 빼앗아 왔고, 이것이 그의 롱런을 결정적으로 도왔다. 

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불리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바람과 일조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다. 그
렇기에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가 높은 편이고,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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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리하다. 규모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원전 포기는 급
격한 전기요금 인상 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탈원전의 여파로 인한 
가파른 전기 요금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우리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상 적인 
기술 경쟁력 격차이다. 원전 기술은 세계적이고 수출 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경험은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재생에너지 선진국과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중국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열세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
의 산업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자명하다. 원전 강국으로서의 기존
의 기술 우위를 살려 나가야 한다. 

원전 산업은 새로운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규모 
원전의 시 는 끝났다고 한다. 발전소 간에 서로 유연하게 연계되고, 분산적 
시장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가고 있다. 원전도 소규모로 신축성 있게 운용하
는 SMR 방식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SMART 원전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더 나아가 꿈의 에너지라는 
핵융합 프로젝트도 ITER의 주도하에 참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며, 기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동시에 떠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스페인도 기존의 원자로 수명을 
경쟁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원자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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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통령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북경
에서 2월 4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데 상호 협력할 것
을 선언했다. 여기서 핵심이익이란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중국의 경우 

만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NATO, 일본, 호주 등도 우
크라이나와 만을 각각 핵심이익으로 보는가이다.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만을 핵심이익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가진 나라로 보는지 여부다. 그래서 
그 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침공 위협 시 미국이 이를 
억지 내지 퇴치해 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연결되며 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
략적 가치는 미국에게 핵심이익 수준인가?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핵과 미사일
로 무장한 북한 또는 주변국의 위협을 받을 때 동맹국인 미국은 과연 우리에

* 한국외교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2-4> (2022.2.28) 게재, 수정/보완 

 외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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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장억제를 제공하며 우리의 토와 주권을 지켜 줄 것인가?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국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핵심이익인 
NATO, 만, 한국 등 전략적 요충지역 방어에 집중해야 하고, 주변 이익 지
역에서의 분쟁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핵심이익이 아니고, 접경국인 러시아의 핵심이익이므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신 완충 지  또는 중립국으로 만드는 선에서 러
시아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아무리 부강한 강 국이라 할지라도 그 국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
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군비지출
로 무리한 확장을 계속하면 머지않아 로마제국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한 폴 케네디 교수의 명저 강 국들의 흥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통령이 ‘별들의 전쟁’을 선언하며 군비를 확장하자, 소련이 
이에 맞서서 자신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붕괴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상당수의 정책가들은 미국이 작은 주변이익까지도 지키려는 강력한 
결기를 현시점에서 보여주어야 앞으로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오늘 주변 이익인 우크라
이나를 지켜야 내일 NATO 소속 발트해 3국은 물론 만과 한국 등 미국의 
핵심이익도 당연히 지킬 것으로 전 세계가 인식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나름 로 일리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은 
신속하게 취해 나가고, 가치를 낮추는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를 감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안보외교를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QUAD)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북한 정책에도 공동보조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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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핵심동맹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안보 상황이 우리와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은 미⋅일 동맹하에서 중국과 북
한을 공통적인 위협 국가로 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 정부는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북한만을 
한⋅미동맹의 상으로 보고, 인도-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북한 정책에서
도 미국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 
부상하 으나, 한국은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켜 왔다.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처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랫동안 염원해온 
정상국가화에 매진하면서 괄목할 군사력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죽창가를 부르
며 일본타도를 외쳐온 우리나라 일부 정책가들의 의도나 기 와 완전히 상반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 당연한 미국과의 안보외교 공조
정책에서 이탈하고 있다. 즉, 중국에는 일찍이 굴종적인 3불(不) 선언을 해주
고, 최근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한 북한에게
는 한 마디 경고다운 경고도 없었다. 도리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
보리 제재에 불참함으로써, 중⋅러와 동조하여 북한 편을 들었다. 우리 스스로 
미국의 핵심동맹으로서의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격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지지나 협조를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낭만적 민족주의와 비현실적 이념으로 편향된 북한 접근정책은 우
리나라를 한반도 유사시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는 모험적인 정책
이므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중국해 유권 주장에 해서도 명목상 ‘전략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그동안 우
리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그렇
다고 중국이 우리의 이러한 배려를 감안하여 우리의 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우리와의 상호존중과 호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잘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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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해군은 서해 한국해역의 진입일수와 진입거리를 최근 
폭 확 하면서 서해의 중국 내해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과거 한⋅미관계가 긴 할수록 한국을 중시하고, 한⋅미관계
의 긴 도가 약해지면 한국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 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토 로 우리의 해역과 주권을 수호하면서, 미국이 주
도하는 해양질서와 국제법 원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핵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안보위협에 놓여있는 일본이나 호
주처럼 우리도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공
동보조를 취해야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주변동맹국이 아닌 핵심동맹국의 지위
를 회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무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안미경중을 말하며 미⋅중 간 등거리외교를 
하는 사이에, 우리처럼 중국과 막 한 무역과 경제교류를 하는 인도, 일본, 호
주, 베트남은 물론 만까지도 중국의 압력과 제재를 이겨내고 자국 안보를 
위해 쿼드에 직접 참가하거나 희망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연 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도 일본과 폴란드처럼 미국주도 연합 미사일 방어체제(MD)

