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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소개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법
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 한러학술교류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
며, 현재 Journal of Eurasian Studies 편집인, 중소연구 편집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뺷정부규
제의 다학문적 이해뺸 (모스크바대 출판부, 1993), 뺷동북아 국가의
부패: 문화, 구조, 정책뺸 (역락, 2005) 등이 있다.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외교관 과정(Foreign
Service Programme)에서 공부하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석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1993년 외무고시 27회로 외
교부에 입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양자경제외교국장, 주
오이시디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뺷EU 통상법뺸(3인 공저, 박영사, 2018) 등이 있다.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대사)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오일과 가스 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 문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문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분야 투자사업, K-의료 진출사업 문제를 깊이 다뤘다.
이외에 대미관계, 국제연합, OECD 업무를 담당했고, 재외동포영
사국장을 마친 후에는 주카자흐스탄 대사와 주휴스턴 총영사를 역
임했다. 퇴직 후에는 ‘유라시아21 포럼’을 창설하여 부이사장으로
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돕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뺷러시아가 뛴다뺸, 뺷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뺸, 뺷핵무기를
버리고 경제발전하는 카자흐스탄뺸, 뺷영사법무학 개론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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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역 (주스웨덴대사)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외교부 입부 후 영국 옥
스퍼드 외교관 과정 수료, 런던 정경대학(LSE) 경제사 석사 과정
을 마쳤다. 주러시아 대사관의 정무과장, 공사참사관, 정무공사 등
3차례 근무와 러시아･CIS 과장, NSC 근무 중 러시아 등 유럽 담
당, 유럽국장(2013∼2015) 역임 등 주로 러시아와 유럽 관련 업무
를 담당하였다. 2021년 6월까지 3년간 주키르기스스탄대사를 역
임하였다.

신성철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마인
츠 대학,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91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정보분석과장, 주헝가리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주독일대사관
공사 등을 거쳐 주함부르크총영사(2017∼2020)를 역임하였다.

권동석 (주타지키스탄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동구지역학대학
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획득하였다. 1992년 러시아 및 동구지역 전
문가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외교부 본부에서는 남북러3각협력팀
장, 영사서비스과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해외에서는 우즈베키스
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대
사관에서 근무하고,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정상기 (건국대 석좌교수)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스리랑카
및 일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였으며,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2004∼2007), 주타이뻬이 한국대표(2011∼2014), 외교부 동북아
협력대사를 역임했다. 본부에서는 동북아 2과장, 아시아태평양국
장, 청와대 비서실 파견근무, 교육부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2008∼2011)으로 근무했다. 퇴직 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
했다. 주요 저역서로는 뺷한손에 잡히는 중국뺸(지영사, 2009), 뺷내
일을 읽는 한중관계사뺸(RHK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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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모 (전 주니가타총영사)
현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
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와 성신여대에
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하였다. 외교부에서 중국과장, 주
비엔나 대표부 참사관, 주일본 공사참사관,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
니가타 총영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서울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원
으로 활동했다. 박사학위논문은 “후진타오 시기(2002∼2012) 중
국의 대일 인식 변화”로서, 중앙일보 등 언론에 중･일관계, 한･중관
계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현재 외교부산하 외교사료관 전문위원. 연세대 상경대학 응용통계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고) 국제관계대학원에
서 연수했다.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하여 직업외교관으
로 주제네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에서 근
무하였으며,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2015∼2018), 주우크라이나대
사(2019∼2021)를 역임했다.

이백순 (전 주호주대사)
서울대 독문학과 학사를 거쳐 외교학과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 외교
부에 입부하여 안보정책과장, 인사기획관, 북미국장을 거쳐 주미
얀마, 주호주 대사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이
며,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
신처 개방형 직위 심사위원, 국립외교원 역량평가위원을 맡고 있
다. 그리고 플라자 포럼, 한반도미래포럼 등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아주경제, 내일신문 2개 언론사의 정기 칼럼 기고자이
며, 저서로는 뺷신세계 질서와 한국뺸(2007), 뺷대변환시대의 한국외
교뺸(2020) 두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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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전 주카타르대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
보석사를 받았다. 외교부 입부후 이집트 국립카이로대학과
American Univ. in Cairo에서 수학하였다. 이집트와 수교전 주카
이로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주젯다 총영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주
오사카 총영사관,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관,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주카타르 대사를 역임
했다. 저서로 뺷석유전쟁뺸(매일경제), 뺷외교관 아빠가 들려주는 외
교이야기뺸(토토북), 뺷마하나임뺸(한샘), 뺷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
의 종언에 관한 소고뺸(외교), 뺷중동정세와 배경뺸(목회와 신학) 등
이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하버드대학교 웨더헤드센터 Academic Associate,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방문 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사
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
태평양연구부 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동아시아국제관계 및 외교사
이며, 주요 저서로는 뺷アジア地域主義とアメリカ뺸(東京大学出版会,
2009) 등이 있다.

이 혁 (전 주베트남대사)
1980년에 외교부에 입부하여 일본, 폴란드, 중국대사관 등에서 근
무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국장, 청와대 외교비서
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필리핀, 베트남 대사, 한･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특집을 내면서

금년은 한국외교에 있어서 독립이후 수교를 두 번째(15개국)로 많이 확장한
해인 1992년으로부터 30주년이 되는 해이다(첫 번째는 1962년, 26개국 수교).
이는 주로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소련방 해체로 많은 국가들이 독립한 데에
기인한다. 특히, 신생 독립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수교와 중국과의 수교
는 해양만이 유일한 대외통로였던 우리에게 유라시아 대륙국가의 일부라는 인식
을 새롭게 가져왔다는 의미도 크다.
이에 본 지는 전･현직 대사들에게 의뢰하여 이들 국가와의 수교 30주년의 의
미를 되새겨보며 이들 국가의 현황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와 중국
과의 관계는 별도 특집을, 우리와 베트남과의 관계는 칼럼에서 다루었고, 역시
수교 30년이 된 우크라이나는 현 러시아와의 전쟁이 주는 시사점을 논고로 실었
다. 아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엄구호 교수는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세와 우리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엄 교수는 최근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터키, 인도 등 인접 강
대국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탈러시아 가능성, 카자흐스
탄 등 에너지 생산국가의 움직임, 대러 제재로 인한 TSR 물류 장애 지속 시 인
도, 이란 등을 통한 새로운 우회물류 통로 인프라 구축가능성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엄 교수는 우리의 대중앙아시
아 정책도 지금까지 러시아와 연계하던 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북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희상 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는 우즈베키스탄이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18
만 고려인과 더불어 우리의 주요한 중앙아시아 투자자로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진출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ODA 지원정책, 적극
적 문화･공공외교정책 등 현실에 맞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특집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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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는 우리나라는 역동적인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였다. 양국은 비핵화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산업화, 교역, 투자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
나, 2008년 금융위기와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으로 인한 대러 제재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일원이던 카자흐스탄 경제는 타격을 입었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카자흐스탄의 탈러시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카
자흐스탄의 광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
지만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한
다. 백 대사는 정치, 경제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는 국제정
치현실에서 정부와 기업이 창의적인 대카자흐스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제
언한다.
하태역 전 주키르기스스탄 대사는 이 나라가 수교 30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에게 생소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향후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 대사는 수교초기 약 15년간은 우리의 무관심속에 있었
고 그 후 재접근을 통해 현재 개발 협력과 상생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
다. 하 대사는 개발협력사업의 모멘텀 유지 및 맞춤형 확대 추진, 키르기스스탄
산업구조 구축에 참여 모색, 한국ㆍ중앙아 정부간 5년 주기 정례적인 전략 점검
회의 추진 등을 제의한다.
신성철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제4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경제의존 및 영세중립국 지위를 유지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와는 플랜트, 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
으며, 앞으로 ICT, 보건의료, 교통, 재생에너지 산업 등 협력 여지가 높다고 보
고 있다.
권동석 주타지키스탄 대사는 구소련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국가로서 독립 후
구공산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 내전을 겪었으며(1997년 9월 평화협정으로 내전
은 종식), 1999년 9월 헌법개정 이후 양측 간의 갈등은 약화되어 왔으나, 2015
년 국가전복 사건 이후 비로소 정치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현 라흐몬 대통
령은 장기 집권 중이나 국민들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 대사는 타지키스탄은 수자원, 알미늄 산업, 천연가스 등 자원을 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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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러 부문에서 경제 개발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현실에 맞는 우리의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금번 전･현직 중앙 아시아국가 대사들의 글을 통해 이들 국가의 현황과 정세,
우리와의 관계 등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얻고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 점은 큰 수확이다. 금번 특집에 빠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국가들과 관계는 추후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서
도 흔쾌히 기고하여 주신 대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변대호 편집위원장

출처: 게티이미지, 84606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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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 최근 유라시아 정세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
◆ 중앙아시아의 거점, 대우즈베키스탄 외교의 현황과 향후
과제
◆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과 발전 전망
◆ 키르기스스탄
- 여전히 생소한 30년 지기에서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 ‘위대한 실크로드의 중심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한국
◆ 중앙아시아의 샛별 타지키스탄
- 한･중앙아시아 협력 기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

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최근 유라시아 정세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
엄 구 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앙아시아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첫
째, 정치･경제적 안보를 헤징하기 위해 인도, 터키, 이란 등 인접 지역 강국들과
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지만 SCO는 경제기구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주
의의 향배가 불확실해 질 것이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이 탈러적
행동을 보인다면 지역주의가 약해질 수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확대 될 가능성은 적다. 경제적으로는 첫째, 유라
시아경제연합의 위상과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유럽의 탈러 에
너지 정책이 강화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된다면 중앙아시아 그 중 특
히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탄소중심 에너지 생산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TSR의 물류 장애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가는 우회 물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유라시아 정세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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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방향을 가치외교와 경제안보 전략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정 수준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
서 첫째, 기존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전략과 경제협력 정책은 중앙아시아를 러시
아 영향권으로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대러 제재와 지정학 갈등
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러 경제
협력의 우회적 관리 수단으로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대 정부가 해온 북방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함께 북방정책의 핵심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도 협력이 위축될 가능
성이 있다. 이전 정부의 협력 플랫폼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Ⅰ. 서론
금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노태우 정
부의 북방정책 이후 역대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천연자원 확보라는 주로 경제
적 가치에 초점을 둔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펼쳐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한국의 첫 번째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포괄적 중앙아시아 구상’을 통
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는데 특히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아시아 이니셔티브’에 중앙아시아를 포함시켜 협력
을 이어갔다.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확대된 것은 2013년 박근
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에너지 및 무역
네트워크 개발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중앙아
시아가 러시아와 함께 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하였다. 문재인 정부
는 ‘신북방정책’이라는 구상을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유라시아 국가와의
운송, 물류, 에너지 협력 등을 집대성한 ‘9개 다리(Nine Bridges)’를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지난 30년간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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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차원에서 초기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후에도 중앙아시아를 아시아적 관점보다는 러시
아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학계에서도 중앙아시아 연구는 주로 러시아 및 구
소련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었다. 러시아 연구자들이 중앙아시아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 한국에 있었던 이유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가 계속
통용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게는 30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라는 한
인 디아스포라가 있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민간 교류와 한국의 좋은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서 고려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셋째, 중국의 경우 정부가 협력의 주체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민간
기업이 협력을 촉진하는데 앞장을 서왔다. 독립 초기에 대우그룹의 우즈베키
스탄 투자에 이어 카자흐스탄 LG전자 투자 등이 중앙아시아인 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뒤이어 에너지 분야, 가스화학플랜
트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한국 기업의 성
공은 중앙아시아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걸 한국 정부에게도
인식시켜 2006년 3월엔 우즈베키스탄과 2009년 5월엔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넷째,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정부 간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달
성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실용주의와 인적 자본 개발과 중앙아시아 정부 능력
향상을 통한 중앙아시아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는 일본의 정서적 애착을 결합
한 방식을 보여 왔다.1) 한국의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프로
젝트를 분명한 목표로 하되 교육기관 설립, ODA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여
도 함께 강조해왔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
키스탄 등 3개국이나 한국의 ODA 중점국에 포함되었다.
1) Timur Dadabaev,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nroads into Central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Roadmaps for Uzbekistan”, East-West Center
Policy Studies 78, 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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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상회담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추동 수단이 되
었다. 1992년 6월 17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에서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이 주기적으로 이어져왔고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많은 경제협력의 의제와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정상회담 이후 집행되었다.
여섯째,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단일체로 보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일부 투르크메니스탄에 우선순위를 두었
다. 정상회담도 대부분 이 3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투자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은 39억 달러였는데 그 중 51%가
카자흐스탄, 48%가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1%
에 불과했다(<그림1> 참조).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해
져 양국 관계는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되었다.

<그림 1>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일곱째,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중국기업들은 정부 간 합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은 정부 지원보다는 투자 환경에 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진출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한국 기업은 정부의 공식 방
문 시 협상에서 얻은 기회를 활용하려는 자세에서는 일본 기업보다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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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의 인적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 자세
를 견지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자 발급에서 더 개방적이며 유학생과
노동자 입국도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이주가 많이
이루어져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은 55,000명(전체 외국인의 약 3%)
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5위이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앙아시아를 둘
러싼 유라시아 정세는 물론 글로벌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한 우즈
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2019
년 카자흐스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 2021년 키르기
스스탄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 2022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르
디무하메도프(Serdar Berdymukhammedov) 대통령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
어져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타지키스탄도 머지않아 권력 승계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대내외적 격변의 시기에 있고 한
국도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신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새로
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유라시아 정세 변화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 및 중동 사이의 광대한 지형에 걸쳐
있으며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의 지리적 중심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은 완전히 민주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인접한 초
강대국과 지역 헤게모니 사이의 복잡한 파워 관계에 나름 잘 적응해왔다. 전통
적 강대국인 러시아와 안보면에서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2) 경제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2)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중립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탈퇴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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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EAEU)’3)에 참여하고 인접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상하이협
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함께 하면서도 미
국, EU 등 서방 강대국 그리고 인도, 터키, 일본, 한국 등과의 다자 포럼을 통해
일정 수준의 다방향 균형 외교를 해왔다. 미국과는 ‘미국과 중앙아시아: C5+1
구상(U.S. and Central Asian States: C5+1 Initiative)’(2015), EU와는 ‘EU중앙아시아 장관회의 EU-Central Asia Ministerial Meeting’(2005), 인도와는
‘인도-중앙아 대화(India-Central Asia Dialogue)’(2019), 터키와는 ‘터키 국
가 기구(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OTS)’(2009), 일본과는 ‘중앙아시
아 플러스 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2004), 한국과는
‘한･중앙아협력포럼(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2007) 등
5+1 포맷 중심의 다방향 다자외교를 해왔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에 처해있다. 미･중경쟁
심화, 코로나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냉전
구조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지정학적 경쟁에 경제적 레버리지
를 활용하고 있어 정치적 진영화가 경제 블록화를 동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고리로 인식했던 신대
륙주의적인 유라시아 경제 동학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등의 광역 단위 설정 및 연결을 낳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신
대륙주의적 사고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나름의 균
형외교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년간 유라시아 대륙에는 지정학 및 지경학 측면에서 새로운 층이 생겨
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일대일로를 통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대체 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열망을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매끄럽게 통합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글로벌 질서의 형태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 러시아와 2021년 8월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했다.
3)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정회원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업저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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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大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재협상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침공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국
가별 온도차가 감지되나, 전체적으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러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금년 3월 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기권, 우즈베키스
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불참했다. 그리고 금년 4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러
시아 퇴출 결의안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불참, 나머지 4국은 반대했다. 주목
할 만한 것은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부정적 정부
반응이 과거 크림반도 합병 때에 비해 강해졌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 러시아가
요구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 인정을 분명히 거부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구소련 공화국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안보 위협
감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단･중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인들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필수적인 안보 파트
너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여전히 제일 강한 영향력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우선 중
앙아시아 안보에 러시아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 탈레
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이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는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과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금년 1월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때 CSTO군
이 파견되어 사태를 진정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
중앙아시아 경제의 러시아 의존성도 여전히 크다.4)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
4) 카자흐스탄의 대러 수입 비중 약 37%. 타지키스탄은 29.6%, 키르기스스탄은 29.3%, 우
즈베키스탄은 19.3%이다. 또한 대러 수출 비중은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약 16%,
카자흐스탄은 12%이다. Andrei Kazantsev, Svetlana Medvedeva, Ivan Safranchuk,
Between Russia and China: Central Asia in Greater Eura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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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5)
카자흐스탄은 원유의 유럽 수출에 러시아 주도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
다.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북부와 시베리아 남서부의 에너지 그리드는 여전히 전력을 카자흐스탄에 공급
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가즈프롬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한 가스를 공급
받고 있다. 러시아 ‘루코일(Lukoil)’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 및 유전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부족한 가스 및 석유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거의 모든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수입하며 대부
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조선으로 매월 약 16만 톤
의 석유를 러시아 카스피해 마하치칼라(Makhachkala)항으로 운송한 다음 흑
해 항구인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로 운송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 유지와 정당성 확
보에 있어 러시아의 지원은 중요하다. 금년 1월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때
CSTO군의 개입으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정권 유지가 된 것은 매
우 상징적 사건이다. 아들로 권력 승계를 이룬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아들로 승
계를 시도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에게도 러시아의 지원은 중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향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선 정치･경제적 안보를 헤징하기 위
해 인도, 터키, 이란 등 인접 지역 강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
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국제 문제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러시아적 성향을 보이는 주도
Vol. 12, issue 1, pp. 57-71.
5)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약 31%, 27%, 12%를 차지한다. 세계은행은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우즈베키스탄에서 21%, 타지키스탄에서 22%, 키르기스스탄에서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eurasianet.org/central-asia-to-suffer-as-remittances-from-russianosedive 검색일: 2022.05.21.
6)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은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1,500km 길이의 파이프라
인을 건설했으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카자흐스탄 최대 3개 유전인 텡기즈 유전, 카샤
간 유전, 카라차가낙 유전에서 나온 석유가 노보로시스크의 러시아 흑해 항구로 운송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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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부상하였다. 인도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러시아 석유를 거의
4배 구매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간의 지속적인 대결에서 이미 이점을 얻었
고,7) 러시아 투자자들이 인도 기업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러시
아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기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의존해
온 인도는 중국과의 갈등 해결에서 러시아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서방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가 러시아 쪽으로 너무 치우
칠 가능성은 적지만 러시아 편중 중립 노선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SCO의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이처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부담이 없다. 인도는 2019년 ‘인도-중앙아 대화’
5+1 포맷을 2019년 만들었고 2021년 12월 제3차 ‘인도-중앙아 대화
(India-Central Asia Dialogue)’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을 포함한 광범한 합의를 이루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도의 입증된 아프
가니스탄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이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도는 차바하르(Chabahar)항에서 이란과 아
프가니스탄 국경인 자헤단(Zahedan)에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
탄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연결에 합의하였고 인도는 ‘국
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
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Ashgabat)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연결하기를
바라고 있다.8)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4개 투르크어권 국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그들이 공유한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유럽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NATO 회원국으로
서 국제 정치에서 터키의 역할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
7) 인도의 원유 수입비중에서 러시아는 현재 1∼2%에 불과하지만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
다.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indias-oil-import-fromrussia-minuscule-legitimate-energy-transactions-cant-be-politicised-says-centre/articleshow/
91319009.cms?from=mdr
8) https://m.economictimes.com/news/politics-and-nation/uzbekistan-keen-to-connect-indiavia-afghanistan-iran/articleshow/72923860.cms 검토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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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왔다. 특히 2009년 창설된 ‘터키 국가 기구’를 창설하여 협력을 제도화했
다. 중앙아시아 국가에게 터키와의 관계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균형을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유라시아에서 터키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ATO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러시아와
는 기존의 건설적 관계를 활용하여 서구 기업의 철수 이후 비어 있는 모든 범
위의 틈새를 차지할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중앙아시아에
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때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보다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경제에서 기존의 러시아 역할을 터키가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가 남부경제회랑 연결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란의 신동
방정책(New East Policy)도 주목해야 한다.9) 이란은 중앙아시아와의 연결을
통해 거대한 가스 및 석유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로 둘러
싸인 서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페르시아만에 연결할 수 있는 운송 네트워크
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인이 함께 모여 이란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
지 자급률을 높이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두 번째 영향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SCO는 경제기구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
나 전쟁은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줄 것이다. 러시아와의 대규모 안보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를 지배할 것이며 이는 주요 외교 정책 목표인 중국에
전념하기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러 제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
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 영향력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중앙아시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국의 재정 지원 없이
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차관에 대한 막대한 부담 등
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중앙아
9) https://thediplomat.com/2022/05/iran-on-the-horizon-future-prospects-for-central-asianrapprochement/ 검토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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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를 중국의 역사적 땅의 일부로 보여주는 중국의 지도와 교과서와 중국 서
부 신장 지역에서 무슬림(주로 위구르인뿐 아니라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에
대한 중국의 잔인한 대우는 중앙아시아에서 우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은 중앙아시아에
서 러시아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중국 의존
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향후 중･러관계
와 SCO의 역할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안보를 중국은 경제를 주도하
는 분업 체계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보장자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국가 내정에 대한 비간섭 원칙
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에 따른 중앙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증대는 중국이 이 지역 안보 문제에도 개입할 여지가 만들어져왔다. 안보면에
서 SCO의 불완전성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
스탄을 포함하는 ‘4자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Quadrilater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이 지역에
서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이 지역 최초의 안보 블록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도 CSTO에 가입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자 안보 협
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부터 러시아의 내수 가격에 가
까운 가격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며, 2005년 이후 처
음으로 양국 공동 군사훈련에 참여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두 나
라의 군용기가 서로의 영공에 상호 접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모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군사협력을 강화했다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러･중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적다. 지
금까지 러･중 안보 협력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이익의
수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국은 안보 면에서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해 중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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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 1월 초 카자흐스탄 사태를 테러로 정의했음에도
SCO가 아니라 CSTO가 개입한 것은 SCO의 한계 보여주는 것이었고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풍으로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면
서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회원국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SCO는 향후 중동과 남아시아로 초점을 더 확장하고 안보 초점보다 경제 중심
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의 세 번째 영향은 중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배가 불확실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
라보면서 지역적 연대가 많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
게 될 것이다.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현 우즈
베키스탄 대통령 집권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었다.
20년 가까이 열리지 않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Central Asia Leaders
summit)’가 201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새롭게 단장된 것이 그 징후 중 하나
다. 2018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Nursultan)에서 열린 제1차 중앙아시아 정
상회의 이후 지역 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더욱 가시화되었고 이후 2019년 우
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t)에서 2차, 3차는 2021년 8월 투르크메니
스탄 아슈하바드(Ashgabat)에서 개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
아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나빠지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역내 국가
들의 대러 입장 차이에 따라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 대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 입장을 보인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입장이 지역주의 지속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
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옵저버로 가입
하였고 CSTO와의 합동 훈련에도 참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대러 입장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이 너무 강해지면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먼저 친러
노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새롭게 조성되고 있던 중앙아시아 지역
주의는 다시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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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의 네 번째 영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미국
의 역할이 재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은 글로벌 차원에서 유럽에서 러시아,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두 적을 상대하
게 되어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여력은 적어질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철
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고 유라시아 지역 특
히 중앙아시아의 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미국의 입
지가 강력하다면 모르겠지만 쿼드 국가인 인도의 최근 대러 자세를 보면 미국
의 영향력을 유지 또는 제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전망해 보면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 화폐의 루블 연동성이 커 환율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장기적으로 러시아 노동 시장의 붕괴는 중앙아시아에 즉각적이고 심오
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상과 구심력이 약
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러 제재로 인해 금융 지원을 받는 역내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러 제재가 에너지 부문을
강타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러시아를 통한 유럽으로의 수출과 석유 및 가스 판
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유라시아경
제연합에 밀･호밀･보리･옥수수 수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금지하고, 백설
탕과 원당 수출은 동년 8월 31일까지 금지함으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의 대러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향후에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어
려운 상황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에게 루블화 사용을 강요할 가능성
이 있고, 러시아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면서 중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저
부가가치 산업 즉 생산비가 많이 드는 저가의 노동력 임금을 활용하는 산업가
치사슬 구축에 나섬으로써 중앙아시아의 대러 경제의존성을 압박할 가능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
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구심력은 약화될 것이다.
셋째, 유럽의 탈러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된
다면 중앙아시아 그중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탄소중심 에너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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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TSR의 물류 장애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인도, 이란, 파
키스탄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가는 우회 물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1979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란과 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로 인
해 북쪽으로 소련시기 루트에 의존하였고 새로이 카스피해와 코카서스를 가로
지르는 서쪽 또는 일대일로 출현으로 인한 동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루트에
의존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로 하여금 그간 논의가 무성했던
새로운 남쪽 운송로 연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이다.10)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도는 INSTC의 일부로서 이란의 차바하르항을 제안하고 이
를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앙아시아 정상들과
합의한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차바하르를 카스피해 항구 투르크멘바시
(Turkmenbashi)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운송 경로의 핵심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7월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 및 카
라치(Karachi)항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역협정을 서명하였다.

Ⅲ.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방향 제언
미･중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구 민주주의 진영과
소위 수정주의 진영의 대결이 심화되고 대결의 수단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용
되어 공급망도 진영화 된다면 한국 정부도 일정 수준 가치외교를 강화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외교 정책 수립에 경제안보 요소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한국
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을 가치외교와 경제안보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는 방향으로 일정 수준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
10)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93579-does-central-asia-have-southern-optionsfor-transport-and-trade/ 검토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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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전략과 경제협력 정책은 중앙아시아를 러
시아 영향권으로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인접 강대국인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한국이 외교･안
보협력보다는 경제중심의 협력에 중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이전 정권보다는 민주화 개혁을 진전시
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인권개혁
강조나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경청국가(Hearing state)’ 강조는 정
권교체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 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정권교체가 계속 이
어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주화는 진전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아
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면에서도
대러 의존성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앙아시아 외교도
가치외교 측면을 고려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러 및 대중
의존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점진적으로 가치외교를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현안이 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근본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
이 현실적인 가치외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자원 협력처럼 중앙
아시아만의 역내 분쟁 해결에 우리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물류면에서도 러시아 중심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이란 등 남부경제회랑 연결망 시각으로 중앙아시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역할이 줄어 들 공간을 메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도-동남아시아 대상의 남방정책이 중앙아시아 정책과 연계될 필요성이 크
게 커졌다. 이란이 만약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잠재적
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시장이 적은
중앙아시아를 국내 시장이 큰 이란과 연계하여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는 중국만큼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최근 중앙아시아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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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물류의 게이트웨이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파키스탄-동남아 축과 인도-이란-중앙아 축을 연계하는 대외경제전략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러 제재와 지정학 갈등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러 경제협력의 우회적 관리 수단으로 대중앙아시
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이
나 키르기스스탄에 대러 수출 생산기지를 두는 방안이나 새로 활성화되고 있
는 남방경제회랑 물류망을 활용하여 대러 수출 물류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대러제재 전개에 따라 중앙아시아 진출 한
국기업을 통한 대러 결제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계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역대 정부가 해온 북방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함께 북방
정책의 핵심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정권교체가 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북방정책처럼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유지되어 온 정책도 드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원래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플랫폼의 확대를 이룬 것은 성
과이다. 이러한 협력 플랫폼은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차관급으로
만들어진 ‘한･중앙아협력포럼(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은
2021년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2020년에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중앙아시아 5
개 국가의 상공회의소 간에 ‘한-중앙아시아 경제협의체(Korea-Central Asia
Business Council)’가 만들어졌다. 또한 중점 협력국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
베키스탄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공동의 산하의 워킹그룹이 신설되고
또 투르크메니스탄하고는 비즈니스 협의회도 신설되었다. 이런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복합 대전환 시기 새로운 경협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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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중앙아시아의 거점, 대우즈베키스탄
외교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 희 상
주우즈베키스탄대사

국문초록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 중앙아
시아의 한 가운데 위치한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3천4백만 명으로 중
앙아 5개국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고대로
부터 실크로드의 길목이기도 했고 19세기 영국과 러시아 간 Great Game의 무
대이기도 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집권한 미르지
요예프 대통령의 개혁 기조하에 외환 자유화를 포함한 개혁개방 정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고려인과 1992년 독립 직후 대우자동차를 비
롯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진출로 한국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
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지금 중
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맞는 지
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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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치 시스템을 고려한 실용주의 기반 정상외교 추진,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ODA 지원 정책,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
요한 파트너인 18만 고려인들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문화･공공외교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안보 시대 더욱 든
든한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경제안보, 고려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Ⅰ. 들어가며
우리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압 벽화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
재다. 7세기 경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궁전벽화는 당시 이 지역을 지배했
던 소그드(Sogd) 왕국의 바르후만 왕이 주변국들의 사절을 접견하는 장면을 묘
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2명의 인물이 보인
다. 이 벽화는 1,400년 전 당시 고구려의 외교적 지평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 중앙아
시아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다. 위치
만 보더라도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고대로부터
알렉산더 제국, 페르시아 제국, 칭기즈칸 제국 등 수많은 제국들이 이 지역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영국과 러시아 간 Great Game1)
1) 19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패권 다툼. 1840
영국 외교관 Arthur Conoll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영국 소설가 Rudyard
Kipling의 소설(“Kim”)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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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대이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
배하에 놓였지만, 1991년 소련의 붕괴와 중앙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우즈베키
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우
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지역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고려인과 1992년 독립 직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진출로 한국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과의 관
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전통적으
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일대일로 구상하에 막대한 물량 공세
를 펼치고 있는 중국, 범투르크주의를 바탕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
국, 유럽국가들과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이야말로 중앙아시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외교정책을 재점검해보아야 할 때다.