에 조속히 가입하여 ‘통합억지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
협을 억지하고 방어까지 할 수 있는 MD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이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고성능 미사일
과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불과 1분여 안에 남한을 타격할 수 있게 된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어체제로는 더 이상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의 생존을 보장
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MD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처럼 핵무기가 없
는 일본과 폴란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MD 체제
에 가입했다. 미국은 아직 우리의 핵무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MD 

체제 가입은 환 하고 있으므로, 열려있는 MD 참여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정보공유는 물론 사이버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  221

하는 입체적 방어체계와 무기체계 등 모든 방면에서 상호 연동된 통합 억지체
계인 MD에 동참해야만 효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으
면 이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공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작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MD 방어체계에 들어가서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정확
하게 감지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공유해야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의 MD참여를 위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재건하는 일이 시급하
다. 다행히 2021년 3월과 5월에 각각 발표한 미⋅일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공통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만, 한⋅미성명은 ‘북한 문제’를 협력의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만해협의 평
화와 안정을 간단히 언급한 반면, 미⋅일성명은 ‘공통의 안정과 번 ’을 목적
으로 제시하면서 북한핵의 완전한 철폐(CVID), 만의 무력점령 반 , 남중
국해 도서의 불법적 점령과 국제규범 위반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향후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정상이 하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기를 기 해 본다. 

셋째, 우리나라도 유럽, 일본, 호주등과 함께 ‘경제번  네트워크(EPN)’ 

및 이를 발전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이 주도하
는 민주주의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경쟁과 협력이 혼재하는 무역과 기술 분야로도 확
되고 있다. 이 전략 경쟁은 주로 세계공급망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
국을 배제한 새로운 세계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EPN

을 결성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IPEF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 일본, 호주, 만 등 협력국들을 규합하여, 다양한 산업동맹을 추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려고 한다. 

다행히 미국은 구축하려는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리의 반도체와 전
기 배터리 산업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속도
를 지연시키면 우리는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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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급망에 합세함으로써 미국의 파트너로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자연스
럽게 확보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 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하며 시작한 구체적 이슈 분야별 ‘민주주의 동맹’ 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이를 우리의 외교 안보와 경제 기술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
이다. 즉,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핵심동맹으로서 쿼드, MD 등에 참여
를 서두르고,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핵심동반자로서 EPN 및 이를 발
전시킨 IPEF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
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 의 토 를 확
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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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최석영 저. 박영사, 2022, 376쪽)

 

최석  전 주제네바 사가 최근 출간한 최석
의 국제협상 현장노트는 환경, 통상, 국제기구, 다자
외교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자가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관
여한 주요 국제협상과 외교활동의 현장을 스케치한 
생생하고 입체적인 기록이다. 저자는 국제협상의 드
러난 외형, 그 이면의 배경,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노력, 국내적 역학관계의 작
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민국의 외교관과 협상가들이 지향해야할 방향 등
에 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시각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최석  사의 신간은 읽는 이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본인을 부각시
키기 위한 과장과 수사를 배제한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기술, 현장에 있는 것
처럼 느끼게 하는 생동감과 디테일에 한 묘사, 조금이라도 더 후세 들에게 
협상 역량과 사명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충정어린 배려
가 가슴으로 느껴진다. 국제협상이나 외교교섭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

 신간소개



226   외교, 제141호 (2022.4)

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외교와 협상의 실체
와 진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흥미있는 읽을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최석  사가 수년 전 발간한 최석 의 FTA협상노트는 필자가 지난 몇 
년간 학에서 담당한 국제협상론 강의의 주요 교재로 활용하고 있던 터라 새
로 발간된 국제협상 현장노트에도 당연히 관심이 갔다. FTA 협상노트가 한⋅
미 FTA를 비롯한 FTA 협상과정과 관련사항을 집중 조명한 기록이라면 이번
에 발간된 국제협상 현장노트는 저자의 외교관으로서의 전체 경력을 아우르는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협상과 외교활동의 기록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국제협
상의 생생한 사례들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저자는 외교사
료와 학문적 연구자료 축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간 서적을 읽으면서 특히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무엇보다 유능한 외교관, 

협상가의 면 한 상황 분석, 명철한 논리 개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헌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크게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두 가지 예를 조금 상세하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보유
하고 있던 오래전의 일이지만, 1986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
서 발효와 관련하여 CFC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 규제조치가 
그러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던 한국의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막 한 
피해를 방지한 사례를 들 수 있겠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발효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한 체물질의 생산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에게 체물질의 독점적 공
급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항구적 기술격차를 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개도국에 한 공공 체기술 또는 체물질의 지원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조기 생산 감축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가 다른 개도국의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논지를 개발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다른 
개도국들과의 협조 하에 관철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업체들은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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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가동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10년간 독점적으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 다.

간과하기 쉬운 상황을 면 히 분석하여 응 논리를 개발하여 폭발적인 파
급효과를 지닌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는 2008년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을 의미하는 ‘UU(undesignated sovereignty)’로 변경
하기로 한 것을 원상회복시킨 교섭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저자는 유독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만 UU로 표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면서 지명 표기 변경
의 경우 이를 발표하는 연방정보처리표준이라는 미국의 연방 관보체계를 찾아
들어가 조사를 한 결과, 미국 해외지명위원회가 수십 개에 달하는 유권 분
쟁지역의 표기를 표준화하여 단일 카테고리로 운 하기 위해 1년 전 UU 코드
를 신설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미국 측에 40∼50개에 달하
는 분쟁지역 모두를 UU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독도를 즉각 원상회복해 줄 것
을 요구함으로서 결국에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015년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협상에서는 저자가 미국, 중국, EU, 

일본과 같은 강 국들의 담합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협상을 하 는지 역동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9년 유엔에서의 동해 지명 표기관련 유엔회의 보고서
의 일본 편향 왜곡사건 응에 있어서는 유엔사무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
는 공관장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함으
로서 결국은 유엔사무국의 우리 요구의 전면적 수용과 문서 수정본 공식 회람, 

그리고 책임자 문책까지 이끌어낸 철저한 소명의식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는 
모름지기 한민국의 외교관, 협상가라면 국익을 위해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
감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과 교섭에 임해야 하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 하겠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는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면
을 빌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간 서적 출간의 동기도 그렇거니와 저자가 
큰 틀과 시각에서 진정으로 한국외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외교력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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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희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특히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지
식과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과, 우리 외교가 정쟁
의 상이 되지 않고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입각하여 조직과 인프라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 가지 저자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외교협상 현장의 긴장과 고뇌
의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좀 더 세 하게 현미경처
럼 묘사하고 싶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위치와 인간적 고뇌, 현실적 한계 때문에 
모자이크처럼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역동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저
히 신장된 국력과 높아진 국가위상의 덕이 컸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저자와 같은 유능한 외교관의 전문성과 역량, 애국심을 바탕으
로 한 헌신과 노력이 한국의 국가 위상 증 와 국력 신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
음을 강조하고 싶다. (홍지인 강릉원주 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빙교수, 전 주
폴란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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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토론토) 근무를 마지막으로 35년간의 외교
관 생활을 끝낸 정태인 사(이하 저자)가 그동안 자
신이 근무한 여러 나라와 지역을 중심으로 틈틈이 기
술한 글들을 모은 책자를 내었다. 저자는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에 해 역사적,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분
석하고 우리나라 국익과 연관하여 살피면서 이를 외
교적 상상력의 소산이라는 입장으로 기술하 다.

저자는 세계를 지리적 특성과 그 곳에서의 힘의 경
쟁을 기본적으로 3분하는 구도로 특징짓는 상상력을 발휘하 는데, 유라시아 

륙의 경우 동서로 길게 시베리아 포함 러시아 - 몽골 중앙아시아 초원, 소아
시아 - 중국 및 히말라야 산맥 이남 지역으로 3분하 으며, 이 륙에서는 지
중해, 인도, 중국 등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권이 형성된 이후 상당기간 
정치⋅경제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온 것을 지적하 다. 아래 저자의 상상력
을 일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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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중화민족과 북방 이민족이 각각 삼분의 일 씩 지배
하 으며, 나머지 삼분의 일은 민족 간 힘을 공유한 시 다. 특히 중국의 경
우 북방 륙세력과 힘의 경쟁을 벌여 왔으나 19세기부터는 서양 해양세력과
의 경쟁을 벌 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원, 중국북부 륙, 이동의 해양세
력과 3자구도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소련)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3자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어느 한곳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 에 따라 달랐다. 

인도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자연 방어선이 있어 안정적으로 독자 세
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북부 륙세력(무굴=몽골, 투르크)으로부터, 
해양세력( 국)으로부터 점령당한 역사적 사례에서 보이듯이 완전히 안전하다
고만 볼 수는 없는데.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륙에서 또는 인도양을 통한 중
국의 진출노력이 강한 만큼 인도는 러시아, 미국/일본을 필요로 한다.

지중해 지역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동로마(비잔틴), 사라센, 오스만 터키 
등이 번 을 구가했으나 오랫동안 문명의 변방이었던 국과 프랑스가 산업혁
명에 성공한 이후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는 사분오열하며 오늘날까지 
혼란이 계속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은 중동과 걸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도 관련된다. 