Ⅱ. 대우즈베키스탄 외교의 중요성
우즈베키스탄의 2021년 GDP는 655억 불, 1인당 국민소득도 1,901불로
아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이중 내륙국가인지라 우리나라와의 해상교역은 불가능하고 육상교역도
사실상 러시아 또는 중국을 통과하는 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실정이다. 사
회 전반적인 인프라도 아직 열악한 편이다. 그런데 왜 한국 외교는 우즈베키
스탄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지정학적 특성, 현 정부의 개혁정책,
한국과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논의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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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젊은 인구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한 국가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다른 4개국 모두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길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사마르칸트, 부하라와 같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도시들이 우즈베키스
탄에 위치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한반도의 2배 정도인데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인구는 3천5백만 명으로 전체 중앙아시아 5개국 인구의
45%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인근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포함해서 130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종적 특징
은 자연스럽게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허브로 만들었다. 19세기 후반부
터 1991년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러시아 제국과 소련에서도 우즈베키스
탄의 타슈켄트를 중앙아시아 지배의 거점도시로 사용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매장량의 0.4%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
며 우라늄, 금, 동, 아연 등 100여 종의 풍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안
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 인구가 절반이
넘는 젊은 국가이다. 아직 국민소득 수준은 낮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
황에서도 1.7% 성장을 이루었고 2021년에는 6.1%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2)을 하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을
특히 주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2016년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
령의 개혁･개방 정책이다. 1991년 독립 이후 2016년까지 집권했던 카리모프
2)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경제성장률(IMF, %): (2017)4.4 → (2018)5.4 → (2019)5.7 → (2020)
1.7 →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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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인권 보호 및 법치주의와 관련 서방의 비판도 받아왔다. 국
경 획정과 수자원 문제로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인근 국가들과도 갈
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서거하고 미르지요
예프 총리가 같은 해 12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광범위한 국정개혁을 추진
하였다.
종교의 자유 개선, 목화농장에서의 아동 강제노동 근절 등 인권 보호를 강화
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취임 후 주변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경제 분야의 개혁･개방정책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 당시의 점진적인 시장개방 및 외환
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신속한 경제개방, 자유화를 통해 경제 선진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취임 직후인 2017년 첫 번째 5개년(2017∼2021) 발전전략을 발
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9월 외환 자율화 조치 등 대외 개방노선을
통해 연 5% 이상의 고성장세를 구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10월 대선
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년 1월 새로운 5개년(2022∼
2026)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인당 GDP 4천 달러 달성 등 구체
적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18만 고려인과 ‘대우’자동차, 그리고 한류(Korean Wave)
우즈베키스탄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정답게 말을 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흔히 만나게 된다. 우리의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큰 자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고려인, 대우자동차, 한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8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 1937년 구소련 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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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도움과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 및 높
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 요직에
진출3)하여 위상을 높이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왔다. 이들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준 또 하나의 요인
은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투자기업들이다. 대우그룹은 1992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직후 타슈켄트에 지사를 설립하고 1996년 연간 22만 대 생산 규모
의 UZ-대우자동차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 대우자동차 공장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신생 독립국 우즈베키스탄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이 외에도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들, 전자, 금융 등 다
양한 분야의 대우그룹 계열사들과 갑을방적 등 우즈벡의 풍부한 원면을 이용
한 방직기업들이 진출하였다. 2000년대 한국의 금융위기와 대우그룹 및 갑을
방적의 파산 등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도 전자, 건설,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896개의 우리 투자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4)
이러한 기반 위에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등의 한국 드
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붐은 한국어 학습 열
기로 이어져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 각종 기관에서 약 20,000∼25,000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한 약 4만 명5)의 근로자
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함께 살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
포들을 통해 한국 문화와 우즈벡 문화의 유사성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중

3) 박 빅토르 하원의원, 엠마 아슬로노바 하원의원, 신 아그리피나 유아교육부 장관, 장 발
레리 민족우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펜 비탈리 주한대사, 리 드미트리 국가프로젝트 관
리청장 등.
4) 2022.1.1. 우즈베키스탄 정부 통계 기준.
5) 2021.7.1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이주 노동자는 39,848명임(우즈벡 경제개발빈곤퇴치
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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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우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투자 진출, 2006년 이후 시작된 근로자들의
한국방문으로 한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
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이
하면서 우리 한국 외교는 새롭게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위해 이러한 기반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대우즈베키스탄 외교의 도전과 기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서 특별
한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주요국
들의 외교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1.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즈베키스탄-러시아-서방(미국, 유럽) 역학관계
러시아와 뒤를 이은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배의 거점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
탄은 독립 후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언어적으로도 정부의 지
속적인 우즈벡어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어가 많이 쓰이고 있
다. 양국 교역액은 2021년 기준 75억 불로 전체 교역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벡 노동자들의 송금액은 약 56.7억 불로 전
체 해외송금액의 70.3%, 우즈벡 GD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의 서방･러시아
간 등거리 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대응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적으로는 철저하게 균형･중립 입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서방과도 필요한 협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
한 국내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구사하는 한편, 러시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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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변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즈베키스탄이
친서방적 입장 지지,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EU와
회원국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지나치게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중앙아시아･유럽 간 교통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
히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후 인권 분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에 따라 정치적 제약 없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U 차
원에서는 2021년 4월 GSP Plus 지위를 부여하여 6,200여 개 품목에 대해 특
혜 관세 수입을 허용하였고 미국도 면화 재배 및 수확 과정에서의 아동 강제노
동이 근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부과했던 제재를 철폐하였다.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국은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군이 아바스 왕조
에게 패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기는 했지
만, 여전히 실크로드 교역로의 주역 중 하나였다. 7세기에 제작된 아프로시압
벽화를 보면 동서남북, 네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중 북벽은 아예 당나
라와 관련된 그림으로 가득차 있어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잘 느
끼게 해준다.
중국은 이미 투자분야야 있어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투자국이고 되었고, 교
역액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부터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과거 실크로드의 길목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중국의 중앙아 지역 영향력 확
대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앙아시아 지역
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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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중국 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다. 또한 2019년 6월 중국의 CITIC 그룹, Henan Costar 그룹간 우즈베
키스탄 정보통신부 간에 ‘Safe City’ 건설 프로젝트에 서명한 예에서 보듯이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
다.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마약, 테러리즘, 극단주의 대응에 있어
서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하이협력기구(SCO) 차원에서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범투르크주의를 내세우는 터키의 약진
올해 3월 29일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매우 인상적
이었다. 의전적으로 보기 드물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부인과 함
께 직접 에르도간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발표하는 한편, 특혜무역
협정을 포함한 10건의 주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
터키는 우즈베키스탄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그러나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 집권 당시 터키가 우즈벡 반정부 인사의 망명을 허용하
고 보호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특히 2005년 안디잔 사건 관
련 터키가 UN 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지지하면서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위기가 다시 반
전되어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9월 터키가 주도하는 투르크어권 국가기구6)
에도 가입하는 등 터키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최근 터키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가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양국 교역량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33.9억 불
을 기록, 한국을 제치고 터키가 우즈베키스탄의 4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금
6) Organizations of Turkic State(OTS), 2009.10.3. 설립된 투르크어족에 속한 언어를 공용어
로 사용하는 국가 간 국제기구.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
스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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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정상회담 시 양국은 1년 내 양국 교역량을 50억 불까지 확대하고 추후
100억 불 규모로 증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Ⅳ.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발전을 위한 소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해 왔다. 양국은 2006년 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고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
였다. 양국 교역액도 수교 당시 370만 불에서 2021년 19억 불로 500배가 넘
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양국 간 인적교류는 12만 명을
넘어섰고 이를 위해 주 15회 가량의 직항편이 운항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빛을 발하였다.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에
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은 보건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즈베키스
탄의 초기대응 및 방역체계 수립을 지원하였고 우즈베키스탄도 전면적인 국경
봉쇄 조치에도 한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인 입국 및 격리 면제를 가장 먼저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고려인과 1992년 독립 직후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진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갖게 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각별
한 애정이 그 바탕이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를 볼 때 우리
가 그동안 누려온 특별한 지위가 계속 보장되리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터키는 우리나라를 제치고 교역 4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도 1992∼2020년 누계치를 보면 3위이지만 2020년의
경우 7위 수준이다.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중
앙아시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외교관계를 재점검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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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국 관계를 지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이다. 이하에서는 현지에서 바라보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총 18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
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러한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한 정상 간 우의와 신뢰는 곧바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신생 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은 대외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히 한국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진 카리모
프 전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하였고 정상외교의 선순환을 불러일으켰
다.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되고 양국 관계 발전은 정상 간의 신뢰
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은 금년 5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우리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7)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가족이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국의 보건 및 교육제도 등에 대해 특히 호감을 갖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우리 새 정부에서도 기존 형성된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기에 대우즈벡 정상외교를 다시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 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이
해하고 돕는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정상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우즈벡 정부는 5.10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친서와 함께 사파예프 상원 제1 부의장, 신
아그리피나 유아교육부 장관, 박 빅토르 하원의원 등을 특사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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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발전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ODA 전략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수교 이래 누계
약 5억 불 규모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공여국(국제기
구 포함) 중 6번째8)로 큰 규모의 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협력 프로젝
트를 추진해 왔다. 2020년 10월 타슈켄트에서 개원한 국립아동병원(National
Children Medical Center)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도입된 한국식 종합아동병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
의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인
종합병원과 암센터, 의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이 중앙
아시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 의료센터를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의 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발전해 간다면 우
리의 국가 위상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더욱 강력한 전략
적 동반자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ODA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현지 공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양측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ODA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타슈켄트 한국 문화원 설치를 통한 대중앙아시아 문화외교 거점화
중앙아시아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의 심장, 우즈베키스탄에 아
직 한국 문화원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
슈켄트는 인구 300만 명으로 우즈베키스탄인 외에도 다양한 중앙아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대중앙아 문화외교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8) 대우즈베키스탄 공여국 순위(2020, 백만 불): World Bank(383), 일본(313), 프랑스(231),
ADB(202), IMF(128), 한국(58), EU(52), 독일(35), 미국(23), UA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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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18만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류를 뛰어넘는 한국의 문화
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대 중앙아 문화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원을 중심으로 그간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강화의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해 왔던 18만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이제 3세대, 4세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들의 한국과의 문화적
연대 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설되는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현지
고려인 협회,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고려인들이 85년 전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보관하는 역사박물관 등
을 설치하여 고려인들의 뿌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대를 넘어 한민족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지하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주요국들
의 외교전이 거세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계기
로 이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중앙
아시아 5개국과의 개별적인 관계 강화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지리, 인구,
문화적 측면에서 대중앙아시아 외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지 정치 시스템을 고
려한 실용주의 정상외교 추진,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ODA
지원전략, 뿌리를 그리워하는 18만 고려인들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
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문화･공공외교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
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경제안보 시대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제 우리는 1,400년 전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말을 달리며 대륙을
횡단한 고구려인들처럼 힘차게 달려가야 할 시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거점, 대우즈베키스탄 외교의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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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과 발전 전망
백 주 현
전 주카자흐스탄대사

국문초록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소련으로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
는 국가였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비핵화),
평화공존, 산업화, 교역과 투자,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카자흐스탄 양국관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안, 특히 네트제로나 4차 산업혁명의 다
양한 과학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방안을 추구하여야 할 때이다.

Ⅰ.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환경과 정치상황
카자흐스탄은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 면하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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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남시베리아와도 접하고 있는데, 국토의 면적
은 서유럽 전체와 비슷한 280만㎢로 전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이는 남･북한을
다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22만㎢)보다 열 배 이상 넓은 것이다. 석유와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하자
원 부국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5%를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유목국가였으나 소련시정 바이코누르 우주발사기지, 세미팔
라틴스크 핵실험장이 위치한 전략 요충지였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 스탈
린은 장기전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에 있던 중공업 시설을 카자흐스탄으로 이
동하여 재건설하기도 하였다. 파블로다르, 카라간다 같은 중공업 도시는 이 때
건설되었다. 1992년 독립 후에는 45%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로 이동하고, 독일통일이후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로 귀환하여 과학기술 인력
의 공동화 현상도 경험하였다.
2019년 독립 후 초대 대통령으로서 25년여를 통치해온 나자르바예프 대통
령은 ‘카자흐스탄 안보회의(Security Council of Kazakhstan)’ 의장으로 물
러나고 현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권력을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양하였
다. 2022년 초에는 소비자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발생하
여 국정혼란을 겪은바 있다. 토카에프 대통령은 정치개혁, 경제･사회적 개혁
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Ⅱ. 한･카자흐스탄 정무적 문화적 관계발전
카자흐스탄은 수교 이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우리의 정
책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 우리 정부도 카자흐스탄이 주창한 중앙아시아 비
핵지대 방안을 지지하였다. 독립 직후 카자흐스탄에 배치되었던 핵무기 전체
를 반출하고 비핵국가가 된 카자흐스탄으로서는 ‘핵없는 세상’을 주창하기도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과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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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16년 8월 29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
회의 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핵무기 없는 세상 구축을
위한 걸어온 카자흐의 효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카자흐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 보유한 핵무기 포기와 향후에
도 핵무기 배치 금지에 대한 결정은 전 국민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내려진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2006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
베키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중앙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서명한 바 있
으며, 2015년 핵클럽 5개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게 되었다. 1994년 핵강
국이 체결한 부다페스트 의정서(안전보장, 영토 통합성 보장, 경제지원)를 고
려하면 카자흐는 이중의 안전보장을 받게 되었다.
카자흐는 핵안보 분야 모든 중요한 국제조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
제협정들을 바탕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비핵지위 획득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
들을 실시해왔다.
핵안보에 관한 국제법 프레임 체계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
와 비핵지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한 핵 강국들의 법적 보장 시스템 개발 등
핵무기 보유 및 확산에 맞설 수 있는 엄격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설에 표현된 카자흐스탄의 여사한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에도 좋은 선례로 작동할 수 있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반출하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안전을 미국, 영국, 러
시아가 보장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도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핵보유국들
에 의해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서방국가들의 경제지원은 물론이고, 텡기
즈유전에 대한 쉐브론사의 투자, 카샤 간 유전에 대한 서구국가들의 투자가 이
어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중추
1)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핵없는 세상 구축하기" 국제회의 나자르바에프 대통령 기조연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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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무력침공이 있었음에도 미국과 영국 등은 경
제, 군사원조로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을 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시와 2022년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인 안전보장 메커니즘의 효용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
게 추락하여 향후 논의될 유럽지역의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카자흐스탄의 핵포기와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학술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방식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독립직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를 창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2007년 국제기구 중에는 유일하
게 CICA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일질로 잡힌 우리 국민들의 조
기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시
작했다. 2021년에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현실의 아시아 안보 및 지속
가능개발’을 주제로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 및 국제 안보 상황, 경제
발전, 전통 및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 협력,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 이
행 등을 논의하였다.2)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25%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하
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핵프로그램은 포기했지만 평화적 이용에는 깊은 관심
을 갖고 있다. 우리 원전에서 사용했던 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협력사업에도 관
심이 크다. 프랑스도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수탁사업에 관심이 큰데, 현재로서
는 경제적인 가성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3)

2)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2021.10.12.) 출처: 대한
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3) 김소연 기자, 인사이트 N파워 “사용후연료 위탁재처리는 프랑스로...” (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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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자흐스탄이 추구하는 종교간 화합, 다민족간 평화 공존 등은 유엔에
서도 추구하는 보편적 인류애적 가치가 있는 정책이며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는 45만여 명의 고려인 보호에도 긴요하다. 카자흐스
탄 정부는 2021년 크즐오르다로부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도 협조하면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OICA 협력사업(지식공유 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 통해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카자흐스탄과 공유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
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추구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
와 협력의 역사적 전통을 공동연구하였다. 암각벽화 연구사업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K-Pop,
K-Food, 전통 문화교류 등에 관한 협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상호간 유학생
파견도 이루어지면서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문화와 교육 등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와 난민 신청도 예상외로 증가하였다. 그러
나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수용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
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는 형성 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부산에 총
영사관을 개설하여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Ⅲ.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현황
1.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한･카자흐스탄 관계의 발아기
1992년 카자흐스탄이 소련방 붕괴로 독립국가가 되었다. 초대 대통령이 된
누르술탄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은 압축 성장에 의한 경제성장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 배치되었던 1000기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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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미국, 유럽연합 등의 경제지원을 확보하였다.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서 그때까지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카스피해 연안의 유전 개발권도 확보하였
다. 미국의 쉐브론사의 텡기즈 유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유치하였다.4)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조건들을 초기에 확보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 건설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유전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은 산업화를 위한 자본 형
성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의 제스카스칸에 산재해있던 구리 광산들의 종합개발계획을 맡아서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도 합리적
인 경영의 과실을 맛볼 수 있었다.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은 권력을 공공하게 하
면서 국부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해 나갔다. 우리나라는 카자
흐스탄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면 산업 입국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KOICA의 기술적 공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을
모델로 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전개발로부
터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입국에 필요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독립 이후의 정책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대량으로 유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인력의 공백
이 발생하였다. 수도를 알마티로부터 1,200㎞ 북쪽에 위치한 아스타나로 이동
한 것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었다. 거기에 더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15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
의 정책에 따라 독일로 이주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과학 기술 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 풍부해지기 시작한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
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알마티의 부동산
가격지수는 분기단위로 급등 양상을 보였다.

4) 백주현,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 (글로벌콘텐츠, 2016), pp.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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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품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하면서 경제체제가 붕괴하였다. 금융기관들이 부도에 내몰렸다. 에너지산업과
부동산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두 축이었는데 한 축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졌다.
부동산 붐을 타고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던 우리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철수하였다. 금융위기 전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카자흐
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 아제르바이잔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원 외
교를 전개하였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캐나다까지 대표단을 파견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성숙기를
지나 30여 년 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카스피
해에 위치한 잠빌 광구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그와 함께 아티라우 석유화학
단지 개발 사업, 발하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도 수주하였다. 한･카자흐
스탄 간 본격적인 산업 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교섭은 수년간
지지부진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외국자본에게 너무 큰 이익을 쉽게 내주
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미국의 전력회사가 약속했던 투자는
하지 않고 인수합병 후 단기 이익만 챙기고 떠나버린 사건으로 카자흐스탄 관
리들은 더욱 긴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국 수년간의 밀고 당기기
후에 3대 프로젝트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5)

3. 한･카자흐스탄 관계 침체기
2014년 러시아의 크림합병과 돈바스 지역 분쟁 발생은 한･카자흐스탄 관
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단행
하였다.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도
직격탄을 맞았다. 달러당 150텡게에서 380으로 급등하였고 400을 넘나들
5) 백주현,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건설하는 카자흐스탄”(글로벌콘텐츠, 2019), pp. 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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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력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에너지관련 3대 프
로젝트가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주택분양사업도 중지되다시피 했다. 2012년
부터 3년간의 초호황기를 뒤로하고 끝을 모르는 침체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
한 것이다.
2022년 초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유혈시위가 발생하였다. 사
태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 가격의 상한선을 올리고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여 그 가격이 폭등한 것이 발단이었지만, ‘코로나19’가
악화시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비민주･독재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자원부국이고, 이를 적절히 이용해 고
속성장을 하였으나 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갔고, 2010년대 들어서 경
제가 유가하락 등으로 민생이 피폐하게 되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91
년부터 30여 년간 집권하면서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의 자원개발 이익의 독점
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토카에프 대통령에게 권력이양을
했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아스타나를 누르술탄으로 개칭하고, 안전보장
회의 의장으로 수렴청정중이라는 비판이 강했다. 시위 진압을 위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CSTO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여 러시아 공수부대 및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소속 2,500여 명이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
에 참여하였다. 시위는 진압되고 질서회복은 되었으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러시아군 파견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루어지자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CSTO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결속
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안보적 우려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협력증진을 추진해왔기에 러시아가
이들과의 관계를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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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카자흐스탄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관계는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호적인
상황을 유지해왔다. 올해로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30년을 맞이하였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 간에 신뢰와 상호 이해의 기반은 형성되어있다. 이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 구도를 구축하여 실천방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가야
할 때이다. 양국 간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교육분야에서 접점들이 충분
히 모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앞으로의 관계발전과 관련 여러 가지 새로운 고려 요소들이 출현하
였다.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등의 거대한 변화는 한･카자흐스탄 관
계의 조정과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적 고려사
항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러시아와의 안보, 경제분야의 협력메커니즘의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
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역내 국가
들로서는 상호존중하는 집단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CSTO와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내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
다. 유라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안보질서
가 교란되면 그 영양이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넘쳐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 변화와 탄소배출 최소화라는 중차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화석연료의 개발과 수출에 급제동
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차 배터리의 세계적 강국인데, 이에
필요한 리튬, 니켈 등의 필수 광물들은 카자흐스탄이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다. 문제는 카자흐스탄 스스로 이러한 광물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환금성이 강한 석유와 가스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4차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협력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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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원전 건설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카자흐스탄도 이제는 화력
발전에서 벗어나 원전 건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러시아와의 협력 방
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에는 제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환
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용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정립되어야 한
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추진되었던 잠빌광구 개발사업, 아티라우 석유화
학단지 건설사업, 발하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무산은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을 급속하게 냉각시켰다.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
자의 실천도를 높이는 금융시스템의 정비,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양국 간 협력 사업은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협력은 어느 일방이 희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가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은 중요한 변수이다. 카자흐스탄이 화석연료뿐만 아
니라 각종 광물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땅
에는 모든 광물이 부존되어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이 자금과 기술을 갖고 들어와
서 리스크도 전적으로 지면서 개발해보라는 식의 접근은 그 유효성이 오래전
에 끝났다.
신냉전 구도가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세계는 1990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성
향을 보이고 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매력적인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실망스런 시장의 지위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양측에 모두 이익을 창출하는 구도를 만들 수 없다면 각종
협력프로젝트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한･중앙아 포럼이나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각료회담은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미･중 간의 갈등, 미･러 간의 갈등구도의 결과에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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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적 구도와는 다른 복잡다기화 하는 국가 간 협력
구도도 만들어 내고 있다.6)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러시아
와 인도 간의 협력구도가 유지되고 인도가 러시아를 제재하거나 규탄하는 대
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경제가 안보의 핵심 내용이 되어 ‘경제안보’라는 개념으로 부상하
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적 상황을 양국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활용하여야 3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신범식,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도서출판 이조, 202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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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키르기스스탄
- 여전히 생소한 30년 지기에서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하 태 역
주스웨덴대사, 전 주키르기스스탄대사

국문초록
키르기스스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국가이다. 양국관계의 두드러진 특
징은 협력 분야별로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를 보
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평가와 전망이 상반된다. 향후 상생의 협력 관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제대로 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30년의 과거와 현황에 대
한 종합적･균형적인 평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유이다.
양자 관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양자 관계의 양상이 한국의 대중앙아 지
역에 대한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에 따라 변화･발전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
찰을 토대로 양국 관계의 30년은 세 번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2년 양국 간 서둘러 수교한 후 15년 이상의 무관심으로 정체, 두 번째,
2000년 중반 쯤 중앙아시아 관계속에서의 재접근(Re-knocking) 시도, 세 번
째, 개발 협력 기반 마련과 확대를 통한 상생 협력 관계 모색 단계 등이다.
이러한 3단계를 걸쳐 변화･발전되어 온 양국 관계의 종합적･균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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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양국 관계의 내재적 관계 발전 동인이 확고해질 수 있는 실제적 관계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외부적 충격 등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한국 정부, 기업, 국
민들에게 국익이나 개인적 이익에 있어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큰 매력이 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향후 양국 간
상생 협력의 관계 발전을 위해 (1) 개발협력 사업의 모멘텀 유지 및 맞춤형 확
대 추진, (2) 키르기스스탄 산(made in Kyrgyzstan) 제품을 직접 생산, 소비,
수출할 수 있는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적 산업 구조 구축에 우리의
역량 적극적 투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및 실현, (3) 양국의 최고위급 차원
에서 정기적으로 양국 관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5년
단위의 정부 차원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구상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Ⅰ. 머리말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1월 한국과 수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와 다
방면의 관계를 맺어 왔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생소
한 국가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신생국가 정도로 알려져 있고, 중앙아시아
여타 국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나 교류의 우선 관심 대상국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필자가 지난 2021년 6월까지 3여 년간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재임 시
만났던 현지 정부 관계자나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짧
은 기간에 잘 살게 되었고, 우리는 왜 아직도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고 이해를 하였지만, 동시에
독립 후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자신들의 지난한 노력이 쉽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라는 인상을 떨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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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수교 후 30년이 지난 현재, 한국 기업, 국민들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여전히 낮은 관심도와 체제 변환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및 경제
발전의 여의치 않은 제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양국 관계의 미래가 녹녹
치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기실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의 외교 역량이 물론 30년 전에 비해 괄목할 만
하게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외교 전선에 무차별적으로 관심과 정성을 쏟
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 사이에 향후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상생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적 목
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키르기스스탄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와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먼저 지금까지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30년의
과거 발자취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살펴보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한 담론과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0년 넘게 서로 알아왔지만 아직도 서먹한 관계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들이 있는 지를 알아낸 후에야 비로소 바람직한 미래의
관계 발전 방향 및 제대로 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의 30년 지기인 키르기스스탄은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이다.

Ⅱ. 양국관계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필요
2021년 1월 한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을 1992년 1월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공적원조(이하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한다.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이하 KOPIA)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2020년 6월 관련 MOU 체
결에 이어 2021년 8월 비슈케크 KOPIA 센터를 정식 개소한다.1) 한국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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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 상황 하에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한 특별전
세기를 6차례 운항한 데 이어 2022년 초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근로자들
에 대해 전세기를 제공하는 등 인천-비쉬켁 간 직항 노선 취항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 농업, IT 분야 개발협력 중점 추진, 열악한 물류망 개선을
위한 직항로 개설 노력 등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키
르기스스탄 현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협력 방향을 마침내 양국 정부가 설정
하였고, 관련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의 교역 및 투자, 인적 교류 등 일반적으로 양국 관
계를 가름하는 수치들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를 근거로 양
국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와 밝지 만은 않
은 전망이 나오게 된다.
양국 간 연간 교역량은 수교 후 15년이 지나는 2007년에 처음으로 1억 불
을 기록한 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교역
구조도 한국의 거의 일방적인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으로부
터의 수입은 연 50만 불 정도의 소량의 소비재들로 국한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투자는 불문하고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투자 총액
역시 수교 30년을 통틀어도 2년치 양국 교역액(약 2억 불 미만) 정도로 미미
하며, 우리 교민들의 현지 정착 성격의 소규모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오늘 현재까지도 한국 대기업 중 KT가 유일하게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 상황
이다.2)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코로나 상황 이전인 2019년 기준 연간 약 2만 4천명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중앙아시아의 인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
1) 양국 간 1992년 1월 수교 후 현재까지 키르기스스탄 내 설립된 한국 정부 공공기관은
대사관을 포함하여 5개에 불과하며, KOPIA는 그 중 5번째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2021년 12월 KT 비슈케크 현지 사무소 개설, 그전까지 사실상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은
거의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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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흐스탄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30년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관계는 협력 분야별로 확연하게 다
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는 관점 및 시점에 따라 양국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역시 상반되게 나오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수교 3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황을 보다 솔
직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양국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균형적인 평
가와 나아가 향후 올바른 관계 발전 방향 설정 및 제대로 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양국관계의 세 단계별 변화 및 발전
키르기스스탄에게 있어서 지난 30여 년은 냉전 체제 붕괴와 구소련 해체에
따라 독립한 체제변환국으로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통한 국가발전
(nation-building) 과정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의 지역 전문가 의견이다. 여타
중앙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격동적인 변화의 시간이었고,3)
지금 현재도 키르기스스탄 나름대로의 노력과 모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은 국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대외 여건 조성과
해외 투자 및 기술 유치, 활용을 위해 여타 중앙아시아 신생 국가들과 유사하
게 가능한 모든 관련국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실용･균형 외교, 이
른바 multi-vector 외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4)
체제변환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자신들의 국가
발전,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 발전 경험, 자본 및 기술을 갖고 있
3) 1991년 8월 독립 후 2005년 튤립 혁명, 2010년 4월 혁명 및 2020년 총선 부정 반대 소요
등 3차례에 걸쳐 선거를 통하지 않은 급격한 정권 교체 과정을 거쳤다.
4) “All the Central Asian countries follow multi-vector foreign policies, seeking to balance
ties with Russia, China, the EU and the US in particular. Relations with Turkey and Iran
are also important,” 2019 EU strategy on Central Asia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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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 기대 국가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엇보
다 투자 및 기술 유치, 개발 협력 확대(번영, prosperity)가 키르기스스탄의
국익 차원에서 일관된 우선 순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에 대한 정책과 접근은 수교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상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한편, 한국에게 있어서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수교이
후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 자체를 넘어 중앙아시아 지역 구성원의 하나라는
상황적 전제하에 중앙아시아 전체 또는 주변국들의 지정학, 지경학적 가치와
병행 또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보다 크게 고려해 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중앙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변
화가 우리의 대키르기스스탄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상
응하여 양국 간 협력 분야 구조(구성)과 분야별 양상에도 투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양국 관계
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크게 세 차례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세 번의 단계
로 변화 또는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 첫 번째 단계: ‘북방정책’, 외교관계 수립, 잃어버린 반 토막
가.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키르기스스탄이 화답
1991년 및 1992년 경 한국 정부는 냉전체제 붕괴에 따라 구 공산권 국가들
과의 수교를 주요 목표로 했던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
이었다. 당시의 한국 정부에게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 독립국
들의 전략적 가치는 구소련 해체에 따라 탈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이제 막 시작
한 신생국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국익 관점에서 이들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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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관계를 가능한 단기간 내에 성사시키는 것이 안보(security)상 최우선 순위
였던 것이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고,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국가들
이 화답하는 식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양자 관계는 시작된 것
이다.5)

나. 수교만으로 한국 정부 외교목표 달성 충분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서둘러 수교한 후 이듬해
1993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곳의 수도에만 상
주 대사관을 설치하게 된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은 체제변혁 초기로서 기존의
생산, 분배･소비 체계 붕괴 등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열악한 경제
상황을 겪고 있었고,6) 중앙아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 자원 부
존 상황도 한국 기업, 국민들의 더 이상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 한국 정
부에게는 국익의 관점에서 키르기스스탄과는 수교만으로도 당시 중앙아 지역
외교에서 우선순위였던 안보(security)라는 국익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 원조 및 해외 투자, 기술 유치가 절실
했던 체제전환 초기의 시기로서 한국으로부터 투자와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면
서, 한국의 수교 요청에 대해 당연히 호의적으로 응했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
탄의 한국과의 협력 기대와 희망은 1997년 6월 아카에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국 방문 실현에서 엿볼 수 있다.7) 그러나 큰 기대의 정상 방한에도 불구하고
5) 물론, 우리 측 수교 제의에 대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별로 반응에 있어서 속도와 온도의
차이는 존재했다.
6) 1990년 GDP 26.75억 불 이후 계속 감소추세 지속, 1999년 13.7억 불로 최저치 기록,
2006년에야 1990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28.34억 불로 회복, 이후 증가세 유지(EBRD 발
간 ‘Transition Report’ 다수 연도판 키르기스스탄 부분 참조 및 2022.5.31. www.
google.co.kr 검색, 세계은행 출처).
7)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1997년과 2013년 두 차
례 이루어진 반면, 한국 대통령의 키르기스스탄 방문은 현재까지 이루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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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로부터 키르기스스탄 내 통신망 교환기 설치를 위한 약 12백만 불의
EDCF 차관을 지원 받는 것 이외에는 대규모 경협 사업이나 원조는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다. 교민사회 초기 정착 및 고려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 교민 사회의 초기 정착이 시작되
고, 교민사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인근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대사관의 비슈케크
개설 등 본국 정부에 대해 현지 교민 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계속
해서 요청하게 된다.
중앙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고려
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역사적, 정서적 유대감은 약 1만 7천여 명의 고려인
이 거주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의 첫 번째 수교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이라는 목적으로 비슈케크 내
한국 교육원이 2001년 5월 개설된다. 키르기스스탄 내 설립된 첫 번째 한국
공공기관이 된다.

라. 잃어버린 30년 관계의 반토막
이처럼 1992년 1월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적극적 대외개
방정책이 서로 맞물려 키르기스스탄 독립 후 6개월이 채 안된 시간 내에 서둘
러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이 성사되지만,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설치되는
2008년 시점까지 약 15년 이상 양국 간 투자, 교역 및 교류 면에서 특기할만
하거나 눈에 띠는 협력 사업이 진전되거나 실현되지 못하고 지나간다. 양국 간
투자는 거의 전무했고, 양국 간 무역량도 1억 불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5천
만 불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만다.
서로에 대한 다른 방향의 막연한 기대로 시작했던 양국 관계는 현실과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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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속에서 양국 관계 30년의 잃어버린 첫 번째 반토막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2. 두 번째 단계: ‘균형외교’, ‘자원외교’, 중앙아 재접근(Re-knocking)
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속 키르기스스탄 재접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관계의 두 번째 단계는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의 키
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의 재접근(Re-knokcing)으로부터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였던 셈이다.
문제는 양자 관계의 상대국인 키르기스스탄 자체의 전략적 가치의 변화와는
상관없이(거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커다란 대외 환경 변화와 당시 시작된 우리의 적극적 대외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관심을 다시 새롭게 갖게 되었고,
양국 관계의 협력 양상에 직접 투영되게 된다.

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재부상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2001년 9･11 사태 및 미국의 아프간 전쟁 등 국제
안보상 국제 테러리즘 문제의 급격한 대두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제 무
대에서 주요 강대국 관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새롭게 부각되게 된다.
미국은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보급 지원 통로로 키르기스스탄의 전략
적 가치를 재평가, 2001년 12월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항을 미군 공군기지
로 사용하기 시작한다.8) 당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우즈베키스탄 포함)
에 미군 기지 설치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키르기스스탄
8) 2014년 철수 때까지 미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 측에 매년 약 1억 5천만 불 상당의 기지
사용료와 원조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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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국의 군사기지 설치를 위한 키르기스스탄 정권과의 집요한 협의를 통해
미군과 러시아군이 동시에 키르기스스탄 내 주둔하는 상황이 한동안 전개된다.9)

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외정책 추진, 중앙아 정상외교 본격화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부상과 맞물리는 시점에 한
국 정부는 적극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는 한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자리 매김과 재평가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대중앙아 정책이 공식
적으로 검토, 수립되게 되고,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
점이 마련된다. 2007년 11월 중앙아 5개국과 한국･중앙아 협력 포럼이 중앙
아 5개국의 합의하에 정식으로 발족된다.
특히, 한해 전 2006년 6월에는 당시 나쟈르바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중
요한 대외정책 이니셔티브인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이하 CICA)에 옵
저버 자격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 부
존 상황은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에게 에너지 자원, 신시장 확보를 기대하는
‘제2의 중동’으로까지 인식되게 된다.10)
이러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접근 노력은 이 지
역에 대한 정상외교로 더욱 분명하게 구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
로는 처음으로 2004년 9월 카자흐스탄에 연이어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을
9)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군사기지 주둔 협정은 2009년 체결되었고, 2014년 미군 공군기
지 철수 후 현재는 러시아 군사기지만 주둔 중(4개 시설의 통합 군사기지), 연합뉴스
2017.3.15자 유철종 기자 기사 인용.
10)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략지역심층연구 09-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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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2개
국을 처음으로 순방한다. 우리의 대중앙아 정상외교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양국 수도에 대사관 정식 설립
중앙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의 적극적 재접근(Re- knocking)
추세에 맞추어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정부 간에도 인사 교류와 협력 사업 협의
가 제법 활발하게 재개된다. 2007년 8월 한국 노동부 장관의 키르기스스탄 방
문 계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EPS 사무소가 비쉬켁에 두 번째 한국 공공기관
으로 설립되고, 키르기스스탄 산업 연수생(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송출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드디어 1992년 1월 양국 간 수교 후 16년만인 2008년에 양국 수도에 각각
의 대사관이 정식으로 개설됨으로써, 실제적인 양국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제
도적 기반이 늦게나마 구축되게 된다. 이러한 계기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정
부 간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관광분야협력협정 등 다수의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의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
축된다.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투자도 2007년을 기점으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면서 현지 한국 교민사
회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양국의 교역 규모도 수교 후 15년이 지
난 2007년에 처음으로 1억 불을 초과 달성하게 된다.
또 하나 양국 관계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은 키르기스스탄 내 한류의
열풍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11) 한국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젊은이의 높은 관심은 이후 한국어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한국으로
11) 당시 키르기스스탄 내 인기 열품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 주인공 이름을
딴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키르기스스탄 영화가 자체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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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학과 취업 기대로 이어진다.

마. 글로벌 외환 위기와 키르기스스탄 내 정치적 격동, 또 한 번의
기회 상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교 후 15년 이상이 지나 모처럼 다시 찾아온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협력의 분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대외 환경의 변화와 키르기스스탄 내 2005년에 이은 2010년의 정치
적 변혁에 따른 사회적 격동으로 몇 년을 지속되지 못한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키르기스스탄을 포
함한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키르기스스탄(98년 WTO 가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약 1억불
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12)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 튤립혁명에 이어 5년도 지나지 않은 2010년 4월
정치 혁명으로 사회 내부의 격변을 다시 한 번 겪게 된다. 당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대사관으로서는 우리 현지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현안
이 된다.13)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는 이러한 위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2008
년에 30년의 양국 관계 기간 중 가장 높은 1억 6천만 불까지 증가되던 교역량
은 이후 축소되거나 또는 답보상태를 유지, 2012년까지도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
특히, 모처럼 한국 기업인들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가 막 시작되는 시
점에 이러한 현지의 사회, 경제적 혼란에 따른 리스크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12) KIEP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략지역심층연구 09-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
아시아 진출 전략’, 국문요약 중 키르기스스탄 부분 요약, 발췌.
13) 2010년 4월 키르기스스탄 내 4월 혁명 후 6월 남부오슈 지역에서 우즈베크계 주민과 키
르기스계 주민 간 민족 간 무력 충돌로 오슈에 거주 중이던 한국 교민 85명 중 74명을
대사관 주선으로 6.14. 특별기편으로 비슈케크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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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위축된다. 당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위주의 단발성 투자가 주종이었던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충격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 기업, 국민들은 다시 한 번 키르기스스탄과 양자 관계 발
전 기회를 모색하게 되지만, 또 다른 커다란 부정적인 대외환경 및 키르기스스
탄 국내 정국 영향으로 기회를 다시 놓치게 되는 것이다.

3. 세 번째 단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 개발협력 어젠다
가. 새로운 호혜적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 어젠다 본격화
양자 관계의 세 번째 단계의 변곡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EAEU 추진과 미국 및 EU 등의 신실크로드, 신중앙아시아전략 등 주변 강대
국들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접근 정책이 새로운 주요 대외변수
및 동인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양국 정부(특히 한국 측)의 적극적인 양
자 관계 발전 의지와 상호 확인 노력으로 개발 협력 분야가 양국 관계의 새로
운 어젠다로 본격적으로 시작 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나. 중앙아시아 지역 신거대게임 본격화
다수의 유라시아 전문가들은 2010년대 이후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
싸고 세계 강대국 간의 새로운 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련 해체 후에도 실질적인 러시아 영향력이 계속되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9월 7일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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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처음으로 대외 발표한 후 우즈베키스
탄 국빈방문에 이어 9월 11일 키르기스스탄 국빈방문과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 정상회담에 참석한 기록을 상기해보면, 상징성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
정세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 카
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을 적극
추진하고 2015년 정식으로 출범시키게 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키르기스스탄에서 공군 기지 철수이후 중앙아시아 지
역에서 적극적 행보를 시작한 중국이나 기존의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러시아에
비해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2019-2025 신 중앙아시아 전략’에 따르면 ‘중앙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간 개
발 은행 등을 통한 다자적 및 양자적 지원뿐 아니라 C5(중앙아 5개국)+1(미
국) 플랫폼을 통한 관여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아시
아 협력 정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소위 ‘2021-2027 신협력정책’을
채택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제1회 중앙아시아･
유럽연합 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행보를 적극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개발협력’ 분야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구체 사업 실현 노력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대일로’를 대외 공표한 2013년 같은 해에 출범한 박
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대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를 촉발시
켰다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이 시점 2013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한･러 정상 간에는 TSR/TKR 철도 연결, 남･북･
러 가스 연결, 북극항로 개설 등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들
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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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계기 이제까지의 주요 방문
대상국이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외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추
가함으로써, 우리의 대중앙아 정상 외교 무대를 확대시킨다. 정부에서는 중앙
아시아라는 지역을 넘어 ‘유라시아 외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한다.
키르기스스탄내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2010년 4월 정치 혁명 이후 헌법 개정 등 정국 안정을 이룩한 키르기스스탄의
알마즈벡 아탐바에프 대통령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및 무상 지원 요
청을 위해 2013년 11월 한국을 방한하게 된다. 이 계기 가장 주목할 만한 진
전 사항은 양국 정부 간 무상원조기본협정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가 교역, 투자 등 이제까지의 통상적
인 경제협력을 넘어서 국별 협력 사업, 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개발 협력’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 분야로 확대･발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협정을 근거로 2015년 비슈케크에 코이카 사무소가
설립되고, 대사관에 이어 네 번째 한국 공공기관이 된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 원조국으로서 기여 의지,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량
등 상대적 우위를 가진 한국이 키르기스스탄 현지 상황에 맞는 ‘개발협력’이라
는 가장 적합한 협력 방향과 분야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교역량 역시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1억 6천만 불을 기록하게
되고, 코이카는 현지 사무소 설립 계기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국별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적 지원 사업과 관련 특기할
만한 사항은 16년 전 아카에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 시 처음 지원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여건 등으로 중단되었던 대외경제개발기금(EDCF) 지원 사업
이 ‘비쉬켁 감염병원 기능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양국 정부 당국간 재협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14) 2013년은 아탐바에프 대통령의 방한이외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간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이기도 했다. 그해 6월에는 한국 외교부가 주도하
는 카라반 행사가, 10월에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협력 포럼이 키르기스스탄 정부 주
관으로 비쉬켁에서 외교차관급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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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외 여건 악화에 불구 상생 협력 확대 노력 지속
그러나,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관계의 세 번째 단계 역시 다시 한
번 심각한 대외환경의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라는 급작스러운 정세 변화는 여전히 러시아 경제와 밀접
하게 연계15)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제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한국
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15년에는 8천만 불 이하로 전년도
대비 50% 이상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불리한 대외 여건을 극복하
고 상생의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
통령은 1990년대 초 안보에 주안점을 두었던 북방정책의 맥을 이어 2016년
발표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에 초점을 둔 신북방정책
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협력 대상국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 덕분에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10년만인 2017년 7월 정식으로 중앙아 5개국의 동의하에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을 발족시키게 되고, 포럼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2019년 4월 문
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의 순서로 중앙아
3개국을 순방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상 순방 외교
를 이어간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2017년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에 처음으로
성공한 후 정부차원의 국가 발전 및 지역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직
접 관장하기 시작한다.16)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현지 실정에
15) 키르기스스탄의 GDP 중 30%는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차지, 해외 노동자의 90% 이상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16) 2018년 10월 31일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국회의장, 총리, 정부 각
료, 지방정부대표 등 정부관계자 대표들 회의를 직접 주재, ‘2018-40년 장기국가개발전
략’을 승인, 발표하고, 지역 개발 등 전략의 실천을 직접 당부했다. 동 회의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주요국 대사들과 원조기구들을 직접 초정, 대통령의 원탁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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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지역 개발, 농업분야, IT 분야 개발을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92년 양국 수교이후 27년만인 2019년 7월 이낙연 총리 방문
시에는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사업의 키르기스스탄 버전(版)
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2021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방문 시에는 ‘소방구조 역량강화 사업’의 소방
서 착공식에 참석한다. 양국 정부 간 개발협력 사업의 적극 추진 의사를 고위
급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다.17)
또한 그해 1월에 한국 정부는 수교이후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을 ODA 중
점 협력 대상국에 포함시킨다. 한국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이 된 키르기스스
탄과 향후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방향 및 목표 공유와 실질적 협력 사업 실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2015년 50% 이상 축소되었던 양국 간 교역
량도 2019년에 다시 1억 불으로 회복되고, 이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양국 간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
는 시점에 양국 관계 30주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다시 한 번 대외 환경
변수의 악화가 양국 관계 발전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동석시켰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발전 전략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연구
원 세계경제 포커스, 2019년 7월 11일 Vol.2 No.21,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연구원 저, 참조.
17) 2021년 1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사디르 자파로르 현 대통령도 ‘2018-2022년 키르기스
스탄 발전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는 등 기존의 국가 및 경제 발전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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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국 관계의 성격과 특성: 기회와 장애요인
이제까지 상술한 30년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관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미래 양국 관계의 가능성과 한계점 및 정책적 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
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외 환경과 지정학, 지경
학적 위상 변동과 이에 따른 주변 강대국들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변화가 양자
관계의 양상에 심대한, 때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양자 관계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체제변환국인 키르기스스탄의 국
가 발전과 시간의 궤적을 같이 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의 급격한 정국, 경제
상황 변동이 양자 관계의 양상에 직접 투영되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성은 한국 측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과 관
련되어 있다. 사실상 양국 관계의 첫 번째 수교 후 무관심, 두 번째 재접근
(Re-knocking) 시도, 세 번째 개발협력 어젠다 확대 과정 모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관찰이 객관적일 것이다. 또한, 1992년 1월 외교 관계를 서
둘러 성사시키고, 수교기간의 반 이상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야 다시 관심을
가질 때까지도 키르기스스탄을 ‘구소련 체제에서 독립된 신생국 중의 하나’로,
‘시장과 에너지 자원 확보 대상으로 재부상하게 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
하나’로, 즉 독립적 파트너보다는 특정 그룹의 하나(one of the group)로 인
식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키르기스스탄과 눈을 직접 마주보고, 상생 협력이라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을 내세우게 되는 한편, 키르기스스탄 측도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
는 나름의 준비가 되어 양국이 함께 새로운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분모(어젠다)를 모색하기 시작한 건 사실상 10년이 채 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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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정한 상생 협력의 파트너로의 길을 위한 제안
1.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앞장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의 양국 관계의 구조와 양상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중요한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외환경, 키르기스스탄의
체제변환 과정 및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 모두
양국 관계발전과 변화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상생의 협력 관계 발전이라는 당위적 목표 앞에서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친다. 여전히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키르기스스탄 내 여
건이외에도 우리 외교 역량의 상대적 기회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세 가지 결정적 요소(factor)들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
극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기회의 창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올바른 국가 발전 방향과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굴곡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와의 관계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대외개방성, 젊은 국가, 그리고 우리와의 지리적･심리적 인접
성 등이 대표적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 WTO 가입(98년) 등 대외개방적
인 경제체제하에 주변국과 비교 시 투자, 재산 및 정보의 입반출이 가장 자유
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세계화 지수(KOF)를 보면 대
외개방성 측면에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 시 현저하게 눈에 띤다고
할 수 있다.18)
18) 2019년 키르기스스탄의 실질(de factor) KOF 세계화지수는 57.33로 전 세계 평균치
58.46, Upper middle income 그룹 58.56과 비슷한 수준이다. 키르기스탄이 속한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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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전체인구 평균 나이 26세로 매우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30년의 여러 굴곡의 국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보다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내재적 국가 발전 동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9)
또한,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은 지리적으로 결코 멀리 있는 나
라가 아니다. 중국의 서쪽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으며, 직항로의 경우 5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20) 키르기스스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따라
하고 싶고, 닮고 싶은 나라로 점점 더 인식되어 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키르기
스스탄 내 긍정적 변화와 요소들을 십분 감안해볼 때, 이제는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이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키르기스스탄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체제변환을 겪고 있는 신생국중의
하나로만 보지 않고 키르기스스탄 자체로서 그 간의 변화와 발전상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생 협력의 첫걸음일 것이다.

2. 우호적 대외환경 적극적 활용
한편,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내재적 동인(필요성, 의지 등)이 뿌리를 내
리고 확고해지기에는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상황적 한
계속에서 대외환경은 당연히 양국 관계에 결정적 외부충격의 변수가 될 수밖
middle income 그룹의 51.86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카자흐스탄(63.7)을 제외하고 중앙
아(47 전후) 여타국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훨씬 두드러졌다. (2022.6.3. KOF 지수 검색)
19) 키르기스스탄 인구 구조, www.worldometers.info, 2022.6.3. 검색, 한국의 경우 평균 나이
43.7세.
20) 현재의 물류망으로는 장애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
데라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시장 간 “생산 및 교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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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환경도 양국 정부, 기업, 국민들이 어
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양자 관계 발전에 도전이면서도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력적 충돌과 같은 정세 급변 등은 어쩔 수 없지만, 신거대게임을 위시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중앙아 접
근 정책과 이들 국가들의 대키르기스스탄 인도적, 경제적 지원 조치 중에는 재
정적 재원(financial resources)이나 제도적 이점 등 우리 정부, 기업과 국민
들이 키르기스스탄과 협력 사업 추진과 진출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여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키르기스스탄이 GNI 기준 해외원조 최대 수원국가 중 하나
라는 사실을 기회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한다.21) 우리 기
업이나 국민들이 세계은행, IBRD 등 여타 현지 원조기관들의 인도적, 경제적
협력 사업에 (공동)참여할 경우 재원 확보, 리스크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6,000
개 이상 키르기스스탄산 품목에 대해 무관세 등 EU 수출에 특혜 부여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십분 활용, 관세 비용 축소 등 경제적 이익을 바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 및 접근 방식의 세심한 조정
이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면을 재평가
하고, 우호적 대외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양국 관계를

21)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 5개국 중에서도 최대 ODA 수혜국으로 1991-2018년 기간 중 약
81억 불(81% 무상, 19% 유상)을 지원받았다(키르기스스탄 정부 발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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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생 협력 관계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양국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양측 간 기대, 실망 등 여러 굴곡을 거쳐 모처럼 함께 찾은 ‘개발 협력’
이라는 공동 분모(어젠다)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개발 협력의 현장
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들을 지속적으
로 발굴,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키르기스스탄의 현지 여건 및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중･장기
개발 전략과 액션플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맞춤형 개발 협력 분야(지역)을 설
정하고, 2) 개발 협력 추진 과정에 한국의 청년층, NGO, 지방자치 단체 등
우리 측 참여자의 수와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3) 현지의 KOICA 및 KOPIA가 현지 사정을 잘 알
고 직접 파고 들어 활동 중인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NGO들과도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키르기스스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산업 생산 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술 및 능력 제고를 위한 우리의 역량 투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
으로 실현시키는 방안을 검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민이 키르기스스탄 내 현지 공장에서 키르기스
스탄 산(made in Kyrgyzstan)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현지시장에 소비 또는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 구조를 구축
하는 것만이 키르기스스탄이 수원국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자생적 경제발전
을 이룩해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22)
문제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여러 여건상 우리 기업들이 당장 현지 산업 생
22) 농업분야와 관련, 과일, 야채 등 현지 생산 농산물의 생산, 보존,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할 경우 수출 사업으로 유망하다는 의견이 현지에서
자주 거론되었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농산물 가공 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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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분배 과정에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리스크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하나의 돌파구로 1) 키르기스스탄의 인프라 구축 등 국책 사업을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의 방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23)
본고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제안은 2) 우리 정부와 코이카의 대키르기
스스탄 ODA 지원사업을 현지 산업 생산력이나 시설 확대와 관련된 우리 (중
소)기업의 현지 진출(투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제까지 많은 지
역 및 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수차례 개발협력과 수익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기해왔다.
특히 열악한 경제 사정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이
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포맷(format)은 여타 선진국이나 국제개발은행(기
구)과는 다른 한국의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실현화 시키는 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윈윈(Win-Win) 협력 사업이라는
생각이다.24)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 스토리(success story)를 이끌어 낼 경우
한국 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것임은 자명
하다.
세 번째, 양국 간 협력 사업 진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키르기스스
탄을 포함한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 이행하자는 구상이다.
이 제안은 우리의 대중앙아 정상외교(순방)의 현실적 시간표(time table)를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순방 외교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23) 현장에서 거론되는 유망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대표적관광지인 이식쿨
호수 순환도로 건설, 이식쿨공항 확장사업, 리조트 complex 건설 등이 주목된다.
24)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키르기스스탄산 제품 수출에 대한 일반관세특혜제도를 적극 활
용하여, 우리(중소)기업이 현재 EU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을 키르기스스탄 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제조, EU에 키르기스스탄산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가격 경쟁력 등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이 우리의 ODA 사업과 연계될 경우
비용, 리스크 감소 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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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급 개최(서울)를 1년 내지 2년을 두고 연차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실현
할 경우, 5년 기간 내 최소한 2번은 양국 최고위급 차원에서의 양국 관계 협력
사업과 현안 점검 및 관심 환기를 통해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대중앙아 정상(순방) 외교의 방문 대상 국가
를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전체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되었
음을 강조코자 한다.

Ⅵ. 정책 함의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독립 후 지난 30여 년간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맞는 국가발전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신생독립국
으로서 냉전 체제하에 시장, 투자, 기술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정치 민주화와 시장 경제를 통한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다.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하면서,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가려
는 지금의 한국에게 ‘키르기스스탄의 자생적 국가발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진지하게 노력하
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아가 우리 한국만의 독특하고 신뢰받는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과 형태
(modality)를 모색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시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의 오지랖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으로 넓혀야 할 때인 것이다.
사실 냉전 체제 해체 후 지난 30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소위 구소
련체제변환국(Former Soviet Union)들의25)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25) World Bank 등 국제개발은행(기구) 등은 구소련 해체 후 체제변환국 중 우크라이나, 몰
도바, 벨라루스 등 3개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1개 국가를 구소련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78

외교, 제142호 (2022.7)

위해 애써온 서방 선진국들과 다자 개발 은행(기구)들의 인도적･경제적 지원
과 정책들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현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간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
격 속에 키르기스스탄이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26) 국
가 발전 방향에 대해 또 한 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는
기우와 함께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시기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는 어디
에 서있게 될 지 자문하면서 본고를 마친다.

26) 2021.5.5.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의 신헌법 서명으로 대통령제로의 전환, 국회의석수 축
소와 함께 ‘민족, 종족, 지역(마을) 대표들이 모여 국가적 대사에 대해 중요한 결정이나
자문을 하는 키르기스 전통의 관습인 Kurultai 제도’를 헌법상 제도로 인정하게 됐다.
2022.5.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 후 3개월 경이 되는 시점에 모스크바
에서 개최된 구소련 지역의 NATO라고 알려진 CSTO 6개국 정상회의에서 자파로프 키
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기념사진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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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위대한 실크로드의 중심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한국
신 성 철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국문초록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국민들에게 낯선 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
위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
가 되었고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독립 초기부
터 현재까지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금년 3월 부친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신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시장경제 체제 도입과 민영화 정
책 등 아버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요 가스 수출 대상
국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
해서는 자국의 영세중립국 지위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러
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양국 관계는 그간
에너지 플랜트･인프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기술력을 보유한 한
국과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은 ICT, 보건･의료, 교통, 재생에너지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높다. 2001년 태권도 협회가 창설되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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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립 아자디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이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문화 협력도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이 되기 위해 역내 수송
허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가 언젠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될 때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관계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에게 말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 특히, 아할테케(Ahal-Teke) 품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자랑이다. 중국
역사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천리를 달린다고 일컬어지는 한혈마(汗血馬), 그
리고 삼국지연의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적토마가 이 아할테케와 같은 종으
로 추정된다.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아할테케를 입수하는 방
안을 타진했다는 언론보도1)도 있다. 마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이
빠르게 달리던 아할테케는 태양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며 수천 년 동
안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과 동고동락 해온 친구이기도 하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문장 정중앙에 위치한 아할테케의 모습은 이 천리마가 투르크멘 사람들
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준다.2)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와 역사･문화･언
어적 유사성을 보인다. 국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
1) KBS, “세계적 명마, ‘아할테케’. 북한도 눈독?”, 2018년 5월 14일. http://news.kbs.co.kr/
news/view.do?ncd=3649013
2) 투르크메니스탄은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을 ‘투르크멘 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국립
투르크멘말협회(Turkmen Atlary)는 이를 기념하여 승마 경주, 아름다운 말 선발대회, 마
상 공연, 말 관련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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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투르크는 우리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돌궐
족으로 돌궐은 투르크를 한자로 음차한 표현이다. 돌궐족과 고구려는 서로 사
신을 교환하고 춤사위가 전해질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실제 양국의 언어는 같은 알타이어 계통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고 한다. 또한 좌식문화나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 대가족 제도 등 우리와 유사
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이 우리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이를 잘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양국 모두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천리마의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정세 및 대외관계를 개괄하고,
지난 30년 간 발전해온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투르크메니스탄 정치･경제 동향
1. 국내 정세
금년 3월 19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1991년 독립한 이래 세 번째 대통령으로서, 전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
프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다. 3월 12일 대통령 선거에서 72.9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월 11일 투르크메니스탄 국
회 상원이 임시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임 대통령이 갑작스레 퇴임을 결심하게 된 경위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그
는 그간 자신의 아들을 석유가스개발국 부국장, 국회의원, 외교부 차관, 주지
사, 건설산업부 장관, 재정경제 부총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게 하며 소위 ‘후
계자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2020년 9월 기존 단원제를 양원제로 전환
하고 자신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등 권력 이양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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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한 이래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초대 사파무라트 니야조프 아타예비치 대통령은
2006년까지 집권하면서 국가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모든 국민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 자신의 사진
을 걸어놓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어록집인 ‘루흐나마(Ruhnama)’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였다. 2006년 니야조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급서함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당선되
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사기업 허용 등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육･보건･사회보장 및 농업 분야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개혁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르디무
하메도프 대통령은 2012년 재선된 이후 2016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 대
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나이 제한(70세)을 폐지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2017년 3선에 성공한다. 상술
한 대로 2022년 2월 돌연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며 퇴진하였으나, 현역
상원의장으로서 여전히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금년 취임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국가
의 새로운 시대 부활(Revival of a New Era of a Powerful State)’ (20222025) 프로그램을 통해 전임 대통령인 아버지가 추진해온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분야에서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취임 후 처음 행한
각료 인사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재정･경제 부총리직을 제외한 모든 부총리를
유임시킨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국정 방향이 잘 드러난다. 그가 추진하는 개혁
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국내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등은 지켜
봐야 할 것이다.

3) 상원의장은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위원회 법률 위반 시 전체 의원 3/4 찬성에 의해 대통
령 불신임안을 결정하여 대통령 해임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법집행기관의 장을 임명 또는 해임
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은 퇴임 후에도 상원의장직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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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가. 가스 수출선 다변화 노력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4)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대
국이다. 1991년 독립한 이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
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지
리적 위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수출선의
확보와 수출선 다변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독립 직후 천연가스
대부분을 러시아 소유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 저가로 수출하고 러시아는 이
를 유럽에 재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갈등이 일어
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9년 4월 대러 수출 가스관 폭발 사고와 수출 가격
및 물량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러 가스 수출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12월 대중국 가스관과 2010년 제2의 대이란 가스관 건설이 완료되면서 투르
크메니스탄의 가스 생산량도 증가하였으며, 현재 투르크멘 가스의 대부분은
중국(2021년 77%) 및 러시아(22.7%)에 수출되고 있다.5)
이러한 대중･대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다양한 가
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TAPI(Turkmenistan-Afghanistan–
Pakistan-India)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는 이름 그대로 투르
크메니스탄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과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총
투자금액 100억 불, 연간 최대 수송능력 33bcm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이
다. 성공 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숙원인 가스 수출 다변화는 물론 역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아프간 국내 정세 불안 및 투자 자금 조달 등의 문제
4) British Petroleum이 발간한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투르크메
니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3.6조 큐빅미터(cm)로, 러시아(37.4tcm), 이란(32.1tcm), 카
타르(24.7tcm)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5)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 가스 수출 현황을 대외 공개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 이는 우리
대사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도출한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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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TCP(Trans Caspian Gas
Pipeline) 프로젝트도 거론되는데, 이는 투르크멘 가스를 카스피해를 거쳐 아
제르바이잔으로 운송함으로써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유럽에 직접 가스를 공
급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간 약 300㎞의 가스관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만약 성공하면 EU의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과 연결되어 유럽에 가스를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역시 재원 확
보의 문제가 있으며 카스피해 연안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 여부
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11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
바이잔 3자 가스 스왑 계약이 체결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에 가
스를 수출하고 이란은 이와 동일한 양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에 공급하게 되
어, 사실상 투르크메니스탄이 아제르바이잔에 매년 2bcm의 가스를 수출하는
셈이 되었다.6)

나. 국제 수송 인프라 개발 - ‘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번성했던 실크로드에 위치하여 역내 수송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물류 현황이 열악한 편이었
다. 이에 투르크멘 정부는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의 건설 및 현대화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18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이 국가
모토를 ‘투르크메니스탄-위대한 실크로드의 심장(Turkmenistan – the
Heart of the Great Silk Road)’으로 선정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내 수송 허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철도가 완공됨에 따라 중국
저장성(浙江省) 이우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화물철도가 운행될 수 있게 되었으
며, 2016년 11월에는 아시아 국제철도회랑 제1단계로서 아타무라트-이맘나
6) 2017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은 18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가스 대금 채무를 이유로 대이
란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었다. 이란은 남부에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산악 지대인 북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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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투르크멘)-아키나(아프가니스탄)를 잇는 철도가 완공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을 잇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8년 세르헤타밧(투르크멘)-투르군지(아프간) 철도가
완공되면서 아프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까지 이어지는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교통회랑이 연결되게 되었다. 한편, 2018년 2월
에는 투르크메나밧 신공항이, 5월에는 투르크멘바시 국제항구가 완공되었고,
여러 도시를 잇는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작년에 수도 아
시가바트와 떼젠을 잇는 220㎞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며, 앞으로 떼젠-마
리, 마리-투르크메나밧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건설 예정이다.

다. 기타
에너지 수출 외에는 건설･섬유･농업 등이 주요 산업에 해당한다. 농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면화 생산으로, 이렇게 생산된 면화를 가공한
섬유 제품들을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투르크메
니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11월
에는 WTO 가입을 신청하여 금년 2월 WTO 내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
룹이 구성되었다. WTO 가입 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3. 코로나19 상황
투르크메니스탄의 ‘코로나19’ 공식 확진자 수는 0명이다. 정부 공식 발표는
없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르크멘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
였다고 한다. 투르크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정기 항공편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내외 봉쇄정책을 유지해왔다. 외교관 등
정부의 별도 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자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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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내 쇼핑몰 등의
영업이 재개되는 한편, 6월 1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UAE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등 점차 봉쇄 조치를 해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관계
1. 영세중립국 외교정책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정책의 근간은 ‘영세중립국 외교정책’이다. 1991년 독
립 후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1995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날을 ‘중립의 날’이라는 공휴일로 지
정하여 기념한다. 이러한 영세중립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들 간 대립이 존재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개입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으며, 지역 안보 및 경제협
력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고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해 오고 있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독
립국가연합(CIS) 내 준회원국(associate member)으로 머물러 있으며, 집단
안보조약기구(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CO)에는 가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
다. 중립 정책은 국제정치적인 고립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나, 투르크메니스
탄은 이러한 고립을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중립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멘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
이나 침략 결의’(3.2), ‘인도적 상황 결의’(3.24), ‘러시아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4.7) 채택을 위한 표결에도 모두 불참했다. 다만, 지난 4월 일부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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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약 및 의료 용품, 섬유 등의 인도적 지원 물
품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7) 이는 중립정책 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고 있는 실례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2.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와는 역사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천연가스의 거의 유일한 수출선이었던 러시아와
의 협력 관계는 국가 존립에 필수적이었다. 최근에는 대러 가스 수출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만약 중단되는 경우 사실상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
황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여전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중요
한 외교적 과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준회원국이지만 정상회의에도 자
주 참석해 오고 있으며, 2012년과 2019년에는 CIS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
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4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지
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의 서거를 애도하는 서한과 양국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4월 8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푸틴 대통
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하였다. 투르크메니
스탄은 투･러 경제협력공동위(4월 9일, 투르크멘 수도 아시가바트), 제5차 중
앙아+러시아 외무장관회의(4월 22일, 화상), 제1차 중앙아+러시아 의회포럼
(5월 12일, 아시가바트)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변함없
이 유지･강화해 오고 있다.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는 정치･경제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영역에서 기인하

7) News Central Asia, “Turkmenistan will send humanitarian aid to Ukraine”, 2022년 4월
27일 newscentralasia.net/2022/04/27/turkmenistan-will-send-humanitarian-aid-to-ukraine/

88

외교, 제142호 (2022.7)

는 측면도 있다. 이곳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가 개최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로 진행되며 영어는 동시통역으로 제공한다.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이후 자국
전통문화를 지속 강조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투르크메니
스탄 성인들 중 다수가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반면 10대들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러시아어 의무 교육을 중단했기 때문
이다.

3. 중국과의 관계
양국 관계는 2006년 대중 가스관 설치를 합의(2009년 완공)한 이후 급속도
로 발전하였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
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러시아보다도 빠른 것이
다.8)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 인식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을 자국의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제1의 파트너로 여긴다. 2010년 3.6bcm에 불과
하던 대중 가스 수출량은 2019년 31.6bcm, 2020년 27.2bcm, 2021년에는
34bcm에 달했다.9) 현재 투르크멘 가스의 8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
는 만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있어 명실상부 제1의 경제적 파트너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최근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021년 7월 중앙아 3개국 순방 시 투르크메니스
탄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전통적･비전통적 지원을 하기로 약
속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아시가바트에서 개최된 투･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비롯한 국제･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유지 및 대테러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중국

8)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17년 10월에 형성되었다.
9)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단, 2021년 데이터는 대사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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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펑허 국방부장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계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군사장비와 인력양성 분야에서 양국 군대 간 실질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의 정치･군사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강
화될지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터키와의 관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터키이
다. 같은 투르크계 민족으로 이루어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민족적･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터키 기업
들의 투르크메니스탄 건설 사업 분야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터키는
투르크권국가기구(OTS: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국제투르크문화
기구(TURKSOY,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urkic Culture) 등 투르
크계 국가들을 포괄하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OTS에는 옵저버로, TURKSOY에는 정식 회원국
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전
임 대통령)이 OTS 원로원의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중립국 정책을 기반
으로 러시아･중국･터키 등 역내 강대국들과 모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투르크
메니스탄 외교정책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Ⅳ. 한･투르크메니스탄 관계
1. 정치･경제 협력
우리와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 7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 수
교 30주년을 맞았다. 수교 이후에도 2006년까지는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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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2007년 6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개설된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2008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8
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및 11월 투르크멘 대통령 국빈 방한)이 개
최되면서 양국 관계가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후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2015년 5월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
탄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정상 간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양국협력의 발전은 특히 에너지･인프라 건설 사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2009년 현대엔지니어링 및 LG상사 컨소시엄이 갈키니쉬 가스 탈황 시설 건
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래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차례차례 수주해 내었으며, 특히 양국 간 정상외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015년에만 약 50억 달러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는 2018년 완공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
이 컨소시엄으로 건설한 중앙아 최대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플
랜트이다. 완공까지 약 30억 달러가 투자되고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직접 ‘양국 간 성공적 협력사례’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멘의 자원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러한 에너지 플랜
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을 석유화학･ICT･교통･국토정
보･섬유･산림･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정부 지원으로 세종학당(2019년), 가스직업 훈련원
(2021년), 정보접근센터(2022년 2월)가 건립되는 등 양국 간 합의 사항이 하
나하나 실현되어 오고 있다.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상호 보완적인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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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 외에 다양한 분야로
경제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바이오, 조선, 방산,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산림협력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기
업의 수주 실적이 2015년 절정에 이른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난 3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문화 협력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K-POP의 인기가 높다. 이에 힘입어 개인적으로 주
재국 인사를 만날 때 BTS의 앨범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은 K-POP이 본격적으로 인
기를 끌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태권도의 경우 대사관이 개설되기도 전인 2001년에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태권도 협회가 결성되었고, 2010년부터는 매년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성황리
에 개최되어 오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10여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데, 2008년에 이미 국립 아자디 세계언어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으
며 2019년에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세종학당이 이곳 수도 아시가바트에 문
을 열었다. 현재는 초･중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
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음식, 영화, 한복 등 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
해 우리 대사관은 매년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우리 문화를 소개해
오고 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봉쇄조치들로 인해 2020년 이래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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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방역조치가 서서히 완화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
최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4월 3년 만에 한국어 능
력시험을 시행하여 그 첫 발걸음을 뗐다. 총 180명의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
이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한국주간 행사, K-POP World
Festival 예선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1,000여 명에 달하는 이곳 고려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Ⅴ. 마치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국토의 80%가 카라쿰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라쿰은
투르크메니스탄어로 ‘검은 모래’를 뜻한다. 이 사막의 기후 여건이 너무나 열악
하였기 때문에 투르크멘어로 ‘힘든, 우울한’이란 의미를 가진 ‘검다’라는 형용
사를 사용해 ‘검은 모래’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혹독한 사막으로 둘러싸인
투르크메니스탄이지만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
문에 끊임없이 타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고대 도시 ‘니사’는 이란계 파르티아 왕조의 본거지였던 곳이며, 마찬가지로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대 도시 ‘메르브’는 파르티아 제국의 영향력 하에서 실
크로드의 중계지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
어가 통용되고 러시아정교를 믿는 사람이 10% 가까이 되는 것은 1924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에 편입되었던 흔적이다. 이러한 굴곡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
화와 전통을 잃지 않고 유지해온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천리마는 아직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새
로운 대통령의 통치 하에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세계 경제 체제에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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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
탄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언젠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
로 뻗어나가게 될 때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관계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
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육로를 통
해 투르크메니스탄과 교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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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중앙아시아 외교관계수립 30주년

중앙아시아의 샛별 타지키스탄*

10)

- 한･중앙아시아 협력 기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 권 동 석
주타지키스탄대사

국문초록
1990년 초 소연방의 붕괴는 새로운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탄생시켰고 이전 세
계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
아시아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이곳에 소속된 신생독립국가들과 매우 빠르게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독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만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간의 관계도 소원했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오랜 내전과 내륙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형적인 문제도 방해 요소였을 것이다. 또한 뒤늦게 형성된 대
사급 외교관계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소위 선
진 국가들은 타지키스탄이 국제 정세와 안보의 요충지중 하나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임을 이미 인지하고 다양한 ODA 사업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협력을 강화해
왔다.
* 초대대사로서 타지키스탄을 알리는 것이 일종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기고를 결정했다.
기고문의 내용이 깊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기본
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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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은 1990년대의 내전을 겪으면서 국가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지
만, 2000년대 이후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국민의 의지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타지키스탄의 완전한 탈바꿈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앙아시아의 숨은 가능성과 잠재력 가진 타지키스탄과의 협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Ⅰ. 타지키스탄의 일반적인 정보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중
앙아시아 5개국 중 하나이다. 아프가니스탄(1,425㎞), 우즈베키스탄(1,161㎞),
키르기즈(970km), 중국(414㎞)과 국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완전한 내륙국이
다. 면적은 한반도의 0.65배 정도로 남한보다는 약간 크며,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이 중에서 약 10% 미만이 수도인 두샨베(Dushanbe)에 살고 있다. 전
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페르시아
어 계통인 타직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과거 구소련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두샨베 거주자와 장년층에서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높다. 타지키스탄
은 타직민족이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우즈벡인(13%), 키르기즈인
(1%)을 비롯하여 러시아인, 투르크멘인, 타타르인, 아랍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
족 국가이다. 한국과의 시차는 –4 시간이다.
타지키스탄과 수도인 두샨베를 들어보지 못했어도 ‘파미르 고원’은 들어 봤
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남동부의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93%
가 산악 지역으로, 전 국토가 최저 해발 300m 이상이며 평균 고도도 3,186m
에 이른다. 또한 타지키스탄은 히말라야 산맥과 연결되어 있는 지진대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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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시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 특히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파
미르 고원은 길이 800㎞, 높이 5,000∼7,000m의 고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최고봉인 ‘이스마일 소모니 봉’(구소련 때 ‘공산주의 봉’으로도 불림)은
높이가 7,495m로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근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험준한 산악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파미르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
하고 있어 파미르 고원은 명실 공히 타지키스탄 최고의 관광명소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동일한 시점에 국토 전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어떤 지역에
서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반면, 같은 시간 국토의 어딘가에서는 눈이
내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수도 두샨베의 경우 1월 평균 기온은 –3도이고,
7월 평균기온은 25도이지만, 한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 들기도
하고 겨울에는 –20 이하의 혹한이 들이 닥칠 때도 있다.
타지키스탄은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임기 7년의 대통령 중심제
이며 의회는 상하 양원제(상원 33석, 하원 63석, 임기 5년)를 택하고 있다. 행
정구역은 2개 주(소그드, 하틀론), 1개 자치공화국(파미르가 소재한 고르노바
다흐샨), 1개 직할도(수도권), 1개 특별시(수도 두샨베)로 구성되어 있다.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 원조와 해외노동자
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코로나 상황 이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대
를 시현하였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77억 불, 1인당 소득은 828
불이다.