저자는 이 3개 문명 지역의 연결고리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지적
한다. 특히 맥킨더 등에 의해 유라시아의 심장지역으로 지적된 이 지역은 륙
세력의 교차지(투르크 벨트)로서 중국, 러시아, 터키 간 3자 간 경쟁구도가 형
성되고 있다고 본다. 저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근무를 통해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이 지역의 정세와 
자원개발 기술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석유, 가스자원의 보고이며, 이 석유, 가스자원의 확보와 이용문제가 지정학적
의 핵심 주제로 등장한다. 북에서는 러시아가, 동에서는 중국이 서쪽으로는 유
럽이 이 지역 석유와 가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동서로 다
양한 수송로(파이프라인)가 건설되어 있다. 저자는 투르크계 민족이 이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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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우리는 지정학적 삼분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양 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 일로에 관심을 기울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한계생산 개념을 지정학에 도입하여 국가/지역의 지정학
적 위상변화와 연관시키려 하 다. 즉, 국가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익이 더 많게 된다고 판단되면 그 국가/지역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저자의 외교적 상상력은 기존의 륙-해양 세력 간의 
립 구도를 넘어선 제3의 세력, 프랑스를 주목한다. 프랑스는 중국,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 한 향력도 크다. 저자는 
프랑스를 미⋅일⋅중⋅러에 추가된 5강으로 명명하면서 프랑스가 EU 국가이
면서도 북한과 미수교국이라는 점에서 수교를 미끼로 북한 핵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로 본다. 끝으로 저자는 다민족 국가로 미래에 무한한 발전 가능
성을 지닌 캐나다를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다문화를 표방하는 
캐나다와 긴 한 네트워크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력 또한 캐나다의 넓
은 땅처럼 무한히 커질 것으로 상상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제 제4차 산업
혁명기를 맞은 우리는 과거의 단순한 ‘지리적 길’에서 나아가 ‘정보의 길’을 
닦을 것을 주문한다.

오늘날 지정학에 한 다양한 책자가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저자가 외교관으
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그 나라의 역사와 지정학적 가치를 우리나라와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의 
외교적 상상력 향상을 위해 일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변 호 외교지 
편집위원장, 전 주크로아티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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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리포트 1990-1993: 
대만단교 회고

(조희용 저. 선인, 2022, 550쪽)

 

한⋅중수교 30년이자 만단교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중화민국 리포트 1990-1993: 만단교
회고』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외교부 변인, 주
스웨덴 사, 주캐나다 사 등을 역임한 저자 조희용
은 젊은 외교관 시절에는 주로 동북아 외교에 진력했
는데, 1990년~1993년 주중화민국 사관에 재직하는 
동안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극적인 사건
을 맞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을 생생하게 기

록하여 30년 동안 숙성시켜 작품으로 빚어냈다. 

1990년  초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우리나라 북방정책의 
미를 장식하는 과제 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민국, 중화인민공화
국, 중화민국의 삼각관계가 미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원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만과 단교, 만과 체
결한 조약 폐기, 사관 철수, 외교재산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

 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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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화민국과의 단교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단교 후 최고 수준의 비공식관계를 맺는 방안을 찾으려고 부심했다. 중화
민국 정부는 한⋅중수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한국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이고 북한 요소도 있었으므
로 일본, 미국 등 이전에 단교 조치를 취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자국 입장을 
어느 정도는 더 반 해 줄 것을 기 하고 있었다. 한⋅중 간 수교 교섭은 극비
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화민국 당국자들이 진전 상황을 미리 알려 달라
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한국이 취한 
후속 조치에 해서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한⋅ 만 항공노선 단절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 후유증으로 외교관계 없는 한⋅ 만 관계가 정상화되
는데 12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다. 이 책 제3부, 제4부, 제5부는 만단교 진행 
과정, 후속 조치 및 단교 후 비공식관계 수립 상황을 포괄적으로 상세히 조명
하고 있다. 

‘ 만단교회고’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회고록의 형식을 취했지만, 이 책의 
내용은 전문성 높은 외교사이다.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저자의 신념이 느껴진다. 사실의 객관적 기술과 저자의 주관적 평가를 확연히 
구분했다. 특정한 상황에서 저자가 생각했던 점도 간간이 썼지만, 그 또한 사
실의 하나로 기록했다. 저자는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면서 생생하게 관찰했지
만, 그때 저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측면, 특히 우리 정부와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 사이의 교섭상황, 우리 정부 내에서 비 리에 진행된 일 등을 조
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국내외 인사들의 저술
과 증언,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의 전체적 구도를 그려냈
다. 저자가 역사적 사실을 단순화하고 해석해서 독자의 머리에 주입해 주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 로 사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
으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자기 방식 로 사실을 재구성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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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지를 남겼고, 국제관계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 다.