Ⅱ. 신생독립국가 타지키스탄의 역사적 배경
타지키스탄의 뿌리는 고대 동부 이란 족을 구성하는 박트리아인과 소그드인
으로서 그 기원은 2,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투르크족과 몽골족
이 중앙아시아에 진입하면서 이들은 동부 이란 족과 동화되었으나, 주로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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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족이 타지크인의 조상을 구성하였다. 이후 페르시아제국, 마케도니아왕
국 등의 지배를 받았으며, AD 1세기 이후에는 중국의 한족과 교류와 분쟁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파미르 고원에 대한 국경갈등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8세기 초 아랍인들이 중앙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이 시작되
었고, 타지키스탄이란 명칭도 이후 봉건적 체제가 확립되면서 기록에 나타나
기 시작한다. 현재의 타지크인의 정체성은 9세기 사만왕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페르시아 문화와 문자, 그리고 조르아스터교의 영향
도 받게 된다. 고대로부터 타지키스탄의 영토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실크
로드의 역사적 경로에 위치하면서 소그드, 페르가나,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및 문화교류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19세기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에 진출하면서 부하라 칸국을 멸망(1866년)시
킨 후 타지키스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1895년 러시아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다.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되면서 이 지역은 투르키스탄공화국의 일부
로 편입되어 1924년 러시아공화국연방으로 흡수되었다가 부하라공화국으로
재편성되고, 또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속하게 된다. 1929년 마침내
소련내 독립적으로 타지키스탄공화국으로 자리 잡고, 1991 소연방 해체와 함
께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된다.

Ⅲ. 타지키스탄의 운명과 함께한 중앙아시아 최장기 집권
라흐몬 대통령
타지키스탄은 1990년 8월 주권선언, 1991년 9월 독립선언, 1991년 12월
소련해체와 동시에 독립국가연합(CIS) 가입하는 과정에서 집권 구공산세력과
이슬람민족주의파간 정쟁이 지속되었다. 1992년 5월 이 두 세력 간 충돌이 결
국은 내전의 시작되고, 이 내전은 1997년 6월 유엔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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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1999년 9월 헌법 개정을 위한 국
민투표 실시 때까지 양측의 갈등은 이어진다.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이렇게 장기적인 내전을 겪은 국가는 타지키스탄이
유일하며, 이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신생 CIS 국가들이 1990년대 초에 독립하여 국가를 비교적 안정적
으로 형성해 왔지만, 타지키스탄은 이 내전이 끝난 이후인 2000년대에 들어서
겨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전의 후유증으로 국가와 경제
를 일으키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했다. 구소련 시절에도 최빈국이었
던 타지키스탄은 CIS 국가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발전이 가장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전 과정에서 자치공화국 시절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남부 지역 출신의 에
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현 대통령이 1992년 11월 타지키스탄 최
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준비한다. 1994년 11월 대
통령 선거에서 직선으로 당선된 라흐몬 대통령은 5선 대통령으로 현재까지 집
권 중이다. 2015년 9월 타지키스탄 국회는 라흐몬 대통령에게 ‘국가 지도자
(Leader of the Nation)’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2016년 개헌에 따라 동 칭호
보유자에 대한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라흐몬 대통령은 사실
상 대통령직에 무제한 입후보가 가능해졌다.
내전 이후 라흐몬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에도 2010년 9월 타지키스탄 동
부 라쉬트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 세력의 테러, 2015년 9월 나자르조다 전 국
방차관 주도 국가 전복 기도 사건이 발발하는 등 국내 정세는 계속 불안정하였
다. 그간의 국가 경제의 피폐와 이로 인한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91년 타지키스탄 독립선언 이후 2015년 9월 국가전복 기도 사건이 마무
리 되고 나서야 타지키스탄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 시기부터
가 진정한 의미로서 타지키스탄이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주
로 중국자본이 집중되긴 하나 실질적인 외국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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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샨베의 모습은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1994년 주우즈베키스
탄대사관에서 근무 당시 겸임국인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기억하는 두샨베의 모습은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라흐몬 대통령은 CIS 국가 중 최장기 집권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
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 장기 집권을 하는 국가 수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장기집권이라는 의미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
미가 더 강하다. 그러나 약 30년간 라흐몬 대통령의 집권 시기 중 23년 이상
이 반정부세력, 테러, 극단주의자들과의 투쟁의 시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기
집권이라는 의미의 평가는 달리 되어야 할 것 같다.
타지키스탄 일반국민들은 라흐몬 대통령은 장기집권 독재자로 인식하기보
다는 타지키스탄의 고통을 함께한 끈기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
주재 대사로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느끼
곤 한다. 그리고 1992년∼1997년간 내전을 경험한 대다수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원하지 않는데다가 미국･중국･러시아 등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관
련하여 타지키스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라흐몬 대통령의 리더십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Ⅳ. 타지키스탄 경제 상황
현재 타지키스탄 경제의 축은 광물자원(특히 알루미늄), 수자원, 면화, 농업,
해외노동인력이다. 이웃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처럼 석유
나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성 문제로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의 자립도는 매우 낮은 국가
이다. 오랜 기간의 내전을 겪으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산업 시설들도 사라져
제조 기반도 빈약해졌으며, 산악국으로의 물류 인프라가 좋지 못하는 등 전반
적인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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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은 구소련 시절 알루미늄 공급기지로 특화되어 있었으며,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국영기업인 알루미늄 제조회사 ‘탈코
(TALCO)’사의 공장이 타지키스탄 남부에서 운영 중이다. 알루미늄은 타지키
스탄 총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현재도 타지키스탄 정부는 ‘탈코’의 경쟁력 강화 및 장비 현대화,
그리고 재가공 처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투자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모색
하고 있다. 알루미늄 외에 타지키스탄에는 풍부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이며, 특히 북부 가스전(North
Field)은 세계 최대 단일 가스전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13%가 이곳에 매장
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산악 및 내륙지역에 따른 물류 인프라 기반이 약해
금, 은 등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타지키스탄에 희토류 개발 잠재력인데, 앞으로 그 경제성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경우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부존 양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8위에 해당할 정도로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
한 상당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본부족, 주변국과의 정치적 상황, 상･하류
국간 물 분쟁 등의 문제로 전체 수자원의 약 5%만이 개발･활용되고 있다. 이
에 타지키스탄 정부는 여러 산업 중에서도 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비단 국내 수자원 개발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수자원의 효
율적인 이용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물 문제 관련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면화는 타지키스탄 농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70% 이상이
면화재배에 종사할 정도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
터 2008년까지 우리 기업(갑을)이 현지 최대 방적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
나, 경쟁력 약화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최근 면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타지
키스탄 정부도 면화산업에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으며, 우리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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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다.
타지키스탄에 있어 해외노동인력은 GDP의 38%를 차지할 만큼 타지키스탄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노동인력의 90% 이상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러시아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 타
지키스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노동
인력 파견국을 다양화하는 데에 전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우리나라
에 크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산업노동인력 지정송출국에 타지키스탄이
포함되는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정부는 ‘2016∼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6∼2030)’을 채택하고 국가적 역량 집중을 통해
국가 발전을 적극 꽤하고 있다.

∙ ‘국가발전전략 2016∼2030’는 아래 4대 우선 중점 분야를 두고 추진
⋅에너지 효율 강화: 수력발전소 건설, 송변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식량안보 강화: 종자 개량, 스마트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로/철도, 국가통신망 등
⋅산업다변화: IT, 섬유, 전자, 보건 등
∙ ‘국가발전전략 2016∼2030’은 아래 3단계로 나누어 추진
⋅1단계(2016∼2020): 국가 발전 제도적 기반 확충, 기업 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2단계(2021∼2025): 고속성장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고용창출
⋅3단계(2026∼2030): 생산 품목 다양화, 지식기반 혁신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은 현재 30%에 달하는 빈곤율을 2030년까지 절
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이다. 타지키스탄은 최근 연평
균 8% 대의 고성장을 지속 중이지만 경제 규모는 아직까지 GDP 82억 불에
불과하다. 1990년대 내전 이후 대부분의 경제 기반이 파괴되면서 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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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다른 CIS 국가에 비해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이 불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하에서 2022∼2026년을 ‘산업
발전의 해’로 지정하고, 수력발전, 농업가공, 관광, 광물가공, 건설 등 주요 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3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① 향후 5년간 주요 산업 기반
개선 ② 인･허가 등 규제 완화 및 공적 서비스 절차 간소화 ③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인하 ④ 52개국에 대한 방문 비자 면제 등의 세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이 여러 불리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력과 전기료가 저
렴하고, 중앙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근 CIS 국
가 시장 진출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사정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섬유 및 봉제, 농산품 가공, 생필품 생산, 건설
등이 투자 유망 산업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자연자원이 부족했음에도 기술 발전을 통해 단시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
한 우리나라가 타지키스탄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사례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필자가 올해 3월 초 라흐몬 대통령에 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이
래 만나는 정부부처 인사들 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외
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Ⅴ. 타지키스탄을 둘러싼 불안한 국제정세와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타지키스탄의 대외정책 기조는 ‘열린 문’정책(Open Doors Policy)이다.
고대부터 페르시아･중국 등 여러 문명이 교차하여 역사적으로 외침(外侵)이 많
았다. 지금도 중앙아, 서남아, 중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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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다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변국들의 압력을
견제하면서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평화와 상
호 이익에 기반 한 개방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현재 주요 국가의 외교정책의 뇌관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만 하
더라도 타지키스탄과 1,425㎞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가
장 긴 국경 2,670㎞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국경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한 이슬람극단주의 세력 유입, 인
신매매, 불법 마약 유통, 초(超) 국경 범죄의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안정적
인 국경수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에는 타지키스탄 인구보다 더 많은 타직 민족이(아프
가니스탄 인구의 30% 정도) 거주하고 있다. 이에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민족과 정치세력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정부가 구성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파슈툰 족 위주로 구성된 작년에 집권한 탈레반
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
방국으로서 타지키스탄의 정치･경제･안보･문화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
지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여 노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제1교역국이기도 하다. 특히
타지키스탄은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약 6천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201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2l년 9월
양국은 러시아의 제201부대기지 사용기간을 2042년까지 30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타지키스탄의 외교 관계가 기본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노동시장을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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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타지키스탄 정
부의 노력도 관찰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 중국의 급부상 견제
및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992년 수교 이래 지금까지
타지키스탄의 안보 강화를 위해 약 3억 3천만 불 이상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
해왔다. 현재 미국은 국경수비대원 훈련, 빈곤 축소, 교육, 환경, 보건 등 인도
적 지원을 통해 대타지키스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1.7월 아프
가니스탄 내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정세와 지역안보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중국) 타직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타지키스탄 진출에 가장 적극적
국가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자원 확보의 경유지로서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시하면서 최근 공세적으로 ‘신실크로드 외교’를 펼치고 있다. 타지
키스탄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터널, 발전소
등 제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현금 차관도 제공 중이다. 최근 두샨베에
지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 건물들이 중국의 차관을 통해 건설되는 것도 이
와 무관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역사･문화적 갈등은 구소련 붕
괴 이후 각기 자국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졌
다, 두 국가는 사마르칸트 문명의 역사적 소유권, 자민족 문제, 수자원 이용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서거 후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최우
선 순위를 인근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부여하면서부터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중단되었던 두샨베-타슈켄트
간 직항이 다시 개통되었고, 사증면제협정도 체결되었다. 최근에는 국경 개방
이 확대되면서 각종 버스 노선이 신설 또는 재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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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대사급 외교관계 시작
양국관계의 개관을 시간 순으로 보면, 타지키스탄이 1991년 9월 9일 독립
을 선언한 이듬해인 1992년 4월 27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올해
로 양국이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8년 2월에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
사관이 관할하는 주타지키스탄 상주공관(두샨베 분관)이 개설되었다. 이어
2015년 4월 라흐몬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방한(첫 방한은 2005년 5월 정부혁
신세계포럼 계기)했을 당시 성과로 한국에 타지키스탄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작년 3월 두샨베 분관이 대사관으로 공식 승격되어 같은 해 12월에 필자가
초대대사로 부임한 것 외에도 작년은 양국 외교관계에서 의미가 큰 해였다. 국
회의장(4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10월), 외교부 차관보(11월), 외교장관
(11월) 등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의 타지키스탄 방문이 이어졌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타지키스탄 공식
방문이었다. 금년 초 장관급으로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처음 타지키스
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의 시작을 알렸으며, 금년 한･타지키
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행사와 함께 많은 양국의 주요 인사
들의 상호 방문이 진행 중에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2020년 4천 6백만 불, 2021년 3분기 기준
3천 5백만 불일 정도로 교역 규모가 매우 미미하다. 과거 교역액이 연간 1억
불을 상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양국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의
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투자 또한 우리 방적기업(갑을)이 진출 했던 1990년대
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우리기업들이 타지키스탄 정부
가 발주한 공사에 감리로 참가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규모가 크지 않다. 현재
타지키스탄 남부지방에서 우리 중소기업 한 곳이 봉제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양국 경제관계는 대타지키스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비교적 중요
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대타지키
스탄 ODA는 누적 총액 약 2천4백만 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상원조기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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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체결된 2019년 이후 안정적인 협력사업 기반이 마련되면서부터 점차 규
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상원조 개발협력기관인 KOICA를 통해 타지키스
탄 정부의 중점과제인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천 4백만 불(약 57%)의
공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제3기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1∼
2025, 국별협력전략) 수정안을 통해 타지키스탄을 신규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및 제2차 중기개
발계획(Mid-term Development Plan, MtDP 2021∼2025), SDGs 이행,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타지키스탄의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CPS 중점협력분야 5개(① 산업 ② 교육
③ 에너지 ④ 농림수산 ⑤ 교통)를 지정하였다. 또한, 대사관 개설 직후 2022
년 2월 KOICA 타지키스탄사무소를 대사관내에 개소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
회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국별 협력사업 등을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
고 있다.
현재의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이 현지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은 150명이
채 안 된다. 재외국민의 대부분도 기업보다는 NGO에 소속되어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우리국민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빠르게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여
행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타지키스탄에는 약 14,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
하고 있었다. 이웃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
지만, 타지키스탄의 농업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한바 있고, 정부, 학계,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타지키스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내전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려인들을 타지키스탄 밖으로 내몰았
고, 그 결과 현재는 타지키스탄 내에 남아 있는 고려인들의 숫자는 1천명도
채 안 된다. 이 고려인들의 미래 삶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지키스탄 내전과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긴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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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비록 우리의 ODA사업과 2007년 시작한
한･중앙아협력포럼 틀 안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있었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
이다. 즉, 양국관계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지와
같은 상태의 양국관계이기에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먼저하
고 어디에 중점을 둘지가 더 중요할 듯싶다. 그래서 초대대사로서 바라보는 우
리와 타지키스탄간 관계에 있어 우선 역점을 두어야할 일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진출지원이다.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대사관도
부재하여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던 우리 기업들이 대사관 개
설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사 부임 이후 6차례의 우리 공
공 및 민간 기업 방문단이 있었는데, 모든 방문단이 현지 투자 또는 진출을
결정하고 돌아갔다. 타지키스탄에 아직까지 외국투자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
에 경쟁상대 없이 비교적 수월에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생국
가로서 불확실한 투자 여건이나 정보 부족, 또한 관료주의와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 인사들과 두
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지 정보들을 수집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은 투자결정에 앞서 타지키
스탄의 고유한 관습이나 문화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적이고 심층적
인 검토를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KOICA뿐만 아니라 여러 기
관과 단체에서 시행하는 우리의 ODA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잘 조율
되는 것이다. 작년부터 타지키스탄은 우리 ODA 중점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이
전보다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
야들은 국가별협력전략에 맞추어 타지키스탄은 주로 ① 산업 ② 교육 ③ 에너
지 ④ 농림수산 ⑤ 교통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작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테러, 마약/무기밀
수, 인신매매, 이슬람극단주의 유입 등의 위협 및 아프간 난민 발생 등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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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스탄 중심의 지역안보가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
제사회의 리더로서 우리의 역할이다. 이곳 대사로 부임한 이후, 필자는 전 세계
가 한국을 10대 강국으로 또한, 선진국으로 확실히 인정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
도 묻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구촌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준의 자유와
인권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적절한 역할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넷째는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한 양국민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시키
는 것이다. 그간 우리가 중앙아 국가들과 수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었음에도 타
지키스탄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대사관은 이러한 맥락
에서 지난 4월 26일 국립국악원 공연, 5월 14일 K-POP 페스티벌, 6월 16일
퀴즈온코리아 등의 행사를 연이어 두샨베에서 개최하였다. 국악원 행사에
2,200여 석의 공연장을 꽉 매운 것이나, K-POP 야외행사에 천명 이상의 젊
은이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그간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한류에 대한 목마
름을 알게 되었다. 금년 하반기에도 종합적인 공공외교행사로 다소 규모 있는
종합한국홍보행사를 준비 중인데, 이러한 행사들은 대사관이 개설된 만큼 연
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섯째는 재외국민 보호다.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수는 150명
이 채 안 된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파미르 고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
고 있어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숙박 및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미비하여 아
직까지는 우리국민들의 방문이 잦은 곳은 아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정부의
우리국민 대한 일방적 무비자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에 주제가 있는 여행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여행성향에 따라 현지 방문도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지의 관광 인프라와 통신사정이 좋지 못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요
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여행객들의 보호가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타지키스탄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땅이 아니었다. 우리가 의식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교류를 지속해 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고대 신라시대 고승 혜초는 천축국(지금의 인도)에 닿을 때까지 이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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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먼 길을 떠날 때 파미르 고원을 지났고, 그 후 우리와는 비단길로 이어져
막연하게나마 서로에 대해 어렴풋이 그 존재를 인식하며 지내왔을 터이다. 일
제강점 시기 연해주에서 삶을 개척한 우리 조상들은 중앙아 강제 이주를 거쳐
타지키스탄에 정착하여 한국의 존재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지금까지
그 삶을 지속하고 있다.
필자의 귀에는 수교 30주년 기념 전통국악 공연의 시나위 장단이 금방이라
도 타지키스탄 전통 악기로 합주를 할 수 있을 듯 들렸다. 석양이 지는 두샨베
시내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한국의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마을 정경이 떠오를
정도로 두 나라의 정서는 가까이 닿아 있다. 이렇듯, 알면 알수록 서로가 닮은
구석이 많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앞으로 더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것은 자연스
러울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후발주자인 타지키스탄은 경제, 안보, 보건 등 여러 분야에
서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타지키스탄이 더 나은 미래
로 나가는 데에 우리가 동반자가 된다면 양국관계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초대 대사로서 양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아야하는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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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중 수교는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중국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
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은 1991년 남･북한 유엔 가입과 그해 말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두 가지 정세발전을 계기로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였
다. 수교당시 양국은 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과 각각의 평화통일 환경조성
및 공동 경제번영 등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양국은 30여 년의 기간 동안 무역, 투자, 인적교류, 항공기 운항 등에서 괄목
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 고위급 전략대화 및
국방분야의 교류 등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
만, 양국 국방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나, 북한 문제, 미･중 간 충돌 이슈 등에 대
한 전략적 소통과 공감 형성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양국 간에는 2003년 동북공정건, 2010년 천안함 피격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
격사건에서 중국의 북한지지 태도 및 2016년 사드배치 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양국정부 간에
긴장과 불신이 초래되었고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계
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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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외교는 국력의 비대칭성의 확대 및 중국외교정책의 강압적 행태,
미･중 전략의 충돌에 따른 여러 가지 도전요인을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자
산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도전요인이다. 경제면에서도 공급망의 재편문제, 대중국 무역흑자폭의 감소에
따른 대외교역의 균형문제, 핵심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감소문제 등 여러
과제를 갖고 있다.
향후 한국이 중국과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한국외교가 ‘자강과 세력균형’의 기본 국제원칙에 충실하되 보편성, 일
관성의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중국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노력을 병행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력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상수가 아
닌 변수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Keywords: 한･중수교의 배경과 평가, 역대 정부별 한･중관계,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와 중국, 한･중관계 긴장요인, 대중외교 도전요인과 과제,
국력의 비대칭

Ⅰ. 머리말
한･중 양국은 오랜 기간의 상호 반목을 청산하고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단행하였다.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관계는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미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
의 차이 및 북한과 북핵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서 공통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간 신뢰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편, 금년 5월 출범한 신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 후,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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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새로
운 상황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한때 중국 내에서는 한류가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현재는 한류의 폄하 현상
이 일어나고 있고,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 특히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바닥 수준인바 장기적인 양국관계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수교 이후 30년간의 우리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
적인 대중 관계를 위한 우리의 자세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한･중 수교의 배경, 의의와 목표
1. 수교의 배경
한･중 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1980
년대 초부터 점차 관계 개선을 해오다가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와 함께 수교를 위해 본격적으로 접근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북한과의 동맹인 중국과 수교를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궁극적
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거대 중국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기대하였다.
중국은 적극 외교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대응하고 1989년 6월 천안
문 사태 이후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한국과 수교 시 한국의 투
자와 기술 유치, 미국 등 서방권으로의 징검다리 역할 등도 아울러 기대하였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는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 국제회의와 국제 체육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 각각 대규모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였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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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회참석을 통해 양 국민 간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중국이 한국의 발전된 모
습을 직접 목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 및 민간은 북경 아시안게
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노하우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였는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크게 감사를 표하였고, 이러한 협력의 축적에 힘입어 아시안
게임 직후인 1990년 10월 양국 간 무역대표부 교환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편, 19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에 중국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참석
하는 기회에 노태우 대통령과 면담하였고, 1992년 북경 ESCAP 총회에 이상
옥 외무장관이 방중하는 등 양국 고위층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상호신뢰 관계
구축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1990년 9월 소련이 한국과 먼저 수교를 함으로써
한･중 수교에 대한 중국의 대북한 부담감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한･중 수교 결정의 직접적 계기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두 가지 정세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첸지천 외교부장은 그의 회고록인 뺷외교십기(外交十
記)뺸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첫째,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승인할 것과 둘째, 남･북한 상호
간 체제를 인정하게 될 때 한국과 수교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1) 첸치천 외교부장의 말대로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해 국
제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해 12월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가 체결되었는바 이로서 중국의 대한국 수교 조건이 충족되었던 셈이다.

2. 수교의 의의와 목표
한･중 수교는 동북아시아를 흔드는 메가톤급 뉴스였다.
한･중 수교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구한말 단절되었던 한･중 양국 정부와 국
민들 간의 관계가 다시 공식적으로 복원됨을 의미한다. 즉 거의 100여 년 가
까이 끊어졌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복원된 것이다.
1) 첸치천, 뺷外交十記뺸,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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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방외교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360도 전방위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천안문 사태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제적 고립과 소련연방해체 이후 가중되어온 사회주의 체제 위기를 한국
및 이스라엘 등 주요 서방권 미수교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
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중 양국이 수교를 결정한데는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공동경제번영,
그리고 각각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이라는 3가지 큰 목표가 있었는바 수교의 목
표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관계는 수교이후 30여 년의 기간 동안 과거 수교 국가들 사이에 전례
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폭넓은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천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공세적 외교정책,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한･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충돌, 중국 자체의 이념화 및 민족
주의화 경향이 심해지면서 양국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양국의 수교 목표 달성 여부를 냉정히 반추해보
면 공동경제번영이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
도 평화안정과 각각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은 오히려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다
소 요원한 목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Ⅲ. 한･중관계 30년 평가
1. 역대 정부의 한･중관계의 특징
가. 노태우 정부시기(1992.8∼1993.2)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발표 이후 1993년 2월 노태우 대통령 퇴임
시까지의 6개월간은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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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볼 수 있다. 각종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제
도를 마련하고 중국 내 총영사관 설치와 주재원 및 유학생들 교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나. 김영삼 정부시기(1993.2∼1998.2)
이 시기 양국관계는 수교 초기 상호 기대감으로 인해 매우 양호하였다. 중국
은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서방의
대중국 인권 공세가 강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외교적, 경제적
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였다.
이와 관련 1995년 미국 등 서방이 제의한 ‘유엔 중국 인권 결의안’에서 한국
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청대로 공
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실제 투표 시에도 기권하였다. 당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실제로는 중국을 지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
이하게 되고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철수하게 되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다. 김대중 정부시기(1998.2∼2003.2)
이 시기는 클린턴 행정부 2기로서 한･미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가 모두
양호하였다. 특히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나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
의 무게감이 반영되어 이 시기의 한･중관계는 역대 최고의 밀월기였다. 주롱
지(朱鎔基)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였고, 오부치 게이조(小
渕恵三) 총리와 함께 3국 리더들의 동북아 협력에 대한 비전 공유와 리더십에
힘입어 한･중･일 3국 협력도 본격 시작된 시기였다.
다만, 2000년 발생한 한･중 마늘분쟁으로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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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처하기도 했는바, 협상 타결 후 양국관계는 곧 회복되었다.

라. 노무현 정부 시기(2003.2∼2008.2)
이 시기 초기 1년은 중국에서의 SARS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중국
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던 시
기로서 양국관계는 매우 양호하게 출발하였다.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시인으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
작하였고, 이는 한편으로 한･중관계를 가깝게 한 측면도 있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양국 고위층 간에 빈번한 접
촉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
였다. 한국은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양국 상호
협력의 축적은 한･중관계의 긴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껄끄러운 대미관계를 잘 관리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수교 이후 양국관계를 긴장시킨 최대 이슈인 동북공정(東
北工程)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2004년 8월 양국 정부가 학술교류를 통
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
었다. 이 시기는 동북공정 이슈를 제외하고는 양국관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마. 이명박 정부시기(2008.2∼2013.2)
이 시기의 한･중관계는 전임정부들과 비교하여 어려운 시기였다. 이명박 대
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려워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
하에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
성을 한･중관계와 비교함으로써 중국 측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와 관련
해 양측 간에 상당한 불신이 발생하였다. 이는 한국이 북한 급변 사태 시 공동
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과제

119

대처방안이나 장차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기대했
다면, 중국은 애초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외에는 북한에 관한 어떠한 문제
도 제 3국인 한국과 협의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
에 관해서만 협의를 희망하는 동상이몽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의 이
중적 태도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 두 사건의 경우에
중국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공개적으로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였는바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한국을 크게 실망시켰고, 양국관계의 한
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것은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
월하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점과 그해에 발표된 미국 오바마 행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발표와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무렵에
이미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세력전이 충돌에 대비하여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을 재평가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에는 관계없이 동맹국인
북한을 감싸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박근혜 정부시기(2013.2∼2017.5)
박근혜 정부 초기 3년 반 동안 양국관계는 ‘뜨거운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모두 이명박 정부 시기 어려워진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호감도 양
국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에서 통일을 위
한 중국의 협조를 얻겠다는 목적으로 미국 등 우방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관광객의 방한취소와 양국 간 문화협력의 동결로 많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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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방
어적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나 중국은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 내부 군사
정보 탐색에 활용될 수 있어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강력히 반
대하였다. 이 건을 통해 우리는 양국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중국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태도를 돌변할 수 있다는 중국의
민낯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사. 문재인 정부시기(2017.5∼2022.5)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최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중국과의 외교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다. 여기에 일부 한･미동맹 관계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포기하
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에 매달려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저자세외
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중국과 사
드에 관해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동 결과는 10월 31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
회에서 ‘3불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불 정책’은 그 후 대표적인 저자
세 외교로 비판받아 왔는바 동 내용은 신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간에 다시
긴장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방중 시 홀대 의전
논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미(未)실현은 물론이고, 중국 고위 관료들의 고압적
인 태도 등도 계속해서 ‘저자세외교’의 사례로 지적되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중관계는 활기를 잃었으나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심
화에 따라 대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관계 회복의 징후
를 보였으며, 양국은 2020년 코로나 공동 대응을 내세우며 협력의 동력을 찾
으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대중국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 사석에서 만난 중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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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북한 대화를 계속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하였으며, 특히 2021년 5월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조항’이 삽입
된 것이나 한국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북경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하였다.