저자의 외교적 지론을 펴는 것이 이 저술의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만, 사실 전체를 기술한 다음에 저자의 평가를 별도로 제6부에서 다루었다. 인
용한 자료들을 보면 저자가 만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복기하
면서 곱씹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초 국제정세 지형에서 한⋅중수
교와 만단교 문제를 누가 어떻게 다루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
지만, 그래도 중화민국 사람들이 배신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도록 우리 정부
가 최선의 배려를 다했던 것인가, 단교 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 있었던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중 자세와 입장이 적절했던가 하는 점들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평가해 보았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역사의 
중요한 고비를 돌아볼 때 “만약에 ... 했다면”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
게 되는데, 이런 문답을 해 보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화의 한 소재가 아닐
까? 역사의 교훈이니 뭐니 그런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저자가 중국 관계 외교업무를 담당한 경력과 주중화민국 사관에서 활동한 
상황을 제1부와 제2부에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 역사기록을 읽을 때 저자
가 어떤 지적세계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사실을 관찰하고 기술했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H. Carr는 역사서를 공부하기 전에 그것을 
쓴 사학자를 공부하라고 했다. 사건 당사자가 쓴 저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책 저자는 주중화민국 사관 1등서기관으로서 관련 외교정책을 결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훈령을 수행하는 위치에서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
정을 기록했고, 그 후 오랜 외교활동과 이론 연마로 더 넓어진 안목을 가지고 
관조하여 책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36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면서 연구 활동을 꾸준히 했고, 퇴임 후에 
연구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가 재직 중 다룬 중요한 외교 문제 
중에서 이 사건은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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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자료 관리와 연구 성향에 비추어 다른 중
요한 외교 문제에 관해서도 저술이 나올 것으로 기 된다. 좋은 외교사를 쓰는 
것이 외교활동을 잘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닐까? 

(정해웅 전 주알제리 사) 





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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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외교 제141호 봄호(2022.4)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정책 방향과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시각과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금년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에 기 하는 외교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옮겨보았습니다. 

‘외교논고’ 란에는 최근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단과 시사점”을 게재
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 평화선 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각각의 
주제 원고를 게재하 으며, 그리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의 원고를 게재했습
니다.

‘외교칼럼’ 란에는 “브렉시트 이후 국의 외정책 변화”와 “한ㆍ터키 관계
사 65년의 성취와 전망”을 게재하고, 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에서 최근 
발표된 원고 2편을 수록하 습니다. 

금번호 ‘주요 인사 인터뷰’란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Frank 
Rijsberma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GGGI의 주요 활동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
화 응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제언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한편, 문지(연간) Foreign Relations 를 새로운 형식으로 발간하 습
니다. 금번 2022년(Vol.21)도판에서는 최근 2∼3년간 국문 외교지에 게재
된 원고 3편과, 회원 및 외부 공모 원고 5편을 포함, 총 8편의 원고를 게재하

으며, 부록으로 국문 외교 129호∼139호까지의 목차와 초록( 문)을 재
편집하여 수록하 습니다. 

외교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원 및 독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논평과 적극
적인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실에서



- 외교지 구독 안내 -

외교지를 애독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외교지는 한국외교협회가 주관하여 발간되는 계간지로 1987년 창간된 이래 지난 

35여 년 동안 국내 전문가들과 전･현직 외교관들이 주요 국제정세를 분석 평가하고 외

교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을 널리 소개하는 내용으로 학술지와 교양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국내외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과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외교지는 학술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제문제와 외

교정책 전문지로 한층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이에 외교지가 국제문제 전문가는 물론 

대학 교재로서 활용되고 외교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읽히도록 다음과 같이 

외교지 구독 제도를 알려드리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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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편료는 협회가 부담합니다). 외교지는 대형서점에서 개별적으로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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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Direction and the Agendas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result of the Ukrainian War, political confrontation and economic 
decoupling which had been proceeding mainly between the United State and China 
began to be extended to the global level. In this regard, the war is likely to mark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order. Meanwhil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intensifying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d given up a few 
decades-old U.S. policy of engaging China.

In this way, the Yoon administration is supposed to begin its term at the time 
of intensifying second Cold War, heightening U.S.-China confrontation, and 
additionally, increasing security threat from DPRK. Facing this kind of difficulties 
in external environment, the following six are recommended as the Yoo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direction: first, diplomacy which puts national interest 
over all the other considerations such as domestic political party lines, ideologies, 
and sometimes even the emotions of the people; second, foreign policy based on 
considerations of Korea’s geopolitical particularity, third, diplomacy with principles 
based on democracy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fourth, diplomacy which 
considers the linkages between ROK’s bilateral relations with neighboring states; 
fifth, global diplomacy provid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 various issue areas 
like pandemic, climate change, underdevelopment, etc.; sixth, upgrading the 
ROK-India relations significantly. The five diplomatic agendas that need to be 
tackled as soon as President Yoon inaugurates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the 
ROK-US relations; second, beginning the ROK-US consultation on denuclearizing 

Abstracts of Essays



DPRK; third, fusing government func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with its 
function related to diplomacy; fourth, improving the ROK-Japan relations; fifth, 
promoting the ROK-China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Balancing Diplomac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S. and China