2. 시기별 한･중관계 평가
한･중 수교 30년을 회고해 보면 양국 사이에는 2003년 동북공정, 2010년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2016년 사드 배치건 등 양국관계를 흔드
는 세 차례의 커다란 계기가 있었다.
2003년 동북공정 이슈는 한･중관계가 안보나 경제 이슈가 아닌 역사와 같
은 이슈로도 충돌이 가능하다는 교훈과 함께,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묻
는 첫 번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도 양국관계 악화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으며 도
대체 중국은 한국에게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묻는 두 번째 계기가 되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경제･문화 분야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
지해오던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동 건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근본에 관해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 보복조치는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교이후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가 되어 본격적인 세력 전이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공식 발표된 2010년을 전후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정부 간 관계나 민간 교류에서 일정한 상호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그 이후 양국 간에 전략 이익의 차이가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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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호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다소
의 착시현상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우선’ 정책을 위해 북
한에 양보를 거듭하는 한편 중국의 협력 확보를 위해 일부 한･미동맹 관계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중국 측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남･북한･중국 3국 간에 외형
상의 호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미･중 전략경쟁 과정
에서 한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대했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3. 분야별 한･중관계 평가
우선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 고위급 전략대화, 의
회 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까지 쌍무 및 다자회
의를 통한 정상급 교류가 연평균 2.8회(총 84회) 이루어졌다. 130여 회의 외
교장관 회담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소통
메커니즘(機制),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의 소통
이 이루어졌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의원외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2)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 국방부 차관과 중국 부총참모장 간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었고, 국방정책 실무회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비(非)전통 안보 분
야에서의 연합훈련이 부정기적이나마 시행되었고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 양국
국방부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방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나, 북한
문제, 미･중 간 충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공감 형성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북핵문제에 관한 최근의 중국의 태도를 볼 때 그동안 북한비핵
화를 위하여 중국이 얼마나 성의있게 협력하였는지도 솔직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측 협상대표들의 평가이다.
비정치 분야에서는 실질관계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외교부 동북아국
2) 외교부 동북아국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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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수교 직전인 1991년 44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21년 말에는 3,016억 달러(중국통계로는 3,624억 불)로 증가해 30년 동안
68배나 성장하였다. 2021년 대중국 교역 비중은 24%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및 수입대상국이며 미국과 일본을 합한 20%보다도 높다. 한편 한국은 중
국의 제2위 수입대상국이자 4위 수출 대상국으로 중국의 전체교역 대상국 중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면 3위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말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59,343건에 974억 달러에 달하며,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국 직접 투
자도 12,957건에 177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2015년 12월에 양국 간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등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2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양국 경제 관계는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대상으로서 중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
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탈중국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한국 수출의 대중국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한국 수
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대폭 상승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5월 한･중 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이래 처음으로 11억 달
러의 대중국 무역적자(수출 134억 불, 수입 145억 불)를 기록하였는바 향후
수년 내에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
인다.3)
이와 함께 인적교류나 유학생 교류, 항공기 운항 등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있었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2016년에 정점에 달하여 1,283만
명(방한 807만 명, 방중 476만 명)에 이르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로 상당히 감소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적교류가 중
단되기 전인 2019년 말에는 1,037만 명(방한 602만 명, 방중 438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2020년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67,000명,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47,000명을 기록하였다. 양국의 항공기들은 양국의 주요 도시를
3) ‘중국과 무역, 사상 첫 적자’, 중앙일보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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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각각 500회 이상, 합하여 1,000회 이상 운항함으로써 한･중 노선은 아
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운항 노선이 되었다.
특히 중국 내 한류열풍을 선두로 양국 간 문화교류와 문화협력도 활발하였
는바 많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 내에서 상영되고 한국 연예인의 출연 및 드라마
의 합작 생산 등 각종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 한류 이미
지 폄하와 중국 젊은이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인하여 상호 문화교류에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Ⅳ. 대중국 외교에 대한 자성
한･중 수교 30년을 개관해보면 우선 한･중관계는 짧은 기간 내에 양적･질
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상회담이나 외무장
관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서 교역이나 투자 인적교류 등 국가 간의 교
류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국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이나 아세안에서, 그리고 북핵문제나 기후
변화등 주요 외교이슈에서 한국 외교의 폭을 확장하고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 국민 간의 상호 비호감도
는 최고수준에 있으며,4) 정부 당국자 간에도 얼마만큼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갖
고 있는지 의문이다. 차제에 수교이후 30년 동안 한･중관계 발전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면서도 미래의 건강한 양국관계를 위해 과거 우리의 대중 외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자성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감상적 낙관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초･중반은 우리의 국력이 팽창하던 시기
4) 2020. 10 미국 Pew research 조사 결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비호감도는 75%로 조사대
상 14국 가운데 일본, 스웨덴, 호주 다음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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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가 너무 낙관주의에 빠져 곧 다가올 중국의 부상 및 ‘중국의 세기’와
이로 인한 중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변화 등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협
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평화통일 등 목표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였다.
둘째, 중국･북한관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우리의 희망적인 사고에
근거하거나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중국역할론을 믿
었던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중국･북한 간의 동맹 관계의 깊이나 전략적 이해
관계를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중국 지도자들의 추상적･현학적 수사(레토릭)에
빠져 중국이 북핵이나 남･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중립을 취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 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항상 북한 비핵화 이슈로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었는바,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중국 외교에서 항상 ‘을
(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보다
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북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자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
가 결국 대북한 제재조치의 효과를 반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스스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지나
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연한 대중국 외교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
해 “중국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함으로써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 수출 다변
화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취약성으로 이해되지만, 이는 역
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한국이 공급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의
존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줄이
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의 언급 내용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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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호주, 일본 모두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괄호는 전체교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8(25)%, 34(31)%, 22(23)%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지만 세 국가 모두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6)
넷째, 우리는 대외관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자강’과 ‘세력균형 외교’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진영 간 대립으로 북한문제나 중국
에 대한 시각이 통일을 기하지 못하여 대중국 외교를 힘있게 추진할 수 없었
다. 아울러, 대중국 외교에서 우리가 가진 미국, 일본, EU, 아세안 등 제3국과
의 협력 관계나 우리 민간기업의 역량 등 대내외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 관계는 3국 간의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측면
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양호할 경우 우리의 대중 외교에서 중요
한 자산으로 작용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의 교
착상태로 인해 대중국 관계에서도 우리의 외교자산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
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인은 중국을 잘 안다’는 증후군에 빠져 중국의 실체, 즉 중화주
의나 현 사회주의 정권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전통문화에 대한 상호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마치 자유나 인권･개방 등 현대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여
기에는 우리 언론의 중국에 관한 심층보도가 부족하고 지식층의 중국알기 노
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경제 분야에서는 거대한 시장 규모에 현혹되어 철저한 준비 없이
진출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 경제의 급
격한 고도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쉽게 이전해 주어
현재는 반도체와 문화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오히려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5) 유상철, “중국 읽기, 한･중 경제, 누가 더 의존하나”, 중앙일보, 2021.9.6.
6) 외교부 동북아국 자료 및 2022.5.9.자 조선일보, 정환우 KOTRA 선임연구원의 “중간재
교역, 한중교역에 대한 3가지 기우 모두 우려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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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중국 외교의 과제 및 제언
1. 대중국 외교의 과제
지난 30년 전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한･중관계는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여
러 가지 새로운 도전요인을 갖고 있다.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 위협과 미･중 간 충돌,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중･북한･러시아 간 신북방 협력 관계의 형성 등 새로운 도전요인을 갖고
있다. 양국관계의 견인역할을 해오던 경제협력의 동력이 점차 약화추세에 있
고, 양국 간 힘의 비대칭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양 국민 간의 상호 인식도
계속 악화되어 있는 것도 도전요인이다.
북한 김정은이 금년 4월 25일 ‘공세적 핵사용’ 방침을 선언한 이후 북한 핵
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었는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확실한 핵 확장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외교의 ‘최대 우선순위’인 대중국 견제정책에 어
느 정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수년 전과
비교하여 국가안보 측면에서 대미국 의존도가 훨씬 깊어졌다고 평가되는바,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견제정책 관련 어디까지 미국 측에 협력하고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여하히 중국 측에 설명하여 양해를 얻어낼 수 있는 지가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대미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사
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중･북한･러시아 3국 간 신북방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금년
5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의 거부권에 의해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히려 미국 책임을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이와 같은 새
로운 상황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가 과거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역
할론을 강조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대중국 핵 외교의 기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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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무관계에서는 한･중 양국 간 국력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
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에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7)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가 가치와 규범에 따른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중 간 가치와 규범의 차이가 가져올 외교 안보 정
책상의 괴리에 대처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미국주도의 반도체 등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재편 시도에
따른 중국 시장 관리문제, 주요 핵심품목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감소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중･일 3국 간 산업분업체제(value chain)가 와해되고,
그 대신 한･중 간에 쌍방향 부품무역이 주도하는 쌍방향 국제분업이 대세로
자리 잡은 무역구조를 어떻게 유리하게 정착시켜 나갈지도 새로운 과제가 되
었다.8) 한편 전체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고 양국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
다. 또한 중국시장이 더 이상 흑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에
서 전체 대외무역에서 어떻게 무역수지의 균형을 추구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한류 폄하 추세와 양국 간 민족 감정의 충돌이나 김치, 한복 등 원
조 논쟁 이슈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제언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국력의 비대칭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관계를 어떻게 호혜평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

7) 1992년 한･중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불과 1.2배였으나 2020년에는 8.99배로 커졌다.
8) 2022.5.9.자 조선일보, 정환우 KOTRA 선임연구원의 “중간재 교역, 한중교역에 대한 3가
지 기우 모두 우려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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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관계에는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합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2천 년에 걸친 한･중관계에서 누려온 주도적
지위를 기억하는 역사에 대한 정형화된 기억과 이미 부상한 거대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 오랜 한･미동맹 관계와 1992년 이후 형성된 한･중 협력 관계의
차별성, 그리고 중･북한 간 특수 관계 및 북한핵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등이
얽혀있다. 인접한 해양이나 공중에서 양국 간 안보이익의 충돌 가능성도 상존
하고 있다.9)
중국은 2050년 세계 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을 바탕으로 정치적 민족주의와 외교적 공세주의, 그리고 군사적 확장주의를
지속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들은 힘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강대국 외
교의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이러한 거대중국을 상대로 북
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정착,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
확대라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각 행위자들이 유념하고 견지하는 것
이 바람직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우리의 대중국 외교정책은 자강과 세력균형이라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충실하게 응용해야 한다.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론의 통일을 기하
고 초당적인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자강의 기본이다. 또한 like-minded 국가
들과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중 외교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동 관련 그동안 우리는 한･중관계에서 양자 간의 비대칭성을 ‘변하지
않는 요인’, 즉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양자관계에서 우리의 힘을 스스로 제
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중관계는 주체의 다양성이
나 제3국의 관여 여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파워 등 ‘변하는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대칭성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스스로 대
중국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한다.10)
9) 백영서･정상기, 뺷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뺸 (RHK 출판사, 2019),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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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중국 외교에는 상대의 선의나 ‘역사적, 문화적 특수관계’를 기대하지
말고, 항상 보편적이고, 일관되며, 의연한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
의 사드 배치 시 보복 조치를 결정하면서 아마도 마늘분쟁 때 한국이 중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것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중국의 무례한 압력행사에 대해
서는 단호한 태도와 함께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원칙과 국제 여론화하는 노력
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문제 발생 시 흥분하거나 여론에 밀려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문제 발생 시 처리원칙으로 제도화, 전문
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중국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의 중국
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상상하는 중국 전통문화 속의 중국이 아닌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운용 매커니즘이나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와 협상 문화, 그 체제하의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의 행
위방식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나 기업체 및 언론계의 관련자들은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만으로는 14억 중국을 상
대로 성공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공공외교의 주체라는 인
식하에 중국에 대한 공통의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접근하는 준비가 요
구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첨단 군사력, 5천만 인구를 가진 강력한 국
가이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시
민의식도 있다. 따라서 문화적･제도적으로 성숙된 국격(國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특히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이러한 자신감과 강
점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의연한 태도로 관계
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중국을 우리의 이웃이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10) 백영서･정상기 (2019), pp. 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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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이대로 좋은가?
- 기대에서 실망으로 연 상 모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전 주니가타 총영사

국문초록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양국은 30년 동안 서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국관계
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관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
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수교 초기 서로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양국관계의 구조적인
차이와 잘못된 기대, 둘째, 양국이 ‘피상적인 우호관계’의 틀에 갇혀서 양국의
차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양국관계에 어떠한 문
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 향후 양국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양국 간에는 구조적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132

외교, 제142호 (2022.7)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리고 서로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기대를 가질 때 서로
놀라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우호외교’의 틀
에 인위적으로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양국이 건설적인 관계
를 수립하려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Keywords: 한･중수교 30년, 양국관계의 악화, 피상적인 우호, 양국관계의 구조
적인 차이

Ⅰ. 서언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시간은 평면적으로 흘러가
게 마련이지만,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일에 대
해서 큰 매듭을 짓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한･중 수교가
30년이 된 지금, 양국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 30년 동안 서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
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국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
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관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국
의 중국에 대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 국력
의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수교 초기 서로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다. 양국이 수교한 이후 초기에는 양국관계가 다음과 같이 낙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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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나라 관계에서도 보
지 못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경제, 통상, 인적교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역사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관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
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의 중국
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쁜 상태이다. 금년이 수교 30주년이지만, 양국 간에 의
미 있는 축하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양국관계에 어
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양국관계의
악화현황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국관계에 나타나
는 현상에 있어 우리의 탓도 있다면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를 도출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의 악화
양국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양국 국민의 상
호적인 인식의 악화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
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은 2016년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중국의 부상이 본 궤도에 진입한 2000
년대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즉, 양국 간 국민 정서의 악
화는 이미 2000년 마늘 분쟁, 2004년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2005년 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역사와 문화 종
주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고 상호 부정적 인식이 쌓여 왔다.
우선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이다. 첫째,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인해 급격히 나빠졌다. 둘째,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높지만 중국이 미래에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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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16%만이 중국이 경
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13개국 중 가장 낮았다. 뿐만 아
니라 중국은 한국에 안보적, 경제적으로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9.2%
에 달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반중국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적에 가깝
다고 응답한 젊은층은 62.8%로 전체 평균 49.1%보다 13.7%나 높게 나왔다.
넷째, 국제적 여론조사 업체인 미국의 퓨리서치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개국 중 15개국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88%로 최고였으며, 그 뒤를 스웨덴
(80%), 호주(78%), 한국(77%), 미국(76%)이었다. 다섯째, 중국사회과학원 왕
샤오링 부연구원의 201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중국 호감도는
2009년 51점에서 2017년 42점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미국 호감도는 같은 기
간 65.1점에서 66.5점으로 높아졌다.
그러면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은 어떠한가? 한･중 양국은 인접국가이면서 수
교와 함께 최대 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 정
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동되어 왔다. 첫째, 2010년과 2017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은 나빠지는 추세에 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3.40점(10점 만점)으로 조사 8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10년 대비 2.35점 감소하여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다. 둘째, 한국의 중국 인식이 악화되는 과정에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급속
한 부상이 있었다. 요컨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 중국에게 한국의 비
중과 전략적 가치에 변화가 있었다. 최근 중국의 한 여론조사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
임즈가 2020년 발표한 중국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
로 한국은 북한(5.2%)보다 더 낮은 4.6%로 조사대상 11개국 가운데 10위에
불과했다.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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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권위주의적 국가인 중국의 여론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 조종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정부는 외교의 필요성에 따라 여타 국가에
대한 중국의 여론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7년 중국 인민일
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중국 국민의 외국에 대한 호감도
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에 의외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 여론조사결과는 당시에 중국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열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여론을 조작하여 역사문제로 인해 가장 비호
감 대상인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을 희생양으로 설정하려는 고려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2018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과연 그러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는
2014년 시진핑 방한 시의 59%에서 2019년 19%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2019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인 응답
자들의 67%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중국인 응답자들은
44%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7년 여론조사에서 “한국
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것이 양국의 상호인식 악화의 주된 원인으
로 보인다.

Ⅲ. 양국관계 악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초기에 양국관계는 경제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정경분리를 추진했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었다.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은 보류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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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은 추구한다)’와 ‘도광양회(韜光養晦: 강대국이 될 때까지 자신의 힘을 감
추어라)’에 집중했고,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했다. 즉, 체제와 이념
이 상이한 양국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이슈는 억제하고,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했다. 둘째, 1991년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다. 즉,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는 세계
화의 틀 속에 중국을 포함시켰고,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영합하며 경제
발전에 주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중 양국관계는 실용적인 정책에
가려져 있었던 차이점이 드러나면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양국관계의 구조적인 차이와 잘못된 기대
양국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근거없이 잘못된 기
대를 서로에 대해 갖고 있었다.
첫째, 한･중관계는 순수한 양자관계와 미･중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양자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한반도 통일,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
한문제 등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주권평
등의 국제정치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나, 중국은 과거의 중화질서의 틀을 한국
에 계속 투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의 유지 시
도이며, 두 개의 한국정책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에는 역사문제, 영
토문제, 한국의 독립과 자존심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단순히 양국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미･중 간의
전략적 문제가 있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대립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끊어내려 하는 한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더욱 이용하려는 유혹을 갖고 있다. 한･중 간에 이러한 핵심적 군사･안
보 이익의 차이점은 양국의 협력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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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하고 있다.
둘째, 당초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우선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많아지면, 중국이 북한을 부담으로 느
끼고 한국편으로 올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이 북한
의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막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한 전
승절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그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이 중국을 파격적으
로 대할 경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북한을 버리고 한국으로 더욱 가까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이는 한･중관계
에 역효과를 낳았다. 반면에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정치적, 안보적으
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
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어 중립화 시키는 데 이미 성공했다고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양국이 서로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서
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한반도국가와 중국 간의
정치관계가 단절되었다. 공산당정권의 중국은 1949년 북한과 관계를 수립했
고, 한국과는 1992년 국교 수립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약 100
년간의 단절을 넘어서 서로 만났으며, 아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 국민은 서로 잘 이해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과거에 역사
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왕조체제이었다. 1950년∼1992년간 중국은 사회
주의체제였고 한국은 근대화가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하지만 한국
과 중국은 1992년 수교에 따라 전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만난 양
국은 서로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고대의 중국만을
이해하고 있고, 중국은 과거의 한국, 한･중관계만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
국은 탈냉전 이후에 계속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으면서 피상적인 우호관계에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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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을 때,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양국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는 양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양국관계가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2. 양국의 차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
한･중 수교 30년간 양국은 경제관계, 인적교류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양국은 과거의 중화질서의 틀의 그림자에 있었으며, 양국 간의
갈등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가장된 우호’를
가져 왔다.
한･중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과거의 중화질서의 양국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행동
한 것으로 보인다. 주권평등의 국제정치질서의 시대로 변화한 현재 양국은 과
거의 중화질서의 틀에서 벗어나서 건설적인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 양국은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놀라거나 실망하고 상대방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도록 노력했다. 즉, 중국은 두 개
의 한국정책을 채택하고 남･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중국은 양
국 간의 충돌하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존이’라는 이름 하에 ‘우호
관계’라는 틀을 설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을 충분히 활용했다. 비록 한･미동맹이 있었지만, 이를 한국과 미국의 양자관
계에 국한시키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중국이 ‘구동존이’라는 명분하에 우호관계를 강요하면서, 양국관계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봉합하려 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구체적 사안을 긴 역사적 맥락 또
는 큰 틀에 넣어 자기 페이스로 끌고 나가려는 전통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간 중국 인사들이 양국 간의 차이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던 예를 보기
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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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자가 2012년 중국의 쑤하우 인민학원 교수에게 “북한문제와 역사인
식문제, 불법조업 어선문제 등 갈등하는 현안이 많은데...”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다.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한국은 이런 사안들을 아주 높은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중
요하게 생각한다. 반면에 중국은 양국관계 핵심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닌
데 한국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본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2012년 한･중미래
포럼에서, 중국 측 인사는 한국 측의 불만에 대해 “한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측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 한편, 2000년 중
국이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은 탈북자들을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북한에 송환
한데 대해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등 대중
국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허
용한다면, “한･중 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오
히려 위협했다.
한국은 중국에 전반적으로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은 수교교섭 시에
대통령의 연내 방중에 많은 것을 거는 것 같이 행동하였고 이후 양국관계의
피상적인 우호만을 찬양했고 불편한 진실을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북한
의 무력도발 및 핵개발의 저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너무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막연한 기대
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 개의 레버리지들마저 포기하고 한･중
우호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는 피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했다. 이는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지만, 사실상 전략이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에게 순응했고 중국에게 앞으로도 순응할 것이라
는 잘못된 기대를 주었다. 그런데 양국은 사드문제로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되었다. 양국이 그간 가져왔던 ‘가장된 우호’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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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국관계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점점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
에게 순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가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면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보이
고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한국의 ‘옳지 않고 분별없는’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이 구체적 사안에서 중국에 순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것을 당연
하게 여기면서 한국을 더욱 경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사안
에 있어 중요한 의견차이가 생기면, 중국은 ‘구동존이’란 명분으로 적당히 얼버
무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생각으로 방치한다. 그리고 중국은 양국관계를
‘우호관계’라는 큰 틀에 집어넣고 한국이 그 우호관계라는 틀에서 나가는 것을
도덕과 정의를 배반 내지 이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결국 한･중 수교 30년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대하
면 중국으로부터 상응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패권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한･중 수교 30년의 양국관계의 현실과 성격을 보기 위해, 그간 발생
했던 사건과 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준 패권주의적 자세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2000년대 초 이후 동북
공정사업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구려
의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가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은 경제보복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의 목적은 사
드문제 자체보다는 한국이 중국에 전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데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을 해제하기 위해, 소
위 ‘3불’을 수용했다. ‘3불’의 내용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화(中華)의 패권적 민낯을 보여주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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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개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
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한국이 자신의 영향력 안
에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주한 중국대사는 “중한(中韓)은 명실상
부한 운명공동체가 됐다”며 전염병까지 더불어 가자고 강요하려는 태도를 보
였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중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있고, 한
국의 항의에 대해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다”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의 어려움
은 그냥 한국의 어려움이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보복조치에 대해, 한국이
조급하게 중국에 양보함으로써 한국은 압력을 가하면 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이는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
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하지만 결국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 편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우선 ‘3불’을 약속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주권을 상당히 훼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하여, ‘한･중 운명공동체’ 발언, 북경대학 연설에서의 “중국
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언급은 과거의 조공체제로 자발
적으로 회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경제보복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는 언급을
했고 중국인의 한국 입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정부가 시 주석의
당시 방한을 예정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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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양국 간에는 구조적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
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
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기대를 가질
때 서로 놀라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다. 이는 양국관계를 관리
하는 데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양국관계에 있어 구조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호외교’의 틀에 인위적으로 의
존하는 현재의 양국관계는 좋은 관계의 환상을 계속 가지면서 새롭고 필요한
조정들이 긴장의 원천을 다가가서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방해함으
로써 관계를 더욱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양국이 건설적
인 관계를 수립하는 ‘새로운 틀’이다.
이와 관련, 중국학자인 옌쉐통의 주장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불안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양국 정부가 양국관계에 대해 거짓이지만 좋게 보이도록 하는
‘친구처럼 가장하는 정책’, 즉 ‘피상적인 우정’의 이론을 택했기 때문이다. 미･
중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인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에 기인하며, 상대방에 대
해 과도한 기대를 함에 따라 실망을 쉽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관계가
안정이 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피상적 우정’에서 ‘피상적 증오’로 바꾸어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필자도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우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것이며, 외교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으로 양국관계를 새로이 정
의했다. 이 표현은 일본이 추상적인 ‘우호관계’라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
구하여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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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중국은 매사에 있어 일본에 대해 놀라거나 분노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간에 상호적으로 우호적인 이익들이 여러 분야 중에
서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가 있는 분야들에 의거하여 전략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양국이 상호적으로 우호적 이익을 갖고 있는 문화분야의 협력을 추진
한다. 특히,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양국은 경제
관계에서 사업파트너로서의 관계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경제분야에서 양국은
많은 우호적 이익이 있다.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은 공통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이다. 양국은 상대방을 친구가 아니라 사업상의 파트너로서 보아야 한다. 이는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 셋째, 양국은 정치관계에서 이견도 있음을 분명히 할 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양국관계를 개선시키지는 않겠으나, 정치관계를 악화시키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양국 간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관해 공동
이익이 있으나, 한반도통일, 중국의 동아시아질서 구축문제, 역사문제, 영토문
제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넷째, 양국은 안보관계에 있어 갈등의 측면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양국 간에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이익이 있으나, 한･미동맹,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중국의 군
사력 증대 등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 향후 양국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우리의 대중국 외교가 어떠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중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병적인 집착
을 보이면서 한반도국가의 순응을 원하는 데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대응방안
이다. 우리는 사드사태를 지나며 중국이 분명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중국은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지내는 친구가 아닌, 그냥 쿨하게 협력해야 할
파트너일 뿐이다. 쿨하게 나오는 상대에게 억지로 친구하자고 달려든다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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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만 발생한다.
둘째, 중국이 즐겨 사용하는 ‘우호관계’의 틀에서 나와야 한다. 중국은 친구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국에 잘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을 불러일으키는 전술을 사용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양국이 건강한 관계
를 수립하는 ‘새로운 틀’이다. 중국은 한국을 협의와 타협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양국 간의 차이를 솔직하
게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중국에 불필요한 요청을 하지 말자. 우리는 북한핵문제 해결 등에 있
어 지나치게 중국에게 부탁을 하면서 중국에 상당히 빚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합치할 때만 움직일 뿐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공동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한･중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불편
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면 조급하
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는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줄 뿐이다.
여섯째, 중국은 선전전에 강한 나라이다. 상대방의 조치 또는 생각을 선악의
이분법 등을 통해 가치판단을 자신이 하면서 “상대방의 조치가 옳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나간다. 우리의 문제는 중국의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나
갈 경우, 우리는 이를 반박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저주저 한다. 그럴수록 중국의
페이스에 말려든다.
일곱째, 한･중 양국은 같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양국이 국제법과 규
범, 상호존중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우리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수교 30년 이대로 좋은가?

145

Ⅵ. 결어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다. 신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보
여준 저자세의 친중국 정책을 정리하고 한･미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우리의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는 한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거세어질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등을 통해 국제정
치는 미국과 유럽 대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신냉전의
도래는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관계는 주로 “미･중 신냉전에
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로 귀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한･중 양국관
계에서 우리가 양자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한･중관계가 미･중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현재
한･중 간의 양자문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한국은 이에 순응하는 건강하지 않은
양국관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 독립과 자존을 지키고 중국의 무시와
홀대가 아닌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인 것은 한국이
과거의 중화질서의 틀에서 안주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우리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화질서의 틀에서 나올 수 있으며 나와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동아시아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만이
유일한 강대국이었으나, 초강대국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부상한 중국을 계속
견제할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미국 외에 일본, 인도, 베트남, 호주도 있다. 그리
고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좁아졌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열려 있다. 즉, 우리는 중국과
의 관계를 과거와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 연계는 중국의 거대한 구심력 때문에 독립과 자존을 중시하는 한
국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속박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다양성과 선택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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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시대착
오적이다.
한･중 간 30년의 경험과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까칠한 국가’가 되는 것이 국가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이웃국가들인 일본, 베트남, 싱가포
르는 중국에 ‘쿨하게’ 대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중시를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의 공통점은 중국에 대하여 국익을 지
키기 위해 당당하게 대하는 한편 미국과의 군사동맹이나 군사안보협력을 유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희생이 있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할 때 중
국으로부터 멸시가 아닌 존경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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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탈나치화를 목표로 한 푸틴 대통령의 플랜 A는 실
패했다. 현재 푸틴은 전쟁의 목표를 축소시켜 동부와 남부를 잇는 육로회랑을
건설하는 플랜 B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항전해 나가자, 나
토국가들 내에서는 전쟁의 목표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전쟁에서 큰 변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
가이익을 고려하여 대러시아 지원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기초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
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수년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략적 명료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대전 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세
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냉전의 도래를 야기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식량
과 에너지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세계화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 전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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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이념측면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간의 대결이기도하다. 이번 전쟁의
시사점은 우선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이웃 강대국들과 우호관계를 유
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이슈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가치기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Ⅰ.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전망
1. 전쟁의 현황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의 시대착
오적인 제국주의 판타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량학살과 인권유린을 가져오고
있고, 세계적인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푸틴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플랜 A는 그가 개전당시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demilitarize)’와 ‘탈나치화(denazify)’였다. 우크라
이나의 탈군사화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탈나치화는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러정부를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
초 1∼2주 이내에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던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special military operation)’은 러시아군의 여러 전술적문제와 군인들의 낮
은 사기,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전술, 높은 항전의지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목표를 축소하여 동부 돈바스 지역,
남부 마리우폴, 크림반도와 남부 헤르손 지역 등을 연결하는 ‘육로회랑(land
corridor)’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쟁목표를 바꾸었다. 이 목표는 푸틴 대통령의
플랜 B로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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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흑해 북안의 지역은 17세기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가 수차례 오스만투크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은 영토이다. 당시 예카
테리나 2세가 이 지역을 ‘노보로시야(새로운 러시아)’라고 명명하면서 측근인
포템킨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대담한 식민정책을 펼친 바 있다.1) 거
기에 몰도바의 친러시아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연결하
면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육로로 완전히 연결하게 되어 푸틴이 원하는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재건’이 실현되는 것으로, 푸틴이 러시아국민에게 승전이라 주
장할 충분한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지역 등을 중심으
로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2. 향후 전망: 전쟁의 목표와 종결방식
미국외교협회회장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리차드 하스는 금년 4월 외
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지 기고문2)에서 서방이 이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리차드 하스의 기고문은 전쟁에서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서
방이 어느 선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지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종
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줄 무기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➀ 양측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 ➁ 전쟁이 평화협정이라는 조약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전투의 종결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
의된 게 없다고 한다. 하스는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의 목표에 영
향을 줄 수는 있으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의 목표를 결정해서는 안
1) 구로카와 유지, 뺷유럽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뺸 (서울: 글항아리, 2022) p. 147.
2) Richard Haass, “What does the West Want in Ukraine?”, Foreign Affairs, April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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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하스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관련, 냉전의 교훈 두 가지를 유념
해야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소련
과의 직접 무력충돌을 피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핵심적인 소련의 이익을 침해하
지 않도록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전
쟁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육로로 잇는 동남부를 장악
하는 경우 ➁ 전쟁 전과 유사한 위치에서의 교착상태 ➂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 등 세 가지를 상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젤렌스키와 푸틴이 모두 수용하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전쟁의 목표는 ➀ 교전을 종결시키고 ➁ 러시
아는 침공 전에 점유하고 있던 것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➂ 러
시아가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자제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전쟁이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끝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그것은 양측을 더 나은 상황에 있게 해 줄 타협가능한 공식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의 목표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
럽 의 나토회원국간에 의견차이가 대두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
이나가 선전하면서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자, 미국은 이번기회에 러시아를 최
대한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통해 휴전을 하거나 러시아가 2월 24일 개전이
전의 상태로 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푸
틴을 너무 밀어붙여서 모욕감을 안기거나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러시아
의 핵무기 사용을 촉발시켜 유럽의 안보를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
다. 금년 5월 23일 키신저 박사가 다보스 포럼에서의 화상연설을 통해 향후
2개월 내에 평화협상이 재개되어야 하며, 2월 24일 개전이전의 상태로 국경선
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발언하여 비평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며
비도덕적 제안이라며 국제적인 반발을 산 바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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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내에서 전쟁의 목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나오자, 금년 5월 31일 바
이든 미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에 직접 자신의 기고문4)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침략을 저지하
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키고 번영하는 우
크라이나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추구하
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Nothing about Ukraine without Ukraine)”는 원칙을 강조했다. 러
시아의 핵사용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면서, 미
국과 나머지 세계는 이 전쟁에서 어떠한 규모의 핵무기의 사용도 수용할 수
없으며, 핵무기의 사용은 ‘심각한 결과(severe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
이라고 했다. 전쟁의 목표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나토회원국들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Ⅱ.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관계
북경올림픽 개막날인 2월 4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시진핑과 푸틴은 “양국 간
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으며, 양국의 협력에는 금지된 분야가 없다”고 선언했
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에서는
양국이 민주주의 동맹국들에 맞서는 ‘전제주의의 축(axis of autocracy)’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바탕에는 푸틴과 시진핑의 역사관과 세계관에서도 큰 유사성
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재건을, 시진핑은

3) Dan Bilefsky, “Kissinger suggests that Ukraine give up territory to Russia, drawing a
backlash”, New York Times, May 24, 2022.
4) Joseph R. Biden Jr., “President Biden: What America Will and Will Not Do in Ukraine”,
New York Times, Ma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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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 양국이 생각하는 세계질서는 세력균형의 구
도 속에서 각 나라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위계서열구조(hierachy)이며, 중국
과 러시아 같은 대국들이 세계를 경영해야 하며, 작은 나라들은 대국의 정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은 중립이
다. 중국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러시
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3월 2일 유엔총회의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규탄 결의’와 3월 24일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상황결의’ 표결에서 모
두 기권했다. 4월 7일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정지 결의’표결에서는 반대했
다. 아울러 중국은 서방이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야기된 러시아의 ‘정당한 안
보우려(legitimate security concern)’를 이해해야 하며, 푸틴이 선전하고 있
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
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국가들 간의 힘
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전쟁발발 후 중국정부
가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
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자원과 군사장비 수출이 수출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세계2대 경제대국이자 수많은 글
로벌 공급체인의 원천으로서 중국이 경제제제를 받게 되면 서방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금년 3월 7일 ‘뉴욕타임즈’에 쓴 그의
칼럼5)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
었다. 그것은 중국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항공기들의 부품과 고성능 반도체
를 공급할 수 없다는 점,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있어서 중국
5) Paul Krugman, “Why China Can’t Bail Out Putin’s Eoconomy”, New York Times, March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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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규제기관의 반발이 두려워 러
시아와 거래하는 걸 꺼린다는 점, 양국의 지리적 거리가 교역의 장애가 된다는
점, 중국경제가 러시아경제보다 10배 커서 러시아가 종속국(client state)이
될 우려 등이다.
서방의 대러시아의 경제제재의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다. 우크라이
나 전쟁초기에는 러시아경제는 붕괴직전처럼 보였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동결같은 서방의 금융제재로 인해 루블화는 폭락했고, 러시아시민들은
현금을 미친 듯이 인출했다. 그러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20%로 올렸
고, 자본통제를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러시아 경제의 위기
상황을 되돌려놓았다. 비록 많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해외에서 동결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매일 10억 불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금년 4월의 서방주요국들과 러시아의 교역통계를 보
면 러시아의 수입은 크게 감소했고,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수입이 크게 감소
한 것은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을 SWIFT 은행 간 국제통신시스템
에서 축출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초기 루블화의 폭락도 수입에 대한 수
요를 줄인 탓도 있다. 하지만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국
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의 수출은 지장받지 않고 허용되고 있고, 에
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수출은 더 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수입이 크
게 준 것은 러시아 제조업에 필요한 부품들의 수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앞으
로 러시아 경제에 점차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6)
시진핑은 21세기에서 가장 큰 대립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쟁에서 푸틴이 선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패전하거나 그로 인해
푸틴이 실각하게 되면, 미국의 타깃은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
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안
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중요하게
6) “Russia is on Track for a record trade surplus”, ECONOMIST. May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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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대만이 독립선언같은 것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하
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에 두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Ⅲ.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대만 양안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대만 양안관계와 대
만의 안보상황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진핑과 푸틴이 북경
에서 양국 간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대만국민은 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에 대한 많
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만인들은 중공과의 내전에 패해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한 이래 항상 본토
로 부터의 침공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왔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는 14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만은 활력있는 민주주의국가로서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대만은 TSMC 같은 반도체 기업을 중
심으로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공급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 간에는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방위비는 대만의 20배 수준이며, 중국의 병력 수는 200
만 명인데 반해, 대만은 대부분이 직업군인으로 병력 수는 20만 명 수준이다.
대만은 징병제도가 있으나 군복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양안의 180㎞에 달하는 바다의 존재가 대만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
고 있다. 바다의 존재는 중국의 침공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
이 대만을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과 관련되는 주요문서들로서는 미･중 간의 3개 커뮤니케, 대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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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보장, 대만관계법 등이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
하고 미･대만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 중국과 미국정부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
다. 중국정부는 미･중 간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와 관련, 근간을 이루는 문서
로 미･중 간의 3개 커뮤니케만을 상정하는데 반해, 미국정부는 3개 커뮤니케
에 더하여 대만에 대한 6개 보장,7)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한 하
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
이가 국제정치에서 양국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만방위에 핵심적인 것은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다. 1979년 1월 미 행정부가 대만과의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자, 같은
해 4월 10일 미 의회는 ‘대만관계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위한 능
력을 유지하며, 미 대통령은 미 의회와 협의하여 대만의 방위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군사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한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왔지만, 다른
한편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후, 서방에서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우크라
이나보다 더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된다면 세계에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성장과 중국의 최근 수년간의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대
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을 공식
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전부터 나오고 있었다.8)
이번 전쟁 발발이후에는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략적 명료
7)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Declassified Cables: Arms Sales & Six Assurances (1982).
8) Richard Haass and David Sacks, “American Support for Taiwan Must be Unambiguous”,
Foreign Affairs, September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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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금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방문에 이은 일본 방문에서 중국의 대만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
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공약”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9) 그 직후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대만관계법을 언급하
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도 CNN이 진행한 타운 홀 미팅에서 중국의 대만침공 시 군사적
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 직후에 미 행정부 고위인사가 미국의 정책
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침공 시 대만에 대
한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취임이후 세 번째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대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
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결과로 종결될 경우, 양안 간의 긴장
이 높아질 것이며, 미 행정부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포기여부를 포함하여 대
만의 안보문제를 보다 심각한 현안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Ⅳ.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러시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의 하나인 안젤라 스텐트 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1월 외
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 “푸틴 독트린”10)에서 “푸틴의 궁극적
인 목적은 유럽, 일본과 미국이 촉진해온 냉전이후의 자유주의적 규범에 기반
한 질서를 폐기하고, 러시아가 통제하기 쉬운 질서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스텐트 교수는 “그 체제는 19세기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와 유사할 수
있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세계를 3극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얄타체제의 재현
9) “Biden Pledges to Defend Taiwan if it faces Chinese attack”, New York Times, May 23,
2002.
10) Angela Stent, “The Putin Doctrine”, Foreign Affairs, Ja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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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규범
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냉전의 도래를 야기한 역사적
사건이다.
신냉전 체제는 2차대전이후의 냉전시대와 비교할 때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하드파워는 당시의 소련에 필적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냉전보다 더 위험한 요
소들도 있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회장은 금년 5월 ‘포린 어페어즈’지 기
고문11)에서 국제사회에서의 G20 정상회의 퇴출움직임 등을 예로 들면서 기
후변화, 코로나 등의 문제 등의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도 각국의
집단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현시점에 다자적 협력이 붕괴될 위험성은 소련붕
괴 후 세계질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식량가격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세계각국의 물가상승률은 크게 높아지고 있
으며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인 스테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랍국가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2010년
‘아랍의 봄’이 식량가격상승으로 촉발된 것처럼 식량가격상승은 중동과 아프
리카에서 식량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기존의 미･중 무역갈등에
더하여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종식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되어
온 세계화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세계는 에너지, 식량, 금융시스템의 단절을 겪고 있다. 일부 자원부국
들은 자원을 무기화하여 자원이나 식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의 무
기화에 나서고 있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념과 가치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의주의 간의
대결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에서 국민의 희생으로 민주
주의를 지켜낸 역사가 있지만, 러시아는 민주주의 혁명을 경험한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러시아군대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서 민
11) Ian Bremmer, “The New Cold War Could Soon Heat Up”, Foreign Affairs, Ma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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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가 큰 힘을 얻을 것이고,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는 내부로부터 붕괴 압력
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계 영국작가 살만 루슈디가 그의 소설 뺷악
마의 시뺸에서 쓴 것처럼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한다.”12) 러시아가 민
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체제가 먼저 붕괴되어
야 한다.
뺷역사의 종말뺸의 저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교수는 3월 ‘아메리
칸 퍼퍼스(American Purpose)’라는 온라인 잡지에 쓴 칼럼13)에서 우크라이
나는 러시아에게 “명백한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패배는 우
리로 하여금 글로벌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새로운 자유의 탄생(new birth of freedom)”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하였다.