Lee Seong-hyon
Harvard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is essay examines how the U.S. and China view South Korea’s “balancing 
diplomacy” between them, and examines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coming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Yoon Suk-yeol. Since diplomacy, by nature, needs 
a counterpart to function, the aim is to reflect on the diplomacy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other party and assess the current diplomatic strategic 
coordinates of South Korea. The period starting from 2017 was when the U.S.-China 
competition began in earnest, and it also overlaps with the office te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such, this examination serves as a review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oon administration’s diplomacy. The current juncture is also 
a time when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is set to take office. Therefore, the 
findings in this essay have timely usefulness and policy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essay tried to incorporate the candid views from the members of the policy 
community in Washington and Beijing, not to mention, those in Seoul. This essay 
examines how the U.S. and China view South Korea’s “balancing diplomacy” 
between them, and examines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coming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Yoon Suk-yeol. Since diplomacy, by nature, needs a counterpart 
to function, the aim is to reflect on the diplomacy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other party and assess the current diplomatic strategic coordinates 
of South Korea. The period starting from 2017 was when the U.S.-China 
competition began in earnest, and it also overlaps with the office te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such, this examination serves as a review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oon administration’s diplomacy. The current juncture is also 
a time when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is set to take office. Therefore, the 
findings in this essay have timely usefulness and policy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essay tried to incorporate the candid views from the members of the policy 
community in Washington and Beijing, not to mention, those in Seoul.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its “pro-China” tilting 
throughout the presidency. President Moon has been criticized for undermi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nation’s identity as liberal democracy, which are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s diplomacy and security. Yet the even bigger problem, 
this essay points out, is that President Moon’s pro-China posture did not yield real 
substantial benefits for South Korea, as China did not respond in kind. Meanwhil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trategic ambiguity,” which distanced itself from 
its only pact ally, the United States, has resulted in undermining the trust in the 
ROK-U.S. alliance, rather than broadening the scope of South Korean diplomatic 
maneuvering room between the two superpowers. As a result, both South 
Korea-China and South Korea-U.S. relation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deteriorated. 

The New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Tasks for 
Inter-Korean Relations

Kang Keun-taik 
Former Ambassador in Ukraine

For the past five year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mad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highest goal in state affairs. However, looking back five 
years later, the general assessment is that the Moon’s report card was shabby and 
did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The reason why it received such 
evaluation is that it promoted North Korea policy based on the theory of national 
solidarity. As a resul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responding to North Korea 
in a passive direction that does not offend North Korea.

In term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even though South Korea is the direct 



party that suffers the most damage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recognized the issue as a matte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was criticized for not actually cop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ich is focusing on the meditator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arlier this year,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test provocation and 
Chairman Kim Jung-un’s remarks suggesting withdrawal of nuclear and ICBM test 
moratorium actually put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on the verge of 
a stranded cri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wly launched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hould readjust and promote existing North Korea policy by using the lessons we 
have learned so far through inter Korean relations. First,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go beyond the national frame, and deal with and 
respond to North Korea at the state-to-state level. Only then, we can make North 
Korea a normal state and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Second, the door for 
jnter-Korean dialogue should be left open, but North Korea’s provocations should 
be dealt with principle and consistency.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should 
be treated equally. Third, when caring out large scale projects with North Korea, the 
property and safety of South Korean people should be considered first. Projects that 
do not secure them should be excluded from the very beginning. Forth, a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approaching so urgently that it affects our survival, the 
new administration must prepare for this issue with extraordinary determinations.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continue, but plan B 
should also be reviewed.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must 
seriously consider the issue of our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plan. Along 
with this, we need to prepare a road map that outlines the procedur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possess a potential nuclear capability. 



Rebuilding the New Korea-Japan Relations: 
Shaping the Future Together with Facing the Past

Kim Weon-jin
Advisor to the Japan Center KNDA, Former Consul General to Hong Kong

As a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9 2022, former Prosecutor 
General, Mr. Yoon Seok-youl was elected as the 20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launch of Japan’s Kishida Fumio cabinet November last 
year, it is highly expected that two leaders of Korea and Japan would be likely to 
improve the deteriorated bilateral relations toward the positive direction.

Korea and Japan are now facing the New Cold War.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and North Korea’s ceaseless provocation are happening in 
this region. It is require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cooperate to deter both the 
offensive of China and the threat of North Korea.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momentum to convert Korea-Japan relations 
to the upward direction by making the best use of the moment during US President 
Biden’s expected visits to Japan and Korea in coming May this year.

In order to rebuild the new bilateral relations, it is very important for two 
Governments to stand together to handle the explosive and sensitive historical issues 
that still block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with the concentrated and cooperated 
manner.

Recommendations on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y for the 
Incoming Korean Government

Choi Seok-young
Senior Advisor, Lee & Ko 

Former Ambassador to Geneva 

The world undergoes ‘the complex great transformation’due largely to the 



Sino-U.S. strategic confrontation, the return of the geo-politics, rapid digital shift, 
green shift and lastly pandemic situation. The unfolding strategic competition of the 
U.S. and China and the unprovoked aggression by Russia in Ukraine reshapes the 
global geo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The notion of narrowly defined national 
security has been expanded with more comprehensive nature including its interface 
with trade, economy, cyber, health, technology etc. 