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도 강대국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우리나라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이다. 군사
력은 경제력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군사력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둘째, 이번 전쟁은 한･미동맹의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한･미동맹
을 양국에 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더
욱 강한 전쟁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12) Salman Rushdie, “The Satanic Verse” Chapter 9.
13) Francis Fukuyama, “Preparing for Defeat”, American Purpose, Mar.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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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하며 양국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외교안보이
슈를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우군을 만들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의 하나는 이웃 강대국과 우호적으로 지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토대 하에서 실질적인 협력관
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
거나 마찰을 빚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러 양자관
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삼국 간에 이전보다
훨씬 강한 연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
워 질 것이다. 신정부에서는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가운데 초당적
으로 북한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밀고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적 이익중심의 단기적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
를 실행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G7수준의 선진경제강국이자 군사
강국인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
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이슈에 연대와 지지를 보
내는 가치기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한 것은 수년전 미얀마 군사쿠데타 때가 유일하다. 이러
한 가치기반 외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적 손해도 따라 올수
있다. 그러나 우리국력과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우리외교를 위한 공간을 확장해나가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 정부가 가치기반외교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
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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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동맹관계 변화 및 시사점
이 백 순
전 주호주대사

국문초록
2021년 12월 우리나라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호주는 ‘안
미경중’이라는 이중의존 딜레마,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
조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외교
(assertive diplomacy)’에 대응하여 호주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
국과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질서와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
시하면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동맹관계를 변경하거나 강화하는 등 능동
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호주가 우리와 다른 행보
를 보이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조건이 다른 면도 있지만, 자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측면도 있
다. 또한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유지함으
로써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행보를 가능하게 했다. 호주의
동맹에 대한 인식과 지정학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호주가 최근 취하고 있
는 외교 행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 우리의 향후
전략적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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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호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지정학적 조건도 상이하지
만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호주는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병력을 신속히 파병하였고 그 이후
에도 한반도 정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호주 양국 간 공식적인 관계는 1999년 합의된 ‘발전
하는 동반자관계’라는 별 특징 없는 상태로 지난 20년 이상을 지내왔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양국 간 관계격상이 지연되어왔다. 그러다 마침내 2021년 12월 문
재인 대통령의 호주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제 양국 관계가 격상되었으니 양국 간 전략적 대화가
더 긴밀해지고 빈번해지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런 대화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우리가 호주의 동맹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호주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전략적 선
택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어 이러한 호주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중 간에 우리와 비슷한 ‘안미경중’의 행보를 보여왔던 호주는 2018
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며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중국
의 경제적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를 의연히 버텨냄으로써 호주는
자국의 정체성과 자국이 지키는 가치를 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 속에서 우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호주의 전략적 사고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가 본받을 점을 찾아보는
데 이 논고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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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호주의 전통적 안보관
1. 지정학적 특수성
호주를 지정학적으로 규정짓는 서술은 ‘고립된 섬 대륙(isolated insular
continent)’이다. 풀어 말하자면 호주는 남반구 인도와 태평양이란 양 대양의
중간에 외따로 위치한 대륙과 같은 거대한 섬이다. 호주는 독립 당시인 20세
기 초에 모국이었던 영국 런던과는 1만 8천㎞, 미국 워싱턴과는 1만 4천㎞ 격
리되어 있어 고립감은 심하였지만 주변에 아무런 적대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안보상황 속에 있었다. 그리하여 호주는 외침에 대비한 군사력을 강
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현재도 약 6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모국인 영국이 개입된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영국 안보에 기여
하는 것을 국방의 큰 과제로 생각했다. 호주는 이러한 지정학적 고립성으로 인
해 호주 본토를 외국이 직접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호주
전통적 안보관에서는 호주는 주위에 해자가 있는 것처럼 ‘해양･항공 이격
(sea-air gap)’이 존재하여 외침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다.1) 이러한 지리
적 이격에서 오는 이점으로 인해 호주군은 육군과 공군을 육성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해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재원을 배분하
여 왔다. 그리고 2차 대전 이전의 군사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호주까지 장거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도 없었고 그럴 전략적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일본군이 싱가포르와 남태평양
군도에 진출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호주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제한적이나마 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는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 호주는 자국 본토에 외국군
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정군 형태로 있던 육군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군사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각국의 군
사력 장거리 투사능력이 급속히 개선되자 호주도 더 이상 자국이 타국의 직접
1) Rod Lyon & William Tow, ‘The Future of the Australian-U.S. Security Relationship’ p
16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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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격이나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국의
방어반경을 더욱 넓혀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현재 호주는
해군을 더 강화시켜 전진배치 시키고 주변 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 핵심 동맹국 교체
호주는 모국이었던 영국을 자국의 안전 보장자로 생각하고 영국이 개입하는
모든 전쟁에 참여하여 영국 안보에 이바지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영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호주는 19세기 말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으킨 보어전쟁에서부터 1차 대전 중 터키에서 벌어
진 갈리폴리 상륙전 등에 많은 병력을 보내어 참전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 후 영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자 미
국의 편에 서서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에서 한국전이 발발하자마자 호주는 미국을 도와 두 번째로 참전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전이 지속되는 동안 육･해･공군 모두를 참전시켜 연인원 1만 7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과 ANZUS 동맹을 체결하여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당시 호주는
공산진영의 공격보다는 2차 대전 중 자국을 침략한 적이 있던 일본의 재무장
에 대비하여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 동맹을 체결하였다.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였음에도 호주는 영국도 여전히 자국의 안전 보장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가 발생하고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호주는 영국 대신 미국을 자국의 안전 보장자로 규정하게 된다. 수에즈
사태 발생 시 이집트군을 물리치고 수에즈 운하를 재점령하였던 영국･프랑스
군이 미국의 압력으로 철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호주는 영국이 미국을 대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이후로 호주는 미국이 개입
하는 거의 모든 전쟁에 미국과 함께 참전하여 미국･호주 양국 군대 간 연대감
과 상호운용성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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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이 늦어지자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은 호주를 핵심 동맹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 변
화는 후술하는 AUKUS의 출범에 영향을 미친다.

Ⅲ. 호주의 변화하는 안보관
1. 지정학적 재인식
호주는 앞에서 설명한 영국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건국 이후 자국을 유럽국
가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영국의 대외전략에 발맞추어 자국의 안보전략을 수립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영국보다는 미국에 의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ANZUS의 출범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후로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자국의 안보전략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영국이
1956년 수에즈 운하를 재점령 한 후 미국의 압력으로 이를 이집트에 되돌려
준 사건과 그 이후 영국군이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는 전면 철수하는 광경
을 목도하고는 미국과의 동맹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유럽
의 국제정세에 민감했던 호주는 자신이 속한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자국이 더 이상 유럽의 일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원이며 따라서 자국의 정체성도 아시아 지역국가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도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고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동맹이나 연대국들도 이 지역
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호주의 최대 안보위협이었고 그 이후에는 거대 무슬
림 국가이자 인접국인 인도네시아가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과는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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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에 중국이 호주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되고 있다. 결국 자국의 안보위협 요소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 있다는 것을 재
인식하게 된 호주는 이 지역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안보를 위해 긴요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은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우선시 되고 그 다음으로 지역강국인 일본, 인도와
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중견국가들과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 중견국가로서 역할 확대
호주는 국제무대에서 중견국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현
재의 국제체제와 규범과 가치기반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이 안전과 번영을 구
가하여 왔으므로 현재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 체제와 질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자
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범체제를 만드
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국제 비확산체제
(NPT)를 만들 때나 아･태 경제협력체(APEC)을 만들 때도 호주가 앞장을
섰다. 호주는 중견국가들의 모임인 MIKTA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파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2차 대전 후 약 50년간 호주는 중견국
가로서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는데 그 결과 호주 내에서는 ‘기성권의 정설
(establishment orthodoxy)’이란 것이 형성되었다. 이 정설은 세 가지 주요
정책으로 대변되는데 첫째, 아시아와 관여확대, 둘째, 다자주의내 건설적 역할
강화, 셋째, 강대국에 대한 의존감소가 그것이다.2) 호주는 강대국들이 자국 이
익을 먼저 앞세우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현 체제
와 질서를 지키는 임무는 오히려 중견국들에게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2) Rod Lyon & William Tow, ‘The Future of the Australian-U.S. Security Relationship’ p
1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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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주의 이 같은 중견국 외교는 자국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규범과 가치기반 국제질서는 결국 자유, 인권, 민주, 시장경제, 법치 등을 존중
하는 질서이다. 호주는 이 같은 가치들은 보편적 가치일 뿐 아니라 자국 정체
성의 본질이므로 이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자국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과 외교적
갈등 속에서 중국이 호주에게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
이 예상되었어도 호주는 이를 감수할 자세를 보였다. 호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는 자국의 정체성 보전과 안보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에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호
주 자유당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호주 국
민들, 그리고 이번 5월 총선에서 여당이 된 노동당까지 자국의 정체성 보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
다. 이 같은 중견국가로서 호주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자연히 현 국제질서를
만들었고 이를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와 달리 현 국제질서를 변경하려 하고 규범기반, 가치기반 질서를 무시하려
는 권위주의적 진영 또는 현상변경 세력과는 호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을 알고 있고 이를 감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 새로운 안보위협
북반구로부터 상당한 지리적 이격을 누리고 있는 호주로서는 과거 상당 기
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나 침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보위협 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군사･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안보위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
에 대비하여 자국의 동맹 파트너를 새로 물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과거에는 타국의 전략폭격기나 ICBM의 작전반경이나 그 숫자도 제한적이어
서 자국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을
포함하여 잠재적 위협국들이 호주를 쉽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을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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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그리
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잠재적 위협국들의 잠수함 활동이 증대되고 남중국
해를 중국이 군사기지화 하면서 호주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했
다. 한국･일본･대만 등 자국에 긴요한 정유제품과 반도체, 기계 등을 수출하는
나라와의 해상수송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
군력을 키우고 남중국해 근처에서 벌어지는 합동해군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원양작전 능력을 가진 전투
함과 잠수함을 더 확보하는 것이 국방의 주요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2017년 외교백서에도 잘 나타나듯이 호주의 지리적 이격이 더 이
상 호주 본토방어에 이점이 되지 않으므로 호주 북부를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그 북방으로 군사력 투사를 늘리고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안보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3) 또한 호주는 앞으로 국가 간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물리
적 군사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통신, 통제 인프라
를 마비시키거나 정보탈취 등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전투를 상정할 경우 잠재적 위협국과 첨단 통신장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의 공격에 자국 안보가 더 취약해질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2018년 미국보다 앞서 중국
의 화웨이를 자국 통신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국의 다른 중요
한 인프라 건설사업에도 중국 기업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호주는 잠재적
위협국과 첨단기술과 통신, IT 분야에서 서로 분리(decoupling) 되는 것이 자
국 안보를 위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다.

4. 점증하는 중국 영향력
호주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중국계 인구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호주 건
국 초창기에 노동 이민을 온 원조 중국계의 후손이자 호주 시민이 된 이들도
3) Malcom Davis, ‘Australia as a Rising Middle Power’ p8 RSIS Working Paper No. 328

호주의 동맹관계 변화 및 시사점

171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건너온 20여만 명의 유학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목적
으로 장･단기로 호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많다. 많은 중국인들은 호주에서
중･장기 체류하다 호주 시민권을 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중국인
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주호주 중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몽을 심어주고 중화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 있다고 호주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
는 중국 입장에서는 공공외교일 수도 있으나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계의 친중
국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친중국화 된다면 인
구 2천 5백만 명의 나라이고 자유･노동당 간 총선에서 표차가 5∼6십만 표에
불과한 호주의 정치지형에서는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즉 친중국계 인구가 늘
어나면 호주의 미래 정부는 국내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주권적인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호주의 외교･안보 환경에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호주 여론지도층들은 내다본 것이다. 이런 견해와
우려를 잘 대변하는 것이 호주 언론인 출신 해밀튼 클라이브 교수가 쓴 뺷조용
한 침략뺸이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호주 사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계 인구를 친중국화 하기 위해 유연한 수
단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 사회 내
에서 점증하는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은 호주의 정체성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호주 정부는 2018년 ‘외국간섭 방지법’을 만들어 정치인이나 학
자, 언론인 등이 중국의 후원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공자학원까지도
폐쇄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러한 사회 밑바닥으로부터 친중국화 세력의 결집
을 시도하는 중국의 행보는 호주에게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각인되었고
호주의 안보인식을 새롭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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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보환경 변화와 호･미 동맹 진화
1. 2차 대전 후 ANZUS 출범
2차 대전 중 본토 일부에 일본의 전투기와 잠수함의 공격을 받은 호주는 자
국이 더 이상 전쟁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국 안보
를 위해서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호주는 2차
대전 후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과의 동맹을 맺는 것이 긴요하다
는 판단 하에 뉴질랜드와 더불어 미국과 1951년 ANZUS 동맹을 맺게 된다.
이 3국 동맹은 NATO와 같이 공통지휘체계나 배속군대를 가진 조직화된 동맹
은 아니었으나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하는 집단안전보장을 도입한 점에서는 NATO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
당시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과 3국 동맹을 맺은 셈이며 호주 자체가 미
국의 중요한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조야로부터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호주
의 관점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토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 영토를 보전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었다. 즉 호주의 ‘경성안보
(hard security)’라 불리는 본토방위에 ANZUS가 기여하기를 바라는 수동적
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 수에즈 사태 이후 호･미 관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온 호주였지만 영국과의 군사적 유
대도 1956년 수에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1952년 이집트의 나세르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아랍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시도하여 그 관리권을 행사하던 영국과 프랑스 합
작회사를 추방하게 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로에 위치한 최고의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영･불에게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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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위신에 큰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영･
불 양국은 잃어버린 수에즈 운하 통제권을 군사적 방식으로 되찾기 위하여 수
에즈 운하에 재탈환 작전을 이스라엘과 함께 벌여 이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영･불 양국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미국과 상의된 것도 아니었고 미국은 이
를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더 연장하려는 처사로 간주하였기에 영･불 군대의 철
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영･불 양국은 국내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 대외적 영향력이 막강하여 이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어서 수에즈 운하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게 된다. 이러한 미･영 간의 비대칭적인 힘의 차이를 목도한
호주는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한
다. 그리고 1971년 영국은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마지막 병력마저 철수시킴으
로써 수에즈 운하의 동쪽 지역, 즉 아시아에서 병력을 완전 철수시키게 된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던 대영제국의 영화는 완전히 역사의
뒷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맹으로서 미국과의
보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게 된다. 뉴질랜드가 1986년경 ‘핵 자유지대
(Nuclear Free Area)’를 선언하고 미 해군의 핵무장선의 입항을 불허하면서
뉴질랜드는 ANZUS 조약으로부터 잠정탈퇴하게 된다. 이 이후 호주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른 무력지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호주가 크지 않
는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신뢰받는 지역 동맹 파트너로 부상하게
된다. 그 이후 미군이 참전하는 주요 전쟁에 계속 참전하여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계속 제고함으로써 호주군은 미군과 언제든지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동맹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1996년 자유당 하워드 정권 이후 호주는 미국으로 더 경사하게 되는
데 ‘공산권 몰락 이후 단극체제 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편승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4) 이러한 전략적 계산은 호주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을 도와 지역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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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정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했고 그 이후 호주는 이런 지역적
동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3. 9･11 이후 전략적 협력 확대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자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파병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기
로 결정한다. 호주군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특수전 부대를 중심으로 군수부대,
통신부대, 포병부대 등 지원부대를 같이 파병하게 된다. 호주군은 미군이 지정
해준 지역을 담당하여 그 지역에서 치안유지 및 반군제압 활동을 열심히 수행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믿을만한 동맹국으로 신뢰를 얻게 된다. 그 이후 호주
군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군이 파병되는 어디라도 파병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참전이 이루어지면 호주도 증원
군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범세계적 전략동맹국으로 발전하게 된
다. 이외에도 호주는 미국이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핵 비확산 등을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들을 규탄하는데 앞장서 왔다.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도 앞장
서는 호주가 미국에는 영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호주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은 안보라는 것이
단지 영토보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우리는 재산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
식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5)라는 말뜻을 호주는 잘 이해하고
4) Rod Lyon & William Tow, ‘The Future of the Australian-U.S. Security Relationship’ p
1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 2003.
5) Joyobroto Sanyal, ‘Shaping Australian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p 4 Security
Challenges, Vol. 15 No.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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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토보전이라는 ‘경성안보(hard security)’뿐 아
니라 생활방식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키는 ‘통괄안보(hollistic security)’를
호주는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 이후 호주는 아･태지역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역차원의 동맹이 아니라 범세계적 문제를 같이 다루어나가
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변화해 나간 것이다. 이와 같은 호주의 행보는
호주에게 미국의 ‘부보안관(Deputy Sheriff)’이라는 달갑잖은 별칭까지 붙게
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동맹의 충성도와 동맹의 넓은 지역적 적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2003년 텍사스를 방문한 당시 호주 하워
드 총리에게 ‘호주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미국을 도우러 나섰기에
미국은 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된다.6) 호주와 미국
간의 동맹은 지역방어 차원에서 범세계적 질서 및 안정을 방어하는 전략동맹
으로 한 단계 승격한 셈이다.

4. AUKUS 출범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격화되고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도 경색되는 가
운데 2021년 9월 미국･호주･영국 3국 정상은 화상회의를 통해 3국간 안보협
력체인 AUKUS 출범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
을 맺고 2014년부터 추진 중이던 디젤 잠수함 건조사업을 취소하고 미국, 영
국의 기술협력을 받아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전격
적인 발표는 잠수함 사업을 폐기당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3국간 안보협력체
의 대상국으로 추정되는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까지도 충격에 빠뜨렸다. 기존
의 국제계약 준수관행을 파기하고 비밀교섭을 통하여 이를 전격적으로 발표하
는 방식을 취하여 우방국인 프랑스 외교장관은 ‘프랑스의 등 뒤에 비수를 꼽는
행위’라는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며 이런 외교방식을 비난하였다. AUKUS의
출범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줄곧 보여 온 앵글로 색슨 3국간 군사
6) Roy Lyon & William Tow, The Future of the Australian-U.S. Security Relationship’ p
9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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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결정체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앵글로 권역연합(Anglosphere
Coaliton)’이라고 표현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런 연합(Coalition)이 동맹
(Alliance)보다 더 강력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7) 사실 동맹은 무엇보다도
공동의 적의 존재와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지정학적 필요성에 의해 그 동맹
적용상대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동맹국 간에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
면 동맹의 결속력을 더 단단히 해준다. 따라서 동맹은 공동의 적이나 안보위협
이 존재하는 지역내에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연
합(Coalition)은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을 수 있다. 즉, 연합은 범세계적인 문
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연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한
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그 적용범위가 넓고 발동요건에
융통성이 많다. 게다가 그 연합의 구성국이 같은 인종적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
는 경우에는 이 연합은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고 오래 지속되는 ‘공동사회
(Gemeinshaft)’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맹은 특정시기, 특정지
역내 공동 안보위협이 존재할 때만 잘 작동되는 ‘이익사회(Gesellshaft)’에 가
깝다고 볼 수 있어 공동이익이나 적이 사라지면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UKUS는 ‘공동사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하
지만 군사동맹보다 더 ‘유연하고 지속적인 관계(resilient relation)’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UKUS는 단지 합동군사훈련을 하거나 군기지를 공
유하거나 하는 군사력 측면을 넘어 첨단 기술적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도 상정
하고 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AUKUS가 ‘기술중심 파트너십(technology
focused partnership’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술적 단절
(technological disruption)’ 시대에 대비하여 3국이 사이버, 인공지능, 퀀
텀, 심해기술 분야에서 대응력과 협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설명
을 덧붙였다.8) AUKUS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외적
7) Rod Lyon & William Tow, ‘The Future of the Australian-U.S. Security Relationship’ p
11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 2003.
8) Micheal Shoebridge, ‘What is AUKUS and What is not? p 4. ASPI Strategic Insight Dec.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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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은 하지만 AUKUS가 공동의 안보위협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이
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중국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호주
가 핵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9) 호주가 AUKUS에
참여함으로써 호주와 미국 간 동맹은 대중견제 동맹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호
주는 자국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편을 확실히
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할 수 있다. AUKUS의 출범을 보면 호주와 미국
간 양자동맹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하며 계속 진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호주･미국 동맹 진화의 시사점
호주는 6만 명이 조금 넘는 군 병력을 가지고 있어 군사강국의 반열에 속하
지도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군사동맹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리고 호주는 미국과 동맹을 결성한 1950년대 초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
맞춰 호주･미국 간 동맹의 성격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시켜 왔
다. 그 결과 호주는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라는 안보협의체를 발
족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 파트너가 되었
다. 이러한 호주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분명한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는 돈독
히 만들어왔지만 반면에 중국으로부터는 적지 않은 견제와 방해, 그리고 보복
조치를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자국이 판단할 때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조치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취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단호한 행보가 가능하게 한 원인과 이 조치들이 한국에 시사해주는 점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을 처음에는 자국 본토방어 목적을 위해 체결하였으나
이후 자국의 안보가 지역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미국과 동맹
9) Global Times 2021.9.16. Newsis 2021.9.17. 재인용.

178

외교, 제142호 (2022.7)

의 틀 안에서 동맹의 적용범위를 아･태지역, 특히 남중국해 해역까지 확대하
게 된다. 그 이후 자국의 정체성에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지만 미국이 주창하
는 가치외교에 동조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다.
즉 동맹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안보의 개념도 물리적 영토보
전이라는 ‘경성안보(hard security)’로부터 자국의 자유로운 삶의 영역을 보
장해주는 환경을 확보하는 ‘통괄 안보(holistic security)’개념으로 확장시켜
왔다. 호주가 미국과 동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과정
을 잘 분석하고 우리도 미국과 ‘미래지향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를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호주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전략적 경쟁 수준을 넘어 패권경쟁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AUKUS에 참
여를 결정하고 미국이 더 신뢰하는 동맹이 되기로 하였다. 호주와 지리적, 문
화적 배경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자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호주의 자세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
성이라는 애매한 자세로 대변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호
주는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리고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희생
을 감수하는 호주의 자세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호주가 이와 같은 선명한 전략적 행보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우리의 진정한 국익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바탕으
로 이러한 초당적인 정책을 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호주에
서 이번 5월 총선에서 정권이 자유당 연합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었지만 노동당
알버니즈 총리는 당선 첫날 도쿄에서 열리는 QUAD 정상회의에 바로 참석하였
다. 동 회의에서 그가 호주의 외교정책의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언명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관계는 변함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단지 호주의 대중국 수사에
서는 일부 강약 조절이 있을 것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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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논고

이스라엘의 건국과정으로 본 외교의 역할
정 기 종
전 주카타르대사

국문초록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건국은 약 2천 년 만에 이루어진 유대민족의 고토회
복이었다. 이것은 유다이즘(Judaism)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와이츠만을 비롯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외교가 유대민족의 축적된 역량을 결집해 국제정세를 활용
해 이룩한 결과였다. 와이츠만은 영국과 아랍을 상대로 하는 외교활동으로 밸푸
어 선언과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문안 작성에 깊이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총회 결의안 181
호에 따라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성사되었다. 영국의 위임통치가 종료되고 동시
에 발발한 제1차 중동전 승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강고한 의지의 발현이었고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의 유대인 귀환과
정착지원 활동은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디아스포라(Diaspora) 기간에도 이어
진 민족 교육 그리고 성서고고학과 성서지리학과 같은 학문적 성과는 이스라엘
의 영토회복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Keywords: 이스라엘 건국, 와이츠만, 밸푸어 선언,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 유
엔팔레스타인특별위원회(UNSCAP), 팔레스타인 분할, 팔레스타인 위
임통치,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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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약 2천년 전 상실했던 국토를 회복해 새로운
국가 건국을 선포하는 특별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은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민족의 긴 유랑기 디아스포라로 들어
갔다. 기원전 926년 솔로몬의 사후 발발한 민족 내전으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
스라엘로 나뉜지 약 천년 후의 일이다.
‘시대착오’ 또는 ’기적’으로 불리기도 한 이스라엘의 건국은 첫째로, 유대민
족의 고향(Zion) 귀환운동의 고조. 둘째, 유대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건국 외
교. 셋째, 제1차 세계대전 후 중동 처리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분리. 넷째, 영국
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및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 제공 결정.
다섯째, 유엔에서의 팔레스타인 분할안 결의라는 단계를 밟았다. 그리고, 아랍･
이스라엘 전쟁에서의 승전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어 아랍의 반발에도 불구하
고 건국은 기정사실(fait accompli)이 되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이 아랍의 분열과
전략적 결함과 비교하면 월등했으며 국제정세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이끌어 간
결과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대민족의 비전과 전략적 사고에 의해 발휘된
외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유다이즘
(Judaism)1)에 기저하는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는 강인한 의지가 깊이 자리 잡
았다.2) 그리고 일시적으로 영토를 상실해도 민족의 정신과 의지를 견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간의 투쟁에서 의지를
가장 중요시한 클라우제비츠는 어떤 전쟁도 그 자체만으로 완전히 결정되고
1) 이 논문은 유대민족 중에는 유신론자인 Orthodox, Hasidism을 비롯해 무신론자까지도 포
함한다는 점에서, 유다이즘(Judaism)을 유대민족의 정신적 가치체계이며 생활양식으로서
보면서 유대교와 차별적으로 사용하였다.
2) 최창모, ｢이스라엘 건국과 포스트시온주의｣, 뺷기독교사상 통권 제716호뺸, 대한기독교서
회 201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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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은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
로 하는 중동 정세의 주요 국면을 따라가며 외교사적 함의를 찾아보려는 시도
이다.

Ⅱ. 건국 이전의 팔레스타인 정황
1919년 1월 파리평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에서 윌슨 미국 대통
령은 평화원칙 14개 조를 통해 민족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
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는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소유했던 식민지 영토 분할이 주된 의제가 되었고 중동
에서 민족국가의 독립 실현과 같은 변화는 없이 종료되었다.
회의에서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단 구성을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함에
따라 미국만으로 구성된 킹 크레인 조사단(King–Crane Commission)이
1919년 6월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실정을 조사했고 아랍민족의 입장에 호의적
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4) 그러나 이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5) 같은 시
기 다마스쿠스에서는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에서
도착한 아랍민족 대표들이 회동해 시리아 국민의회(Congress)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미 1913년 파리에 모여 팔레스타인에서의 열강의 위임통치와 유대
인 국가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파이살(Faisal I)을 국가원수로 하는 지방분권식
군주제 왕국의 창설을 선언한 상태였다.6)
3) 클라우제비츠, 허문순 옮김, ｢전쟁론｣, 동서문화사, 2020, p. 58.
4) The King-Crane Commission Report, August 28, 1919, The World War I Document
Archive has resided on the server of the Brigham Young University Library since
February 1996, http://wwi.lib.byu.edu/index.php?title=The_King-Crane_Report&oldid=7898
5) 서재만, ｢제1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의 대아랍 전후처리에 관한 연구｣, 뺷중동연구 제15권
2호뺸, 1996, p. 150.
6) Lenczowski, George,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Fourth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p. 7 and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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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산레모 회의(San Remo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연합군최고위원회(SCAP; 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는 오스만 제국 영토였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의 위임통치를 결정했다.7) 이것은 독립국가로 임시승인 받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수임국의 조언과 원조를 받는다는 내용이었
다. 수임국의 선정은 해당 지역 민족의 희망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 SCAP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21년 3월 윈스턴 처칠 총리 주재하에 카이로에서 중동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파이살을 위임 통치하의 이라크 국왕으로 인정했다.
1922년 7월 22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권을 수임했고 초
대 팔레스타인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Palestine)으로 유대계
영국인 허버트 사무엘(Herbert Samuel)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영
국･이라크 간 25년 기한의 동맹조약(Anglo-Iraqi Treaty)을 체결해 입헌군주
정체를 출범시키고 외교권과 군사권 그리고 경제권을 장악했다. 또한, 트랜스
요르단을 팔레스타인에서 분리해 파이살의 아들 압둘라(Abdullah I)를 국왕
인 말리크(Malik)보다 낮은 등급의 분봉왕을 의미하는 에미르(Emir)로 옹립하
는 결정을 했다. 영국은 1933년 이라크의 국제연맹 가입 후 위임통치를 종료
했으나 정정은 불안정해 1936년과 1937년 그리고 1939년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다. 1951년 7월 압둘라 국왕이 예루살렘 악사(Aqsa) 모스크에서 금요
예배 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 청년에 의해 암살당하자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아랍민족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었다.8)
한편, 유대민족의 팔레스타인 귀환운동은 19세기 초 러시아에서 격화된 유
대민족에 대한 조직적 박해와 학살(Pogrom)로 더욱 고조되었다. 1882년에는

7) Minutes of Palestine meeting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Allied Powers held in San
Remo, The Villa Devachan, April 24, 1920,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
jsource/History/Minutes_of _the_1920_Conference_of_San_ Remo.pdf
8) Kerr, Malcolm, The Arab Cold War 1958-1964, A Study of Ideology in Politics, Chatham
House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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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오니스트(Zionist) 식민지들이 팔레스타인의 유대(Judea), 사마리아
(Samaria), 갈릴리(Galilee) 지역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1891년 9월에는 영
국 런던에서 유대식민협회(Jewish Colonization Association)가 창설되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과 토지 매입 그리고 상업활동을 지원했다.9)

Ⅲ. 이스라엘의 막후 외교(Behind-the-Scenes Diplomacy)
1. 와이츠만과 밸푸어 선언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후 초대 대통령이 된 와이츠만(Chaim Weizmann)의
주도면밀한 정치적 책략 그리고 풍부한 외교적 능력이 강한 추동력이 되었다.
와이츠만은 건국 직후 1949년 발간한 회고록 뺷시행과 착오(Trial and Error)뺸
에서 이스라엘의 민족국가 창설을 구상하는 동안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미래에 팔레스타인에서 맞이하게 될 초막절(Sukkot)을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회상했다.10) 이것은 유다이즘(Judaism)이 이스라엘 민족국가 건설의 정신적
배경임을 알려준다.11) 시오니스트기구(ZO; Zionist Organization)12) 회장
와이츠만은 1910년부터 영국에서 화학 교수로 합성 고무와 고옥탄 휘발유 연
구에 성과를 보이면서 조달청 명예고문으로 재임했다. 그리고 유대계 영국인
금융 자본가 로스차일드 경(Lionel Walter Rothschild)을 통해 영국 정부의
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문안을 사전 조율했다. 선언문은 유대계
9) Jewish Virtual Library, Jewish Colonization Association, https://www.jewishvirtuallibrary.
org/jewish-colonization-association-ica
10) 초막절(Sukkot)은 유대 민족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도착까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
하고 곡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성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도
록 기록되었다.
11) Weizmann, Chaim, Trial and Error, The Autobiography, The Zionist Commiss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49, p. 1.
12) ZO는 1897년부터 1960년까지 활동 후 WZO (World Zionist Organization)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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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류층 유력가문으로 이후 밸푸어의 후임 외무장관이 되어 산레모 회의
에 참석한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이 문안을 작성했고 1917년 7월
18일 로스차일드 경이 밸푸어 외무장관에게 초안을 전달했다. 와이츠만은 9월
18일 경 선언문 초안이 로이드 조지 내각에서 토의 중에 있으며 수일 내로 밸
푸어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로스차일드 경의 서한을 받았다고 회
고했다.13) 그리고 11월 2일 밸푸어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인 정주지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팔레스타인
에서의 아랍민족과 유대민족 양측 모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모순이 담긴 이
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 향토(a national
home)라는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국왕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을 위한 향토를 설립하는 것
(the establishment in Palestine of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에 호의적 관점으로서 이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will use their best endeavors to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is object)이며, 팔레스타인에 있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
리에 또는 다른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에 편견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되는
바이다.”14)