Heavily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and other changing 
environments, the global supply chains are seriously affected. The complex supply 
chains are involved by many countries and cover entire life cycle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o they are easily decoupled or distorted by the 
restrictive actions such as export controls, investment restrictions, protectionist 
practices etc. The WTO is no longer eligible to address new and emerging issues 
nor disputes settlements, as the unilateralism and protectionism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security has become new normal. 

Economic security should be comprehensive strategy to uphold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economic system of a country. The leading econom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have review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carried out 
innovative policies, legislation and bureaucratic restructuring among others, 
recognizing that the economic security is a core el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They emphasized values like human rights, rule of law and good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UNSDGs and Paris Agreement. The covered areas not 
limited to the high technologies and supply chains, but also include food, energy, 
maritim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yber security. Great transformation era 
defined by the return of geopolitics will exacerbate the competition between 
heterogenic economic systems and proliferate multilayered cooperation networks 
among allies and trusted partners.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design comprehensive, preemptive and systematic 
security strategies in time of the complex great transformation, and the economic 
security should serve as core ele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s the first 
step, fundamental guidelines and comprehensive direc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should be crafted out.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should be based on 
cooperation with trusted partners while sharing the common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market system.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onounce the clarity 



rather than keeping ambiguities on the core strategies, thus building confidence with 
allies and cooperating partner countries. In addition, the failure to restrict strategic 
options for the sak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hould not be repeated. 

Strong presidential leadership is instrumentalto design and implement comprehensiv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and efficient coordination between relevant Ministries. 
Korea should join and create, if necessary, multilayered cooperation networks with 
allies. It should also work with trusted partners in the fields of digital economy, 
energy, environment, core technology and export control regimes, and enact required 
legislations. Korea should also facilitate the accession to the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of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mong others. 

The Implementation of Paris Agreement and Our Task for 
2050 Carbon Neutrality

Choi Jai-chul
President of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

Co-president of Climate Change Center (NPO)
Visiting professor(carbon market and climate finance), Inha University

The Paris Agreement, adopted in 2015 in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is 
effectively being implemented from 2021. The Paris Agreement reflects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of its 193 parties and based on this principle requires 
the submiss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specifying greenhouse 
gas reduction objectives, every 5 years and biennial reports on the progress. Over 140 
countries, including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approximately 80% of global 
greenhouse gases, have proposed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2060, or 2070 
based on the agreement’s core principles. Korea, which was initially categorized as a 
developing party according to the 1992 UNFCCC, during the negotiations leading to 
the Paris agreement, supported the principle of each nation taking voluntary climate 



action based on each nation’s capabilities and conditions without classifying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and thus achieved a differentiated position compared to other 
developed nations. The announcement by the Korean president in October 2020, to 
reach carbon neutrality by 2050 was a highly ambitious policy shift that raised Korea’s 
standing to be comparable to that of other developed nations in its effort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Considering the Paris Agreement’s principle on the progression 
of NDC objectives, the role of the new Administration coming in May will be 
especially importan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have to actually follow through 
with the promises made by the Moon Administr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only 30 years, in contrast to developed countries that aimed to do so over 60 years. 
To accomplish this, the new Administration will have to overcome partisan rivalry to 
draft and implement creative and innovative climate policies that reflect our real 
conditions. A significant task for the new Administration will be to not be framed as 
a “climate villain” for not keeping its word, but be recognized as an example by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in practical and pragmatic way.

The Ukraine Crisis that Turned into a War: 
Diagnosis and Implications

Hong Wan-suk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geopolitics of Ukraine mirror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Ukraine and 
Korea are geographically far apart, located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respectively,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faced by the two countries is very similar as if they are 
identical twins. This is because both Ukraine and Korea are so-called “middle 
countries” sandwiched between world powers, and are important geopolitical “pivot 
states” that influence the power dynamics of the regional hegemony in the western and 
eastern wings of Eurasia respectively. Both countries share commonalities in that their 
stance on external issues exert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ate of the country. Ukraine 
is forced to make a quasi-zero-sum choice amid various forms of power struggle by 
two geopolitical giants, the U.S. and Russia, and Korea is also struggling to establish 