이후에 와이츠만은 1918년 6월 이집트 주둔 영국군 총사령관 알렌비
(Edmund Allenby)의 주선으로 사해 부근 모압(Moab)에서 아랍 독립국가 수
립을 준비 중인 파이살을 방문해 면담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인 두 민족
간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와이츠만은 영국군 조이스 대령
(Colonel Joyce)과 동행했고 파이살의 캠프에서 영국군 장교 로렌스
13) ibid, p. 203.
14) The Balfour Declaration, 02 Nov 1917,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
mfa.gov.il/mfa/foreignpolicy/peace/guide/pages/the%2 0balfou r%2 0declaration.asp,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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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of Arabia)와도 접촉했다. 그리고 파이살에게 유대민족의 팔레스
타인 귀환을 추진하는 시오니스트 프로그램(Zionist Program)에의 협조를 요
청했다. 파이살은 두 민족 간의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와이츠만의 의견에 동의
했고 유대민족의 계획에 관해 질문했다. 와이츠만은 파이살이 이스라엘의 건
국 동향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1918년 6월 영국군 총사령관은 우리에게 파이살 국왕과의 접촉 시도를
제안했다. 아라비아 내지 여행을 통해 파이살의 본부를 찾아가 면담하면서
나는 아랍의 두려움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파이살이 강력한 정신적 지원을 우리에게 빌려줄 것을 바란다고 우
리의 희망을 설명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파이살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에 로렌스가 편지를 통해 나에게 확인해 주었다.”15)

2.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의 유대인 귀환 지원
187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 내 유대인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혁명사상은
러시아 황실 세력의 박해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대민족의 조직적 방어 활동도
활발해졌다.16)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 헤르츨(Theodor Herzl)은 1896년
독일 신문 ｢신자유언론(Neue Freie Presse)｣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유
대민족주의를 고취했다. 헤르츨의 주도적 역할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
1차 세계시오니스트총회(First Zionist Congress)가 개최되었고 세계시오니
스트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1903년 러시아의 고
멜과 키시노예프(Kishinyov and Gomel)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대인 학살사
건은 WZO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조직적 귀향
15) Weizmann, Chaim, Trial and Error, The Autobiography, The Zionist Commiss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49, p. 234.
16) Schapiro, Leonard, The Rôle of the Jews in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Modern Humanities Research Association and
University College, Dec., 1961, Vol. 40, No. 94 (Dec., 1961),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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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동과 같은 중요안건 들을 심의하고 집행했다.17) 1903년 여름 헤르츨은
러시아를 방문해 재무장관 비테(Count Witte)와 내무장관 플레비(Pleve)를
면담하고 유대인 귀환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유럽 출신 이민자 중 약 절반은 유대인이었고 대다수는 제정 러시아와
폴란드 출신으로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12만 명에 근접했다.18)
1905년 스위스 바젤 개최 제7차 회의에서는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로 아프리카 우간다(Uganda)를 선택하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인 농업 정착지들과 산업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191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에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 설립 지원을 결정했고 12년 후에 대
학이 개교했다.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 칼스바드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
서는 국제연맹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에 대한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팔레
스타인 내에 유대인 향토 건설 추진에 대한 영국의 지원 획득방안을 논의했
다.19) 1932년 1월에는 워싱턴에서 미국-팔레스타인 위원회(American
Palestine Committee)의 명칭으로 친이스라엘 로비단체가 설립되어 미국 내
정계와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헤르츨은 ｢유
대국가(Judenstaat)｣를 발간하면서 유대민족주의 이론을 세밀하게 구체화하
였다. 1936년 제네바에서는 세계유대인총회(WJO; World Jewish Congress)
가 발족해 뉴욕을 본부로 하면서 유대민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에 대해 미국이 호의적이었음과 비교하면 소련은
17) Britain, Palestine and the Jews, The Evolution of the 1939 Palestine White Paper
1891-1939, Oxford Centre for Postgraduate Hebrew Studies 1977, https://www.ochjs.ac.
uk/wp-content/uploads/2011/09/3rd-Sacks-lecture.pdf
18) Schapiro, Leonard, The Russian Background of the Anglo-American Jewish Immigration,
Jewish Historical Society of England, 1959-61, Vol. 20 (1959-61), pp. 215-231.
19) Jewish Virtual Library, A Project of AICE, Zionist Congress: First to Twelfth Zionist
Congress(1897-1921),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first-to-twelfth-zionist-congress189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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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었다.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고 공산
주의 소련이 등장했다. 혁명의 추진과 소비에트 신정부에 참여한 유대인 지식
인들의 존재는 이데올로기의 연대를 통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
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공산주의는 코민테른(Comintern)의 주도적 노력으로
중동에 소개되었고 1920년대 중반까지 유대인팔레스타인공산당(Jewish
Palestine Communist Party)이 불법 상태로 활동했다.20) 그러나 제2차 세
계대전 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접근과 소련의 아랍 지원 강화로 관계는 악화
되었다. 클링호퍼는 소련과 이스라엘 관계가 초기에는 부드러웠으나 이후 소
련은 시오니즘(Zionism)이 유입되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경계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의 공산주의와 이스라엘 건국 시기의
시오니즘 간에 경합적 관계가 있었으며 1947년과 1948년간 소련 내에는 강
력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지적했다.21)

3.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 취득
밸푸어 선언에서 약속된 영국의 유대인 향토 제공 계획은 국제연맹으로 인
계되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21년 가을 커즌 외
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문안 작성작업을 시작했다. 와이츠만의 동료인
미국 법률가 벤 코헨(Ben Cohen)과 커즌 장관의 보좌관이 실무진으로 협조
하면서 문안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는 때때로 만일 최종 문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최고
의 난제는 전문 초반 구절로서 시오니스트(Zionist)들은 “역사적 권리
(historical right)를 인정하면서”로 작성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커즌은 “당

20) Pennar, Jaan, The Arabs, Marxism and Moscow: A Historical Survey, Middle East
Journal, Autumn, 1968, Vol.22, No.4, p437, https://www.jstor.org/stable/4324338
21) Klinghoffer, Arthur Jay, Soviet-Israeli Relations, Springer, Contemporary Jewry, Vol.11,
No.1, March 199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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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그런 문안을 선호한다면 매일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배제했다. 절충안으로서, 밸푸어는 “역사적 연관
(historical connection)”을 제안했다. 이것이 위임통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22)

결국, 국제연맹의 최종 문안은 “역사적 연관”으로 발표되었다. 1922년 6월
3일 처칠 식민장관은 의회 백서(Churchill Memorandum)를 통해 영국 정부
의 유대인 팔레스타인 귀환 지원계획에 관해 발표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내
의 유대인 인구 증가를 조장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귀환 인원 제한 조건으로 위임통치지역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직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WZO의
조직적 귀환 지원활동과 팔레스타인 민족보다 월등한 유대민족의 경제력을 고
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 건설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이스라엘(State of Israel) 국가로의 발전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었다.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민
을 통해 그 수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이민은 신규 입국자를 흡수할 당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무엇이건 초과할 만큼 규모가 클 수는 없다. 이민자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현
재 인구의 어느 한 부분으로부터도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
켜 왔다. 영국의 통치 이후 이민자의 수는 약 2만 5천 명이었다.”23)

22) Weizmann, Chaim, Trial and Error, The Autobiography, The Zionist Commiss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49, pp. 150 and 280.
23) British White Paper of 1922 on Palestine(Churchill White Paper), https://ecf.org.il/Issues
/issue/248, https://unispal.un.org/UNISPAL.NSF/0/F2CA0EE62B5680ED852570C000591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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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국제연맹은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인 향토 설립을 명시하는 위임
통치 결정안을 발표했다. 위임 통치안(Mandate) 4항은 위임통치 권력은 유대
위원회(Jewish Agency)와 협력으로 유대인 향토 건설을 인정한다고 하여 팔
레스타인 내에 유대민족의 공적 기구 수립을 지원했다.

“제4항: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의 설립과
유대인 거주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문제에 있어서, 적합한
유대위원회(Jewish Agency)는 팔레스타인 행정부에 조언하고 행정과 국가
발전을 돕고 참여하기 위해 협력할 목적으로 항상 통제에 따르면서 공공 기
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시오니스트협회는 그 조직과 정관이 신탁행정기관
의 의견에 적합하는 한 그러한 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꺼이 유
대인 향토의 설립을 도울 의향이 있는 모든 유대인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24)

또한, 6항에서는 팔레스타인 행정부는 적절한 조건으로 유대인의 이민을 촉
진해야 하며, 제4조에 언급된 유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공공목적에 불필요한 국
유지 그리고 무주지에서의 유대인들의 정착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다른 구역 주민들의 권리와 지위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장
하면서”라는 조건이 붙은 것이었으나 유대민족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공식적으
로 촉진하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인은
약 55,000명 규모였으나 점차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위임통치하에 유대인 이
민자 입국지원은 아랍민족의 반발을 불러왔고 1921년에는 팔레스타인 내 아랍
인들의 폭동이 발생했다. 1936년 11월 영국은 필 조사단(Peel Commission)을
팔레스타인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 해 7월 제출된 보고서
는 팔레스타인 내에 이스라엘(Israel)과 아랍(Arab) 양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며
24) League of Nations, Mandate for Palestine, Nineteenth Session of the Council Thirteenth
Meeting Held at St James’ Palace, London on July 24th, 1922, at 3.p.m
https://unispal.un.org/UNISPAL.NSF/0/2FCA2C68106F11AB05256BCF007BF3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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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Jerusalem)은 영국의 위임통치지역으로 한다는 분할안이 골자였다.
이 같은 정세 변화의 와중에 팔레스타인의 아랍공동체는 효과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는 상태였다. 와끄프(Waqf)로 불리는 무슬림 최고위원회가 아랍위원
회를 만들어 관장했고 예루살렘의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그랜드 무프티
(Grand Mufti)가 와끄프의 대표였다. 1938년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분
할을 염두에 두고 분할위원회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양측 대표
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1939년 5월 17일 팔레스타인문제 백서(British
White Paper of 1939 on Palestine, MacDonald White Paper)를 발간했
다. 유대민족의 팔레스타인 이민이 증가할 것이며 이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
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5년 동안의 유대인 이민은 경제적 수용 능력이 허용된다면 유대인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이르게 할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예상되는 아랍인 및 유대인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와 현재 이 나라에 있는
불법 유대인 이민자의 수를 고려하면 올해 4월 초부터 향후 5년간 약
75,000명의 이민자가 입국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경제적 흡수 능력
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경제적 수용 능력이 허용된다면 향후
5년간 매년 10,000명의 유대인 이민자 할당량이 허용되며, 1년의 부족량은
다음 연도의 할당량에 추가될 수 있다는 이해 아래 허용된다. 또한, 유대인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고등판무관이 적절한 규정에 충족하면 유
아를 동반하는 난민들 25,000명이 특별 고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2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생 국가의 영토와 인구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별 인구비례
를 좌우하게 될 이민자들의 입국 조건은 주요쟁점이었다. 영국은 유대인의 입
국 인원을 향후 5년간 75,000명으로 제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입국
25) British White Paper of 1939 on Palestine, MacDonald White Paper,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 6, https://ecf.org.il/issues/issue/955, https://ecf.org.il/media_items/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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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구역과 제한구역 그리고 금지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분리하는 계획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은 아랍 측의 거부로 인해 집행되지 못했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진입했다.26) 미국 내 유대인 사회의 로비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쟁 중 팔레스타인의 아랍 지도부는 독일과 접근하는 외교적 실책을 범했
다. 1941년 11월 28일 예루살렘의 이슬람 최고 지도자(Grand Mufti of
Jerusalem)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Haj Amin al-Husseini)는 독일을 방문해
히틀러와 면담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향토 건설의 불법성
(Illegality of the Jewish home in Palestine)을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것은 독일의 힘을 빌려 유대민
족의 팔레스타인 귀환과 국가건설 추진을 방지하려는 시도였고 독일의 반유대
주의 정책을 중동에서도 적용시켜 아랍민족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
다.27) 그러나 이것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게 아랍과 독일 간의
접근을 경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3년 9월과 11월 와이츠만은 처칠과
오찬 회동을 갖고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처칠은
영국이 네게브(Negev) 지역을 유대 영토에 포함하는데 호의적이며 독일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적극적인 절차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유대인 향
토 문제에 있어서 와이츠만은 향후 15년간 매년 10만 명의 유대인이 귀환 계
획이라고 대답했고 처칠은 미국과 밀접히 협조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28)
1955년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뺷혁명의 철학뺸에서 와이츠만
의 회고록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유대인 귀환 과정을 새로운 형태
의 식민주의라고 비판했다.29)
26) Lenczowski, George,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Fourth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 398.
27) The Mufti and the Fuhrer,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he–
mufti–and-the-f-uuml-hrer
28) Weizmann, Chaim, Trial and Error, The Autobiography, The Zionist Commiss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49, p. 436.
29) Nasser, G. Abdel, The Philosophy of the Revolution, Mondiale Press, Cairo, 195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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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엔팔레스타인특별위원회(UNSCOP) 분할안과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로도 유대민족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1945년 8월 31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 10만 명의 팔레
스타인 입국에 대한 지원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1946년 10월에도
동일한 요청을 다시 전달했다. 미국 정부는 밸푸어 선언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
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 in Palestine)를 지지했으나 이후 루스벨트
행정부는 아랍과 이스라엘 양측에 등거리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30) 그
러나 미국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것은 소련을 견
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31)
1947년 4월 2일 영국은 유엔에 팔레스타인의 향후 처리 문제를 다룰 특별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유엔총회는 4월 28일에서 5월 15일간 유엔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 UN Special Committee on Palestine)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의장국인 스웨덴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과테말라, 인도, 이란, 네덜란드, 페루,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11개국이 참가
했다. UNSCOP 대표들은 팔레스타인 상황이나 중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
었고 단기간 방문했을 뿐으로 현장의 상황보다 유럽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
존자 캠프 방문에서 더욱 감동을 받은 듯 했다.32) 이후에 위원회는 잠정기간
의 유엔 감시하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유엔 정기
총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다수 계획안(Majority Plan: Partition with
Economic Union)과 소수 계획안(Minority Plan: A Federal State of
Palestine) 두 개 안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33) 다수 계획안은 스웨덴, 캐나
30) Office of the Historian, Department of State, Creation of Israel, 1948. https://history.state.
gov/milestones/1945-1952/creation-israel
31) 오드 아르네 베스타드, 옥창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에코 리브르, 2020, p. 217, p. 261.
32) Pappe, Ilan, A History of Modern Palestine, One Land, Two Peop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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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코슬로바키아, 과테말라, 네덜란드, 페루, 우루과이에 의해 작성되었고
팔레스타인 구역, 유대 구역, 그리고 국제도시 예루살렘 구역의 3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내용이었다. 소수 계획안은 인도, 이란, 유고슬라비아에 의해 작성되
었고 팔레스타인을 연방국가로 하여 이스라엘과 아랍 두 개의 국가가 각각 분
리통치를 하는 안이었다.
결국, UNSCOP의 다수 계획안이 채택되어 1947년 가을 유엔총회 특별임
시위원회에서 토의되었다. 유엔회원국 56개국이 투표에 참여해 미국, 소련, 프
랑스를 포함한 33개국이 찬성했다. 반대국가 13개국은 이집트, 이라크, 레바
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쿠바, 그리스, 인도, 이란, 파
키스탄, 터키였다. 그리고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
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10개국이 기권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분할안(Partition of Mandatory
Palestine)을 결의안 181호(UNGA Resolution 181(II))로 통과시켰다.34) 아
랍과 이스라엘 양 민족이 하나의 땅을 두고 다투는 문제를 단기간의 작업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용 면에서나 시간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중동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엔회원국들의
다수결 투표로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할이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는 것이
었다고 볼 수도 있다.
토의를 앞두고 와이츠만은 표결 결과와 아울러 미국 대표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영토를 차지한다고 여길 것과 아랍 측에서 법적으로 반대를 제기할
것(the Arabs might legitimately raise objections.)을 우려했다.35) 이것은
33) United Nations, The Qquestion of Palestine,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Palestine
Problem: 1917-1988–CEIRPP, DPR study, part II: 1947-1977, https://www.un.org/
unispal/document/auto–insert -202927/
34) XVII Resolution Adopted on the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alestinian
question, 181 (I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https://documents-dds-ny.un.org/doc/
RESOLUTION /GEN/NR0/ 038/88/PDF/ NR003888 .pdf?OpenElement
35) Weizmann, Chaim, Trial and Error, The Autobiography, The Zionist Commissi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49,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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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국제사회의 미정돈된 분위기와 신생 국제기구의 운영상의 허점에 의한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분할의 주된 역할자였음
에도 기권을 택하면서 책임을 국제사회로 전가하는 자세를 보였다.

Ⅴ. 이스라엘 건국 전쟁
유엔은 1948년 5월 15일까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를 종결할 것과
10월까지 양대 민족의 국가 수립과 예루살렘의 국제화를 실현하도록 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8월 1일 영국군 철수 후 두 달 내에 두 개의 국가 설립을
결정한 것이고 UNSCOP이 결의안을 실행하고 안보리에는 집행력으로 이러한
계획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36) 아랍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이 이전에 아랍
민족에 약속한 사안들을 배신했다고 성토하고 법과 절차적 측면에서 결의안의
구속력에 반대했다. 1948년 2월 6일 팔레스타인 아랍 고등위원회는 아랍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은 압제행위로서 무력에 의해 저항받게 될 것이
라고 선언했다. 5월 14일 영국은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를 종료했고 곧바로 텔
아비브의 유대인 국가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다. 그리고 수 시간
후에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de facto) 이스라엘에 대해 국가승
인을 했다. 소련 역시 사흘 후 5월 17일 법률적으로(de jure) 이스라엘을 국가
로 승인했다.37)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당일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트랜스 요르단, 이라크
군이 연합한 아랍 군대는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했고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 개시되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전부터 무기 확보에 집중했고 1948년 1월

36) Lenczowski, George,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Fourth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p. 404 and 405 and 407.
37) Center for Israel Education, Soviet Union Recognizes Israel, https://israeled.org/soviet-unionrecognizes-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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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슬로바키아와 군수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400톤 물량의 박격포와 폭
탄, 기관총, 탄약, 전차, 전투 차량을 확보했고 체코슬로바키아제 Avia S-199
전투기 24대도 구매했다. 전쟁 발발 직전 5월 11일 이스라엘 조종사와 정비사
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도착해 훈련을 시작했고 전투기는 분해 후 이스라엘로
보내져 조립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다.38) 아랍 연합군은 상호협조가 안 된 상태
로 참전했고 팔레스타인군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가나(Haganah)군을 중심으로 소련에서 귀환한 전투경험이
풍부한 팔마(Palmah) 부대와 히쉬(Hish) 야전군으로 편제되었다. 향토예비군
인 미쉬마르(Mishmar)와 여군 그리고 독립이전 테러 조직이었던 이르군
(Irgun)과 슈테른 강(Stern Gang)이 정규군을 지원했다. 전쟁은 1949년 3월
10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것은 정신력과 조직력 그리고 무기의 질과
양에서의 우월성이 확보된 군대의 승리였다.

Ⅵ.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유대민족 집단의 축적된 역량이 리더십이 제시한 비전과
외교활동에 의해 결집되면서 성취되었다. 영국과 아랍에 적극적으로 접촉해
획득한 정보는 국제무대에서 최적의 외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친 이스라엘 인맥을 통한 막후교섭은 성공적이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민족이 영국과 미국을 지원국으로 확보했음에 대해 팔레스타인 지도부
는 독일을 협력국으로 선택하는 실책을 범했다. 이 같은 유대민족의 역량은 유
다이즘 신앙에 바탕을 둔 강력한 민족의식으로부터 기인했고 민족 공동체의
의지로 추동되었다. 이것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국력의 요소

38) The Jerusalem Post, The Czech arms that saved Israel, Czechoslavakia provided
desperately needed weapons in 1948, By Gita Zbavitelova Published: November 30, 2020
18:10, https://www.jpost.com/international/the-czech-arms-that-saved-israel-6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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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했던 지리, 천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사기, 그리고 사회
와 정부, 외교의 질(Quality)39) 중에 사회와 정부, 외교의 질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이 2천 년 전 상실했던 고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유대민족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적 근원을 밝혀주는 학문적 역
할이 불가결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Hebron)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대한 종
교적 문화적 연구와 전승 활동은 디아스포라 중에도 계속되었고 후대에 대한
교육이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유대민족이 축적한 문화자본은
외교활동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적 능력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
었다. 여기에는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 전통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성
서고고학과 성서지리학의 연구 성과 역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연고
권 증명에 일조했다.40)41)
대한민국도 주변국으로부터 받은 영토와 역사 침탈로 인해 배양된 강인한
민족성 그리고 디아스포라 상태의 재외동포와 같은 유사성을 가진 국가다. 그
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Eliezer Wiesel)의 홀로코스트 3부작(｢흑
야｣, ｢새벽｣, ｢벽 너머 마을｣)에 묘사된 것과 같이 위기에 둔감하면서도 상황
이 닥치면 용기와 집념으로 극복하는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
이 단일 공동체로서 다양한 층위에서 생성된 역량의 결집이나 미래지향적 자
세에 있어서는 취약함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의 주장을 논증할 수 있는 학문적 성과의 배양에는 더욱 노력이 필요
하며 적극적으로 국제학계에서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의 건국은 신앙으로 결합된 집념에 가까운 민족 공동체 보존의 열망이 창조하
는 국가 재건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39) 한스 모겐소, 이호재･엄태암 옮김, ｢국가 간의 정치｣, 김영사, 2014, p. 303.
40) Marblestone, Howard, The Great Archaeological Debate, Israel Studies Bulletin, Vol.16,
No.1 (Fall 2000, pp. 23-29.
41) Dever. G. William, From the Bible to the Levant and Beyond, Near Eastern Archaeology,
Vol. 80, No. 3 (September 2017),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pp.
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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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환영사
축사
◆ 현장 사진

한국외교협회 창립50주년 기념 행사

환영사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

존경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박진 외교부 장관님,
주한 외교단의 여러 대사님, 외교관 여러분,
한국외교협회의 여러 선배,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948년 건국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덧 74년의 연륜을 가지
게 되었고, 1971년 12월에 창립된 한국외교협회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부러
워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선도
적 역할을 해 왔고 수많은 외교관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순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외교 일선에서 헌신하고 은퇴하신 200여 분 이상
의 외교협회 회원들이 와 계십니다. 손님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를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개도국일 때 외교 일선에서의 일은 무척 힘들었지만, 국내에서
외교관은 신랑감으로서도 1등급일 만큼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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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국내에서 외교관은 인기가 별로 없는 힘든 직업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외 근무를 나가야 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과거와 달리 외교
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도 큰 나라입니다. 지금은 외교가 전문 외교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
명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 돼 온 전문 외교관들의 경험과 경륜은 나라의 중요
한 자산임도 분명합니다. 정부가 전문 외교관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외교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교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로, 현직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 외교관들에게 힘내라고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외교협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외교의 발전과 외교관들의 복지향상,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72년에는 우리 후배들이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며 한국외교협회 창립 100
주년을 축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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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 진 외교부 장관님,
한국외교협회 이준규 회장님과 여러 임원 및 회원님들,
주한 외교사절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한국외교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교협회는 제가 외교부에 입부한 1970년 다음해에 설립되었으므로, 시
간적으로 저의 36년간 외교부 근무,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더욱더 깊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1971년 12월에 개최된 외교협회 창립대회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님을 비롯
하여,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님,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님, 이원경 전 외교부
장관님, 윤석헌 전 외교부 차관님 등 쟁쟁한 대(大)선배님들이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대선배님들께서는 전직 외교관들이 힘을 합쳐 외교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자의 경륜을 활용하여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국가 외교활동 수행을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초대
협회장으로 제2대 외무부 장관을 지내신 임병직 대사가 선출되었다는 사실도
외교협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립 이후, 한국외교협회는 여러 실질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예
를 들면, 외교협회가 1980년대 중반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계간 잡지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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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는 국제정치 전문학자들과 전･현직 외교관들이 기고한 다양한 글들을 담
고 있어서,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애독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협회는 10여 년 전부터 회원들의 온라인 칼럼인
‘외교광장’과 ‘외교소고’를 월 평균 4회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한 개의 칼럼
당(當) 온라인 조회 수가 평균 4,000회를 넘을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
외교협회는 이를 위한 활동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시작된
‘외교관 TV’라는 유튜브(YouTube)의 제작과 방영은 외교협회의 중요한 공공
외교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협회는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는 부모와 떨어져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교
관 자녀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및 관리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등산 및 역사탐방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교협회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는 과거의 성과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업적을 바탕으로, 새
로운 50년, 나아가 100년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40년
이 넘는 외교관 생활과 유엔 근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외교협회의 도약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국가외교 정책의 개발과 지원입니다. 외교협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튼
튼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외교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외
교관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둘째, 인근 국가들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활발하게 교류 및 협력하
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AI)과 인터넷 기술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국가 간의 거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어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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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미국･일본･중
국 등의 외교협회 및 유관 단체,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협회의 활동에 가급적 회원 대다수가 참여하도록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활동영역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외교협회가 전･현직 외교관들
로 구성된 회원 모두를 위한 보금자리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외교업무
의 수행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이시길 바랍니다.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외교협회가 회원 모두의 마
음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튼튼한 토대를 쌓으시길 기원하면서, 축사
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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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박 진 (외교부장관)

존경하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님,
19대 외교협회 회장님이신 김용규 회장님,
선배 외교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77년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오랜 기간 떠나 있었지만, 외교협회의
활동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선배님들을
다시 뵈니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외교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배
외교관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1971년 12월 창립된
이래, 다양한 공공외교활동과 국제교류사업, 학술연구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민들의 국제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국가외교전략”을 주제로 창립50주
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인 ‘외교관TV’를 신설하여 우리 국민이 외교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홍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선 성
공적인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일선에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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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신 선배 외교관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기후변
화, 글로벌 팬데믹,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
지, 전 세계적으로 엄중하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주요 국제현안 해결
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
맹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
가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협회가 앞으로도 깊은 사랑
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외교협회를 발전시켜 오신 이준규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
리며,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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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김용규 (전 한국외교협회 회장)

존경하는 선배 대사님 그리고 동료, 후배 대사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세월이 빨라 제가 전직 외교협회의 회장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송구
스럽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1971년 초대 외교협회 회장 임병직 장관님으로부터 기라성 같은 선배 회장
님들이 이끌어 온 이 외교협회가 오늘과 같이 성장하여 이제 반백년이 되었다
니 여러 가지로 감회가 큽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외교협회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지나
온 성장의 격동기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서 해외근무를 시작했었던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지 초라한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이었지요, 제가 그때 부임한 나라가 호주였
는데 그 시절 호주는 저에게는 그저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주재국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나, 외교관 모임 등에서의 위축된 저의 모습이
스스로도 그저 가련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패기로 우리도 저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도 하였지요.
그렇게 보잘 것 없고 가난하였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와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고도성장과정에 우리 외교협회의 이미 고인이 되신
많은 전직 회원님,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도 그 발전에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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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헌신적 기여를 하였지요.
요즘 자화자찬하는 풍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
도 있습니다만, 우리 협회 회원인 우리야말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성장에 크
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자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오늘날 어떠한 위치에 있는
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 바로 반 총장님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현명
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들도
박진 장관님이 이끄는 우리 외교부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
도 보탤 각오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외교협회 행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진 장관님의 새
정부 외교수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그리고 박 장관께서는 한국외교를 위한 노력에 우리 협회의 풍부한 인적자
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협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능한 지원을 당부드립니
다. 아무쪼록 회원님 여러분들의 가내두루 평강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
라며 이것으로 축사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교협회 창립50주년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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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칼럼

◆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와 한･일관계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향하여
◆ 초창기 한국 외교의 기틀을 닦고 큰 족적을 남긴 어르신
故 윤석헌 차관님을 추모하며

외교칼럼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와
한･일관계
조 양 현
국립외교원 교수

국문초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
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바
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의 연장선에서 동맹국 및 파
트너 국가들과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는바, 바이든의 아시
아 순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순방
에서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 작년에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태지역의 다자협의체로서 QUAD와 IPEF를 구체화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일본과 관계 개선이 긴요한바, 대일
외교에서 과거사 비중의 완화,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전략협력의 확대, 경제통상,
비전통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일이
주도하는 IPEF, QUAD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
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과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될 수 있는바,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참여하고 이를 한･일 경제협력을 재가동하
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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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이든 아시아 순방의 의미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아시아 외유에 나서 서울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본고는
바이든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 우리 대일외교에의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후반기에 본격화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 향후 장기간에 걸쳐 대중국 견
제가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
평양을 군사안보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여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 4개국 협력
이른바 쿼드(QUAD)를 추진했다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가치와 국제규범, 공급망 재편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진화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
과의 연대, 인권, 민주주의 가치체계 등을 동원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임명된 커트 캠벨(Kurt M.
Campbell)은 트럼프 시기에 훼손된 ‘균형과 정통성을 복원’하고 중국의 도전
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합체의 결성, 안보 분야의 QUAD,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일본, 인도와 협력,
인권 분야에서 신장 및 홍콩의 자치권을 비판하는 연합체의 결성 등을 제안하
였다.1) 이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구
축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2022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는 자유롭고 개
방된 인도-태평양의 발전, 동맹과의 강력한 관계의 구축, 광범한 경제번영의
증진, 코로나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안보 강화 등이 눈에 띈다.2) 동 보고서는
1)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Foreign Affairs, January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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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적 환경의 구축을 위해 QUAD 협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추
진을 액션플랜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일동맹, 한･
미동맹, 한･미･일 협력, QUAD, AUKUS(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협력),
유럽·NATO 차원 협력 및 IPEF 등을 활용하여 안보와 경제 분야의 다자연대
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만해협 관련
중국의 움직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시기에 바이
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5월 21일의
한･미정상회담과 23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
맹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및 북한 문제,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바
이든 대통령은 23일, 13개국의 정상급 대표와 하이브리드 회의를 개최하여
IPEF를 출범시켰고, 24일에는 QUAD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첫해인 작년 4월과 5월에 워싱턴 D.C.에서 미･
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의 주요 현안과 협력방향에 합의하였지만,3)
이후 한･일 양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작년에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함으
로써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쿼드 협력을 정착시키고 IPEF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의
구축을 본격화하였다.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February 2022.
3) 졸고, “미일정상회의(2021.4.16) 평가 및 전망,” 뺷주요국제문제분석뺸 (외교안보연구소,
2021); 김현욱, “한미정상회담 분석,” 뺷주요국제문제분석뺸 (외교안보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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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한･미정상회담 평가
1. 한･미동맹 강화 및 억제력 확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
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에 당시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제시된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이 다시 강조된 배경에는 심화된 안보 위
기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관계와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한･미연합
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계기로 한국에서 외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택한 선택은 연합방위태세의 구
축과 확장억제력의 확보였다. 윤 정부의 인수위는 대미외교의 과제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4) 구체적으
로는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 한･
미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
환’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
인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5)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한 재가동, 조건에 기초한 전작
권 전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
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조치를
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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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재확
인, 북한과 유엔 회원국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 촉구, 북한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1년 전에 발표된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과 대동소이하다.6) 그렇지만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이번 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북
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는 작년의 성명에 비해 한층 적
극적인 내용이다. 작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
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라는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 이는 대북한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
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해법과 억제력의 확보
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를 지명하여 공동의 우
려를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단
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하고, “러
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
을 확인하였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2. 한국의 인도-태평양 관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이 대중국 견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하였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17년 말에
‘인도-태평양’을 제시한 이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U, 아세
안(ASEAN) 등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각자의 전략을
6)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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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인도-태평양’은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착했다. 문 정
부는 동남아와 인도를 겨냥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간
의 연계 협력을 제시하였을 뿐, ‘인도-태평양’을 독자적인 전략공간으로 간주
하지 않았다. 문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QUAD(플러스) 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차원의 다자협력에서 자의반 타의반 밀려나 있
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적인 안
보 문제 관련 미･일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명성이 돋보인
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한국은 QUAD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이며, 역내 다자간 협력체에서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한･미･일 3자간 안보 공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술한 인수위의 국정
과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와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
한 한･중관계 구현”이 포함되어 있다.
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기조의 배경에는 문 정부가 주권, 안보, 무역 관
련 현안에서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여 국익을 훼손했다는 비
판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금년 2월,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
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
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
다”라고 전제하고,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반대하지 않고 무역과 통
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이 참여하는 우방 협력체제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여타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
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환영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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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관심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즉, ‘인도-태평양전략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바이든 대
통령은 이를 지지하였다.
2021년 5월에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 남중국해의 항행상공비행의 자
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규
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 등에 대한 언급
이 있다. 이것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각자의 접근법’을 전제
로 한 것이었지만,7) 공동성명에 미국이 원하던 내용이 대폭 포함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동맹 및 중국 관련 사안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관련 사안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8)
이번 한･미공동성명은 상기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을 지목하
여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작년의 공동성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
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대만해협 관련 표현에는 지난해
에는 없었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부여가
추가되었다.
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체계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명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의 체
제경쟁으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의 다자연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동원하고 있다. 윤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주장
했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시민, 공정 등의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7)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5.21.
8) “위성락-정욱식 대담, 한미 정상회담, 중국이 그냥 넘어간다? 오판!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
계,” 뺷프레시안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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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안보 협력 강화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의 도입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움직
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종래의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가 이익 중심이었다면, 가
치와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고 경제논리와 안보논리가 동시에 고려되는 시대
로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
서 미중 간에 탈동조화가 진전되고,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경쟁을 두고 경쟁하
는 ‘기술 신냉전’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정책 분야의 국정목표로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공급국,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IPEF 참여의 긍정 검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추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배터리,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과 원자력발
전, 우주, AI, 바이오 등 분야에서 경제 및 기술 협력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고 합의하였다. 이
는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틀 후인 23일에 출범이 예정된 IPEF에 초기
멤버로 참가하여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는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공
급망 관련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및 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국
가안보실 간에 행정 및 정책적 조율을 위해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는데 합
의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공급망 등 급변하는 경제안보 이슈에 미국과 긴밀
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신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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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사이버 안보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
물 등 공급망의 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에
참가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II. 미･일정상회담 평가
1.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일 정상이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하
여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강화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초부터 미국의 관심은 유럽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 정부는 금년 1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QUAD 정상회의 계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아
시아 관여 의지와 미･일동맹 중시의 자세를 보여주었다.9) 핵과 통상전력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제공이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
의 적용 등은 종래와 같은 내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재
확인한 것은 중국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10)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일동맹은 견고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미
국이 대만 방위에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명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9) 졸고, “미일정상회의(2022.5.23) 평가 및 전망,” 뺷주요국제문제분석뺸 (외교안보연구소, 2022).
10) “Japan-U.S. Joint Leaders’ Statement: Strengthening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May 23, 2022,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347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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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발언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개시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물론 지금 러시아에 가해진 것과 같은 경제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월의 미･일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기시다는 일본을 공격하려는 외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
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해서도 자민당이 제시한 ‘반격능력’이라는 표현
에 언급하면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였다. 방위비
증액은 평소 같으면 일본 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지만,
국제정세의 악화를 배경으로 이에 대한 국내 반발은 제한적이다.
21세기 들어 추진된 미･일동맹의 일체화 및 글로벌화의 연장선에서 향후
미･일 간에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방위 협력의 심화, 확장억제력의 강화가 추
진되고, 일본의 방위력 정비 및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일본 역할의 확대가 예
상된다. 2015년을 전후로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집단적자위권의 도입, 방위
대강 및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안보법제 제정 등 일련의 제도적 정비가 일
단락되었으며, 일본은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보통국가’가 되었다. 2022
년 1월의 미･일 2+2회의(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은 안보전략 관련
주요 문서에서 동맹의 비전과 우선사항 관련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미･일 간에 전략문서의 작성에서 동맹의 비전 및 우선사항의 정합성
확보, 대만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응, 일본 방위비의 GDP 2% 수준
증액 논의, AUKUS, Five Eyes와의 협력, 인도-태평양과 유럽 세력 및
NATO의 연대 강화, 북한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비한 확장억제력의 확보
등이 추진될 수 있다.