a diplomatic st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respec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Russia over Ukraine offers many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Fortie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im Doo-young
Former Deputy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ith an overwhelming major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the UNCLOS”) was adopted in April 1982 in New York. Nevertheless 
the its future loomed uncertain until the late 1980s as advanced industrialized States 
were not ready to ratify it because of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Part XI seabed 
regime. It is not until July 1994 when the Part XI Implementation Agreement was 
adopted through the informal consultation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 concerns of advanced industrialize States were addressed. 
Fisheries resources being rapidly depleted in the high seas was another issue which 
emerged after the adoption of the UNCLOS. This issue was dealt with through the 
adoption of the UN Fish Stocks Agreement which provides a basis for sustainable 
fisheries in the high seas. The UNCLOS entered into force in November 1994, the 
number of its States Parties staying at 168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State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UNCLOS, while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reated by the UNCLOS carry 
out their respective functions assigned to each of them under it. To date the Authority 
has drawn up three sets of exploration and prospecting regulations on deep seabed 
minerals, and one set of exploitation regulations is under preparation. The Tribunal has 
dealt with th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CLOS 
brought before it by the States Parties. Likewise, the annex VII arbitral tribunal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ve handled th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CLOS submitted to them. The Commission has so far 



received 96 submissions and issued 35 recommendations. Over the last four decades 
the UNCLOS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in the oceans, 
thus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2015 the United Nations has been working to draw u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s considering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sea-level rise caused by the 
global warming such as moving landward of coastlines and disappearing island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ing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which are to be on service by virtue of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In the 199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wo 
implementation agreements under the UNCOLS. In light of this preced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ect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under the UNCLOS, 
t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marine bio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the consequences of sea-level rise and the issues relating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Dokdo Issue

Kim Young-wo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is of the view that the Dokdo issue is deeply rooted i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contrary Japan regards the Dokdo issue 
as a legal dispute over territorial ownership. Therefore,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s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 continues to question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Japan has made an official request to the ROK to 
jointly bring the Dokdo issu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owever, Japan 
is unable to refer the Dokdo issue to the ICJ without Korean government’s express 
consent. Under the Statute of the ICJ,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s founded upon 
the consent of the par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Japan will never give up its 



efforts to pave the way for eventually bringing the issue before the Court. 
Against such backdrop. our realistic approach is necessary. We need to take a firm 

attitude toward Japan that the Dokdo is under effective control of Korea and therefore, 
the issue is not subject to judicial settlement by the ICJ. 

Why Does Economic Security Matter?

Park Yong-min

The issue of economic security is often characterized as disruptive political 
considerations affecting the self-contained, rational dynamics of economics. However, 
today’s liberal trade norms cannot function outside the fenc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created and maintained chiefly, if not solely, by the US. This order has 
always had a built-in vulnerability: it is workable only as long as the benefit reaped 
by the hegemon is bigger than the cost it bears. The end of the Cold War has 
effectively removed one of the most crucial American motivations to keep shouldering 
the maintenance of the world order. While the September 11 Attacks had sparked the 
US to demonstrate its interventionist attitude fighting against Islamic extremism, the US 
began to turn back to isolationism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Shale 
Revolution added momentum to the reduction of the US’ willingness and need to 
meddle in global affairs. Until now, the liberal trade regime that evolved from the 
Bretton Woods System has been functioning on the basis of implicit role-sharing 
between the US as a major consumer/debtor and other major industrial power(s) as 
producer/creditor. Up until the 80’s, Germany and Japan played that major producer 
role, and in the 90’s the Four Asian Tigers did so.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 has been the major producer partner. That division of labor, however, reached 
its limit in the 2010s. A series of financial crises deprived the US of its purchasing 
power, while China, on the other hand, stopped buying American government bonds 
and began intensively investing in its own high-tech industries. Consequently, the US 
fell into a dilemma where the greater the costs it bears for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 bigger the benefit begotten by China, its next potential rival. This is the 
backdrop of the current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amounts to a 



structural transfiguration of the system. The economic security issue of today is an 
economic phenotype of a geopolitical transformation. This points to the need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an integrated approach, encompassing both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in its foreign policy.

The Change in the UK’s Foreign Policy in the 
Post-Brexit Era and Its Relationship with Asia

Lee Moo-su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UK, which is now forced to 
stand on its own after a protracted Brexit negotiation. To discuss how the UK will be 
position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paper will focus on the possible changes in 
terms of its foreign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its relationships with Asia. With this objective in mind, the paper sheds a renewed light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and implications the UK may have both in 
Asia in general and in Korean in particular. 

Achievement and Prospect of Sixty Five-year Ol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urkey: 

Focused o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Ties

Lee Hee-chul

The year 2022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urkey in March 1957.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a 65-year cooperative and friendly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trust,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common strategic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iscuss how the relationship has evolved over time.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1) in the field of political cooperation, (2) economic 
and commercial cooperation, and (3)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For examining the 
trends of the Korea-Turkey relationship, the author uses both a historical approach to 
interpret processes and results in a historical context and constructive approach of 
partitioning history by duration: events (short-term), conjectures (medium-term), and 
structure (long-term).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points as a conclusion: 
First, the bonds of brotherhood formed by the Turkis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re a solid found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urkey. Second, their 
relations are concentrated on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ies because they are free 
of controversial political or historical agendas. Third, given that the two countries 
entered a new phase of relations every 20 years, their bilateral cooperation is expected 
to gain further momentum to infuse new dynamism on the road to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Turkish Republic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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