2. 경제안보 협력 강화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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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
하였다. 미･일은 작년에 반도체 등 중요 물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공급망의 구축, 경쟁력 혁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세계 보건 안
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녹색성장·부흥, 미･일파트너십의 확대 쇄신 등을
포함한 ‘미･일 경쟁력-강인성(CoRe) 파트너십’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최근
기시다 내각은 공급망의 강인성, 기간 인프라 방호,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성립시켰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규칙에 근거한 다각적인 무
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 무역체제와 맞지 않는 비시장적 정책 및
경제적 위압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수출관리의
활용 등을 통해 중요 기술의 보호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 확
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의 영향으로 위협에 노출된 에너지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의한 최근의 대처를 환영하고, 키시다 총리는 석유 및 천연가스
증산을 위한 미국 산업계에 의한 투자를 환영하였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온실
가스 배출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미･일 청정에너지·에너지 보안·이니셔
티브(CEESI)’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포함한 경제안
보 분야의 협력”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소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보급시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를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중요 기술의 보호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협력 및 각
료급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경제판2+2, 외교 및 경제 담당 각료로 구성)
의 2022년 7월 개최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지난 3월 이후 이른바 ‘반도체 4국(Chip 4)’ 연대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번 미･일공동성명에는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에서 채택된 ‘반도
체 협력 기본 원칙’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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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의 설립이 포함되었다.

3. 다자연대 구축 - QUAD 정상회의 및 IPEF 설립
전술한대로,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연장선에서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다자연대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바이든의 방일 계기
QUAD 정상회의의 개최와 IPEF의 설립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과 QUAD의 발안자로서 미국의 다자연대 전략을 측면에서 지원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QUAD를 출범시키고 이후
‘QUAD 플러스’, ‘아시아판 NATO’ 등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일본과 인도는
QUAD의 과도한 군사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 10월 초에 도쿄에
서 개최된 제2회 QUAD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일
본,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피하려는 인도,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미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채 공동성명의 채택이 불발되었다. 2021년 3월에 바이
든 정부는 QUAD 정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신
흥기술 분야의 전문가 회의의 설치 등 QUAD의 제도화를 진전시켰다. 2021
년 9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QUAD의 정상회의와 외무
장관회의의 정례화가 결정되었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다음날인 24일, QUAD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되
어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에 합의하였다.11) 동
회의 공동성명에는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
나 침공 관련 ‘침략(aggression)’이 아닌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들어
갔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기
자회견에서 QUAD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

11)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May 24, 2022, https://www.mofa.go.jp/fp/nsp/page1e_
000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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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집단적인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인도를 QUAD의
틀에 묶어두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QUAD의
외연 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UAD는 당
분간 그 자체로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안보협의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안보, 경제와 기술혁신, 기후변화, 신형 코로나 대응에 이르는
비군사 내지는 비전통 안보분야 협의체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미국의 주최로 13개국의 정상급・각료급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
가 개최되어 IPEF의 출범을 알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12) 바이든 대통령
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강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을 위해 21세기 경
제 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피력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IPEF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추진하는 CPTPP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
는 IPEF의 출범을 지지한 것은, 무역자유화협정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PP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을 견제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6년에 12개국이 협정에
서명하여 출범하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이탈하자, 미국을 제외한 11
개국이 참여하는 CPTPP가 2018년 12월에 발효하였다. 한편 한･중･일과
ASEAN, 호주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되는 RCEP은 중국이 협상을 주도하여
2022년 1월에 발효하였다. 2021년 9월에 중국이 CPTPP 참가를 신청하자,
바이든 정부는 10월의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 구상을 제시하고,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과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IPEF에 참여할 경우 관세 철폐 등을 통한 미국 시장에의 수출확대 기회가 보
장되지 않은 채, 중국과의 무역에 엄격한 기준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강한 경

12)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May 23, 2022,
https://www.mofa.go.jp/files/100347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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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심이 존재한다. 일본은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IPEF가 포
섭적(inclusive)인 성격을 갖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였고, 지난 5월 22일 타
이에서 개최된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타이, 인도네
시아, 브루나이 정부 등과 개별 회담을 통해 IPEF 참가를 설득하는 중개자적
역할로 미국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의 TPP나 RCEP가 아닌 IPEF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질
서와 통상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즉, 노동·환경 문제 관련 대응과 디
지털 무역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하고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탈중국’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IPEF
는 TPP나 RCEP와 달리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며, 가
맹국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세·부패방지의 4개 분야
에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관세 인하를 통한 직접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PEF 참여의 인센티브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부상
을 경계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IPEF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목표, 이익 및 야망을 공유하는 지역 파트너의
추가적인 참여를 열어 두고 있지만,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 간의 협의체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
다. IPEF가 미국의 의도대로 진전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
이 중국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배제의 디커플링
이 본격화할 경우 국제경제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IV. 한･일관계에의 함의
미국은 자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미･일 협
력을 강화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의 민주당 정부에서 두드러졌는데, 민주당 외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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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13) 이번 바이든 순방에서도 미국 측은 한･미･일 3국 협
력의 중요성이 강조하였는데,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
리는 한국의 신정권 발족을 환영하고, 안보 관계를 포함한 한･미･일 간의 긴
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통일, 번영 등
핵심 국익의 실현,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의 유리한 입지 확보, 한･미동맹
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 및 한･미･일 협력의 실현 등의 측면에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한･일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별
개로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이 확대될 가능
성이 있는바,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은 한･일관계 및 우리의 대외전략에 중요
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
선이 긴요한바,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비중의 완화, 지역 및 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 경제통상, 비전통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의 강화를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재인
정부의 부의 유산 등 상황 악화의 측면이 있는바, 과거사 관련 국내 공감대
형성과 한･일협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일 현안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
적으로 접근하되,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회담 등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의 복
원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 및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현안별 대응방안 협의
를 지속하고, 미래비전 공유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모색해 가는 것이 현실적
이다. 2010년대 들어 자취를 감춘 한･일 간 1.5트랙의 전략대화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
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관 문제, 대북한 정책, 한･중관계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장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졸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뺷정책연구과제뺸
(외교안보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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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신뢰제고 및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동맹
의 결속력 강화를 국방 분야의 정책과제로 삼고,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
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
미･일 공동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한･일 간의 GSOMIA를 정상화하고, 안보
분야의 인적교류･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간에 해상
재난 시의 긴급구조 협력, 대테러･해적 행위에 공동대응, 해양수송로(SLOC)
의 공동방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협력, 방역 및 개도국 개발원
조 공동지원 등과 같은 지역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혹은 미･일)의 주도로 IPEF, QUAD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과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
시화될 수 있는바,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참여하고 이를 한･일 경제협
력을 재가동하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도
의 첨단기술 분야의 아키텍처 경쟁에서 반도체, 5G/6G, 배터리 등 우리가 경
쟁력을 지닌 분야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국제표준의 구축, 그리고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클린에너지, 방역 등의 분
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CPTPP 가입
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IPEF는 한국 외교의 전략공간 확대, 경제안보
충격에의 대응, 에너지·디지털 전환 활용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 이슈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바, 한국이 인-태지
역 경제질서의 ‘룰 메이커’ 역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간에 정책의 조율 및 바텀업
(Bottom-Up) 방식의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제안하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
화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계획’을 제안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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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의 장기 비핵화 로드맵을 조합하여 미･일을 관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억제력의 확보(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제고)와 대북
대화의 병행 추구,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의 분리대응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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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칼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향하여
이 혁
전 주베트남대사

국문초록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베트남 관계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과 외교관계
의 역사가 훨씬 긴 다른 아세안 국가들 보다 훨씬 깊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왔
다.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베트남 수교를 적극 추진하였고, 베트
남 정부는 1986년에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한 이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대상
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서비스, 물류,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급속히 진출했다. 다만, 앞으로 한･베트남
관계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새로
운 패러다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첫째, 베트남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기
술집약적 분야에로의 투자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미･중 대결이란 시대상
황을 감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일본 등과 베트남에서 경제, 기술분야
에서의 연계를 맺어 한･미동맹의 심화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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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뿐 아니라 국민 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하여 한･베트남 우호친선을 고조
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한･베트남 협력과 교류에 기여할 것이다.

Ⅰ. 실용주의 정신이 촉진한 한･베트남 수교
30년 전 한･베트남 수교는 우리의 북방정책의 결실로 이루어졌다.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12월에 한･베트남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이
다. 비록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공산진영에 속해
있었던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성사시킨 것은
우리 외교의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한 나라이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5만 5천의 병력을 파병해서 5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래를 내
다보는 용의주도한 교섭을 통해 조기에 한･베트남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1975년에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미･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
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베트남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말기를 희망했음에도 불
구하고 조기 수교를 관철한 것이다.
미국은 2년 후인 1995년에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특히 수교 교섭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
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싸운 것이며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한국의 참전
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 재건을 위해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베트남은 1975년 남북통일 후 폐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10여 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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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전쟁으로 국토가 피폐했고 통일 후에도 11년간 지속된 폐쇄정책으로 나라
의 발전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베트남 지도부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
해 개혁･개방을 서두른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가 베트남인 것
을 생각하면 한･베트남 수교를 위해 노력한 땀의 결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IⅠ. 경이로운 30년간의 관계 발전
수교 이래 30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거의 기적적이라고 할 정도로 경이로
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무엇보다 한･베트남 간의 급속한 경제 파트너십의 발
전이 양국관계를 견인해 왔음은 물론이다.
2021년 한･베트남 무역량은 800억 달러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
이자 3대 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누계 746억 달러로서
일본(643억 달러)을 능가하는 최대 투자국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베트남 제1의 투자국이 된 것은 일본의 동남에 대한 압도적인 무역, 투자 관계
를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노이 근교에 있는 두개의 삼성스마트폰 공장이 삼성 전체 스마트폰의 과
반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소재 삼성전자 생산품이 베트남 해외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
뿐 아니라 LG, 현대자동차, 롯데, CJ, 효성 등 한국의 거의 모든 재벌 기업이
진출하여 베트남의 고용 증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교 이래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 진출에 역점을 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베트남은 공장 부지나 세제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한국 기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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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중국의 임금 상승과 더 이상 큰 매력이 없는 투자환경으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봉제, 신발 등 많은 중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다
른 주요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개혁･개방이 늦었던 베트남은 외국의 투자를
통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 건설, 유통,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의 공간을 제공했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일본의 경쟁기업들이 법적,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개방 초기의 베트남 진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반면, 대우 등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히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삼성, LG 등 많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진출로 이어지는 발판과
동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베트남은 반중정서가 강한 나라로서 중국
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중국 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정책을 편 것도 한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도 베트남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의 베트남 대량 진출은 베트남 정부와 기업을 자극하여
한국의 재벌기업을 벤치마크 하여 식품,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
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요인을 제공
했다고도 할 수 있다.

IIⅠ. 한국은 베트남의 최적의 롤모델
베트남의 롤모델은 단연 한국이다. 베트남이 국가개발전략 입안에 가장 많
이 참고하는 사례가 한국의 개발 전략이다. 베트남과 유사하게 식민지 지배,
극심한 빈곤과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한 한국의 사례는 베트남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때
문이다. 정보통신부 등 베트남의 정부 부처 이름을 한국에서 그대로 따온 것도
많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개발협력국이기도 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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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장 열성적으로 한국의 성공사례를 받아들이고 한국을 배우려는 나라이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씩 거출해서 베트남판 KIST, 즉
VKIST를 만든 것은 우리 개발협력 역사상 획기적인 것으로서, 베트남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인 유학생 중 베트남 학생들의 수는 3만5천 명으로 중국에 이어 단연 2위(전
체의 23.5%)이다.
아직도 국민의 약 반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의 산업 구조로 인해
우리의 개발협력의 상당수가 농촌 발전에 할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크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희망을 감안하여 필자가 대사로 재직
시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성의 소수민족 지역에 도로 및 학교 건설 등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억이 새롭다.

IV.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이 관계 발전의 숨은 요인
양국 국민이 상당한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한･베트남 관계
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모두 식민지배
와 많은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고난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양국 국민이
서로 어렵지 않게 교감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또한 베트남은 동남아 국
가로서 아세안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온 동북아시아권 국가라고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성취
욕, 교육열, 경쟁심 등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발 더나가서
한･베트남 합작 드라마도 제작하는 등 한류를 단순히 즐기는 것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산업을 배워 한국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도 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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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식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남아음식이 된지 오래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수많은 베트남 식당이 제공하는 쌀국
수는 풍부한 향신료와 담백한 육수의 맛으로 한국인의 미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2017년 이래 베트남에서 지속되고 있는 ‘박항서 현상’
이다. 2018년 스즈키컵과 2018년 동남아시아컵 우승을 쟁취한 박항서호는
2022년 다시 동남아시아컵에서 태국을 꺾고 우승하였으며, 2022 카타르 월드
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진출한 것은 ‘박항서 매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이 1차전에서 중국에 3대 2로 졌으나 2차전
에서 중국을 3대 1로 꺾은 경기는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하게 했다. 박항서 감
독과 같이 뛰어난 코칭 능력뿐 아니라 엄격하면서도 형님같은 리더십을 겸비
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
에 놀랄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박항서뿐 아니라 사격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베트남에 금메달을 안겨준 호아 쑤언 빈 선수를 지도한
인물도 한국인인 박충건 코치이다.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 스포츠 등 어느 분야에서나 힘을 합치면 잠재
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여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양국 경제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회사의 주재원, 자영업자, 학생들이 늘어나
서 이제는 베트남 내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10여 만 명 추산)가 되어, 베트
남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베트남인 사회는 중국 다
음으로 가장 큰 커뮤니티(21만 여 명)이다. 특히 한국내 최대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인 여성들(6만 명)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은 다른 다문화가
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베트남 가정 내에서 불행한 일이 간간히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만,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추세를 감안하면 한･베트남 가정은 한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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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가정의 점점 큰 부분을 차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V. 미･중 대결의 요충에 있는 베트남
베트남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미래 30년
의 한･베트남 파트너십을 제대로 디자인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
중 대결이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미･중 간
의 이해 충돌이 가장 첨예한 지역 중의 하나다.
베트남은 10세기 초까지 1000여 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979년의 중
부 전쟁을 포함,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수많은 충돌과 전쟁을 경험했다. 베트남
은 지리적으로 1,444 킬로미터에 걸쳐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은 베트남에
최대의 안보 위협이 되어 왔다. 동서냉전 시대에도 베･중관계는 결코 좋았다
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무역을 포함(중국은 베
트남의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커졌다.
이와 같은 구조는 베트남 경제에 이익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큰 잠재적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동남아 진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베트남과의 관계,
특히 안보협력 강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노력해왔다. 결국 베트남은 미국과는 안보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
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상쇄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증진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적
어도 중국과의 경쟁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베트남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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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Ⅰ. 한･베트남 매직의 지속을 향하여
한･베트남 관계의 공식 명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다. 2018년 3월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시켜 향후
미래 30년의 한･베트남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국
익에 매우 중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경제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베트
남 관계에 불가결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한･베트남 간에는 외교안보 면에서
민감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경제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30년간 빠르게 확대되어 온 한･베트남 경제관계가 앞으
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베트남 경제도 이제 1인당 GDP가 3,000불을 넘어서서 임금수준이 지
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토지가, 물가 등도 상승하여 우리 기업의 비용이 꾸준
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적 분야의 중소업체들에 부담
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의 중견기업 상당수가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와 경제계가 야심찬 산업구조 선진화 노력을 추진하면서
첨단 하이테크 고부가 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
례로 베트남 최대 재벌인 빈그룹(VINGROUP)은 3년 전부터 주로 독일 기술
을 도입하여 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베트남은 자동차
전자 등 고부가 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측은 부단히 우리 진출기업의 기술이전이나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줄 것
을 요구해 올 것이며, 우리도 이를 마냥 회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함께 다양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한･중･일 및 EU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CPTPP, RCEP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적극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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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베트남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대상국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최대투자국 한국의 위치도 일본에
위협당하고 있다. 중국 기업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 우리 정부와 기업도 베트남의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에
부응하여 베트남과 새롭고 진취적 협력모델을 모색해 나갈 시기에 달했다. 이
제는 베트남 선도기업들과의 제휴도 적극 모색하면서 다양한 경제산업 파트너
십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베트남 양국이 느슨한 형태라도 상호의존도를 높
이면서 경제연합 내지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베
트남 경제파트너십을 구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동남아, 특히 베트남을 위요하여 미･중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 전
략이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대베트남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동남아에서의 주도권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 일본, 혹은 미･일과 대베트남 공동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매개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베트남 진출에 적극적인 일본과 협력하여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발협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이
러한 활동은 한･베･미･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뮬러가 될 수 있다.
셋째, 냉철한 전략적 사고에 더하여 한･베트남 국민 간의 정서적 교감을 증
진시킴으로써 양국 간 우호와 신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한･
베트남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류가
베트남 사회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에 더하여 한국인들의 베트남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것도 똑
같이 중요하다. 한류의 일방통행적 침투가 베트남 국민들의 반감을 촉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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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국 국민을 더욱 가깝게 이어지기 위해
공동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베트남의 뛰어난 인재를 한국의 팝그룹
에 영입해서 활동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음식과 베트남음식이 상대국에서 더욱 널리 사랑받도록 하는 정책
적 지원, 한국어, 베트남어 교육의 증진, 전통문화 교류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베트남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 우호와 친선이 고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베트남 관계를 이어주는데 불가결
한 존재가 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사회와 베트남인사회이다.
베트남 거주 한인 공동체가 모범적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외국인
커뮤니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개개인들이 나라의 얼굴이라는 책임감
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 거주 베트남인 커뮤니티에 대해 정
책적, 정서적으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6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
베트남 가족이 모두 한국사회의 따뜻한 시선 속에 크게 성장하여 한국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년에 들어 일부 SNS 등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글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
리 국민들이 자긍심이 강한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글은 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방문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면제함에 따라 한
국인들이 코로나 전처럼 물밀듯이 베트남을 찾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로 2년 이상 정체되었던 한･베트남 국민 간의 교류와 협력은 마치 수교 30주
년을 축복하듯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국익만이 영원
하다는 말이 있다. 다만,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사고와 우의를 중시하는
정서적 교감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관계는 훨씬 지속가능할 수 있다
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주베트남 대사를 지낸 경험에 유추해보면 한국과 베트
남은 그런 가능성을 품은 특별한 국가 간 관계라고 믿고 싶다.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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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한국 외교의 기틀을 닦고 큰 족적을 남긴 어르신

故 윤석헌 차관님을 추모하며
신 성 오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전 주필리핀대사

나는 외무부에 입부한 다음해인 1969년 8월부터 노재원 과장을 모시고 북
미2과에 근무하였다. 노 과장은 ‘오늘은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 내일은
안보’라는 기치하에 직원들을 독려하였고 나에게는 토지위원회, 형사위원회와
통역까지 과중한 임무를 부여하였고, Adelphi Paper, 군사연구 등 안보관련
연구서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등 맹훈련을 시켰다.
그해 12월 8일자로 진필식 차관 후임으로 윤석헌 차관이 부임했다. 12월
중순 어느 날 노 과장은 나를 불러, 주미대사관에서 미해군퇴역군함 구입을
건의한 전문을 주면서 차관에게 공람하라고 지시하면서 미의회 의사록에 나와
있는 대만 등 우방국이 구입한 퇴역함정 가격일람표도 챙겨가라고 하였다. 나
는 떨리는 마음으로 윤 차관에게 전문을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주제 넘는 말을 했다. 윤 차관은 나를 힐끔 보면서
“자네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나?”하고 묻기에, 의회의사록을 보여드
렸더니 수긍하였다. 이렇게 윤 차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해가 바뀌어 1970년 2월 초, 노 과장이 부르더니 “미스터 신, 차관 비서관
으로 내정되었으니 차관께 인사드려라”고 하였다. “저는 과장님을 모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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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차관실로 보내려고 합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과장은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니 고집 부리지 말고 차관께 인사드려
라”하였다. 나는 할 수 없이 윤 차관을 찾아뵈었더니, “음, 자넨가? 김 비서관
과 속히 인수인계하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차관실로
올 수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일선 과에서 일을 배우고
싶고 또 비서일은 성격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래, 이야기
가 다르구먼. 그러면 할 수 없지.” 나는 과로 돌아와 노 과장에게 보고 드렸더
니, 노 과장은 나를 윤하정 국장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보고 드렸다. 윤
국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네를 차관실로 보내기로 했는
지 알아? 가지 않겠다고?” 야단을 쳤다. 나는 다시 차관을 찾아뵙고 “죄송합
니다.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고 말씀드렸더니, 윤 차관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마음이 변했구먼? 속히 인수인계하고 근무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나는 김석규 비서관과 1주일간 합동근무한 후 여비서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휘하면서 비서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윤 차관의 첫 지시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비밀전문은 그 사본을 외
신과로부터 미리 받아 읽어보고 주요전문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공람과정을 생략하게 되어 업무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었으며 나는 단기간
내에 외무부의 주요업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장·차관이 국
회에 출석할 때에는 국·과장이 총출동하였는데, 윤 차관은 장관대신 국회에
출석할 때 국·과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신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답변내용을 알려주라고만 했다. 윤 차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 예상질의와 답변
을 준비해갔으나, 예상 밖의 질의가 나오면 내가 국·과장에게 연락하여 답변
을 준비하여 차관께 전달하곤 했다.
어느 날 윤 차관은 해외출장 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세종로 네 거리
에 있는 검역소에 갔다. 장·차관은 검역소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출장와서 접
종을 해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윤 차관은 특혜가 싫다고 해서 검역소에 간 것
이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줄이 길게 서있어 30~40분은 족히 기다려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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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나는 검역소장에게 슬쩍 가서 편의를 부탁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중에 윤 차관은 “미스터 신, 많은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부탁
하여 특혜를 받게 하느냐? 쓸데없는 일 하지마!”하며 야단을 쳤다. 나는 “차관
님의 시간과 그들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민가는 사람들이
라 조금 기다려도 되나, 차관님은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무실
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답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런데 윤 차관은 기자 기피증이 있었다. 출입기자들이 자주 와서 차관 면
담을 요청했으나 윤 차관은 바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어느 날 기자들이
몰려와 면담을 요청하였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관께 기자를 만나보라
고 권유하였다. 윤 차관은 역시 또 거절하였다. 나는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
는 기자들에게 조금 후 만나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다시 차관
을 뵈었다. “차관님, 기자를 좀 만나 주십시오. 기자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봐, 미스터 신, 무얼 그리 많이 안다고 나에게 강요하는 건가?” “차관님은
경험이 많으시나 외국에 오래 계셨고, 저는 국내에만 줄곧 살아왔기에 어쩌면
차관님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차관님
을 취재하려고 하겠지만 차관님께서도 기자들로부터 취재하기 바랍니다. 기자
들을 곧 들여보내겠습니다.” 나는 차관님의 동의도 받지않은 채 기자들을 차
관실로 들여보냈다. 조금 있으려니 시끄러운 가운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에는 가끔 윤 차관은 “미스터 신, 요즈음은 기자들이 오지 않아?”하면서 기
자를 찾기까지 하게 되었고, 해가 바뀌는 연초에 출입기자 몇 사람을 청운동
자택으로 초청하여 새해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윤 차관이 차관직을 마치고 주프랑스대사로 재직 중일 때, 1975년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신문에 윤 대사가 골프모임에 한국업체의 협찬을 받았
다는 가십(gossip)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는 그때 청와대 의전수석실에 근무
중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사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윤 대사가 파리에 주재하는 특파원들을 소홀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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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들이 대사를 골탕먹이려고 쓴 과장된 기사로 판명되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지. 윤 대사가 그럴 리 없지. 그래도 대사는 기자를
잘 다루어야지”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러한 내용을 윤 대사에게 편지로 상
세히 알려드리면서 특파원들을 잘 다룰 것을 당부하였다. 어쩌면 기자 기피증
이 재발하였을 지도 모르겠다.
또한, 1977년 카메룬 대사로 부임하는 길에 파리에 들린 채의석 대사는 점
심을 같이하는 자리에서 출국 전 박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였는데, 박 대통
령이 “윤 대사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
해주었다. 당시 장남(세중)은 학업을 단축하고 병역의무를 먼저 하겠다고 자
원입대하여 공수부대에서 낙하산훈련을 포함하여 위험한 훈련을 받고 있던 때
였다. 윤 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아들이 군복무중임을 밝혔고, 김
정렴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지, 윤 대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
야”라고 하셨다고 알려주었다. 중상모략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가?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문공장관, 중앙정보부장,
외교특보 등이 참석하여 외교·안보문제를 토의하는 외교안보회의가 매주 수
요일 개최되었는데, 윤 차관이 대리 참석했을 때 참석자들이 공히 외교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고 특히 유엔대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때 윤 차관은 이
후락 정보부장과도 설전을 벌였고 조리있고 소신있게 발언하였으며 박 대통령
은 “이 문제는 윤 차관 말대로 하지” 한 적도 있다.
윤 차관은 1974년 2월 4일자로 주불대사로 발령을 받고 3월에 부임하였는
데 출발하기 직전 부임인사차 박정희 대통령을 뵈었을 때 박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없이 거금 5만 달러를 주었다. 윤 대사는 부임 후 재불 유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기금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윤 차관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 또 윤 차관이 파리로 부임한 후 박 대통령은 큰 영애(근혜)
를 프랑스에 유학시켰으며 윤 대사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다.
윤 차관은 주말에 가끔 경기도 고삼면 쌍지리에 사시는 노모를 찾아뵈었는
데 나도 동행을 하곤 했다. 차안에서 6･25때 피난가던 일을 비롯하여 옛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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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가는 길에 논에서 일하고 있는 윗분들에게 깍듯이 인
사를 드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논두렁에서 같이 소변을 보기도 했다. 그는 격
식을 차리지 않는 소박한 분이다. 고택입구에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쌍지
교회’가 우뚝 서있는데 윤 차관 부친께서 세운 교회라고 했다.
한번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월례경제동향 보고회의에 윤 차관이 장관을 대
리하여 참석하게 되었는데, 내가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윤 차관은
나를 기다리다 못해 보고자료 없이 경제기획원 회의실로 출발하였다. 나는 보
고자료를 챙겨 뒤늦게 달려가 평소 알고지내는 경호직원을 통하여 자료를 차
관께 전달하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관께서 돌
아오자마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차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하고는 두 번 말씀하지 않았다.
한번은 윤 차관은 공직에 있으려면 실수를 할 때도 있으나 책임을 질 각오
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정무과장 시절, 국회에서 한국통일의 완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결의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참전 16개국 국가원수와 의회에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국회가 공식문서(영어)를 완성하여 보내주면 외교통로
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김동조 국장에게 건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K 주사에게 이런 내용으로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K 주사에게 확인한바 그는 회답을 하지도 않고 국회공문이 그대
로 있었다. 그때서라도 영문으로 번역하여 16개국 국가에 발송했더라면 좋았
을 텐데, 국회공문을 그대로 국회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격노한 이기붕 국회의
장은 변영태 장관에게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여, K 주사와 나 그리고 김동조
국장은 사표를 내게 되었다. 나는 과장보직에서 해임되고 과장대리로 근무하
게 되었다”는 실수담이었다.
당시 미국대사는 장관을 상대하고 Underhill 공사가 차관을 상대하였는데,
Underhill은 윤 차관이 마닐라 대사 시절, 미 대사관의 참사관이었으므로 그와
상대하는 것이 불만이었으나 하는 수 없었다. 윤 차관은 일본대사 면담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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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어로 대화했고 김기수 과장이 통역하였다. 당시 한･일 간 고위외교직
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모처럼 1971년 5월 말, 윤 차관은 미국 방문
후 귀로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로 하고, 나는 윤 차관이 일본에 도착하는 일
자에 맞추어 도쿄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준비 중
이었으나 6월 2일 최규하 장관이 청와대로 가고 김용식 장관이 취임하게 되어
무산되었다. 윤 차관은 다음해 4월에야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영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도 능통하였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Le Monde’지를 큰 소리로 읽었으며 때로는 프
랑스어로 연설문을 만들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H 서기관을 불러 고쳐오라고
지시하였다. H 서기관은 돌아와 고칠 것이 없다고 하자 윤 차관은 “내가 엉터
리로 쓴 연설문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프랑스어를 한다고 해!”하고는 즐
거워하였다.
윤 차관은 1970년 여름, 장인이 별세하셨을 때 마침 주말이라 비밀리에 장
례를 치루려 하였다. 다행히 운전기사가 ‘서울신문’ 부고를 오려들고 우리 집
에 찾아와 (당시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었음) 알려주었다. 내가 상가에 달려
갔더니 윤 차관은 대뜸 “어떻게 알고 왔나?”하고 묻기에, 서울신문 부고를 보
여주었다. 수십 년이 지나 몇 년 전 상배하셨을 때에도 외교협회에 알리지 않
고 장례가 끝난 후에야 알려주었다.
내가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때인 1973년 3월, 윤 차관의 장녀(세화)의 결혼
식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윤 차관은 3.22~3.29간 친선
사절단을 이끌고 남미를 순방하는 일정 중 뉴욕을 경유하게 되었으나 공무출
장 중이므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김용식 장관의
설득으로 결혼식에는 참석하였으나 이를 비밀에 부쳤던 것이다. 나는 서울에
있는 후배가 은밀히 알려주어 결혼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1971년 가을철에 접어들며 차관실에 근무한지도 어언 1년 반이 되어 나도
해외공관으로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연초에 차관을 모시고 외빈영접차 김포공
항으로 가던 중 “미스터 신, 해외근무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하고 갑자기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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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얼떨결에 “워싱턴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답했더니 윤차관은 “음... 그
래?”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승용차에서 느닷없이 물어본 지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으나 그분의 인품을 믿고 다시 부탁드리지 않았다. 드디어
인사회람이 돌았고 나는 주미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차관님을 찾아뵙고
“차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번 고개를 숙였다. 차관은 웃으면서 “그렇게
고마워 할 것 없네. 자네는 워싱턴에 갈 자격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사초안에는 워싱턴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 윤 차관이 김용식 장
관을 찾아가서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쓴 비서 하나 제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면서 무슨 차관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까?”하고 항변하였고, 김 장관은 당
황해하면서 “그래 맞아, 윤 차관 마음대로 하시오”하면서 물러났다고 한다.
하루는 차관께서 부르시더니 “L 총무과장이 자네 후임으로 L 사무관을 추
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말해 달라”고 하셨다. “L 사무관은 너
무 설쳐대는 성격이라 차관님을 조용히 모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누
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더니, 후에 P 선배가 내 후임으로 결
정되었다.
윤 차관은 1922년 11월 17일(음) (양력 1923.1.3)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쌍지리에서 태어났으며 민족학교인 중앙중학과 보성전문에서 수학하였고 해
방 후에는 군정청 법률기초국에 근무하면서 1946년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에
편입학하였다. 1949년 대학 졸업 후 최영준(이대 서양화과를 수석졸업 한 화
가, 경기여고 교사역임)과 결혼,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여 피난 중 1951년 2월 공군에 입대하여 중위
로 정훈감실에서 종군하였으며 1954년 7월에 대위로 예편하였다. 예편 후 한
때 뉴햄프셔 소재 Dartmouth College에 유학 준비를 하였으나 은사인 변영태
총리 겸 외무장관의 주선으로 10월 고등전형 시험에 합격하여 제1과장(서기
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1957년 주미대사관 정무과장을 거쳐 1959년 본부 방
교국장과 정무국장을 역임하고 주독대사관 참사관, 주카이로 총영사, 주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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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공사를 거쳐 1966년 외교연구원 원장, 주필리핀대사를 거쳐 1969년 12
월 차관으로 발탁되었고, 주프랑스대사(2회), 주유엔대사를 거쳐 1985년 외
무부를 퇴직하였다.
1979년 박 대통령의 급서로 혼란한 정국속에서 노신영 주제네바대사가 외
무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제네바 대표부에 재직 중이던 한 동료는 노 대
사가 신군부 장성과 면담하면서 윤석헌 주유엔대사가 제일 고참이고 능력있는
분이라 장관에 적합한 분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모 유력자는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자기가 적임자라로 주장하였다고 증언했다. 노 대사가
윤 대사의 건강을 거론한 것은, 1977년 10월 소련 Tbilisi에서 유네스코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윤 대사가 한국대표로 참석예정이었으나 긴급한 담석제
거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부풀려 언급한 것 같았다.
1981년 말 프랑스에 좌파연합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과의 수교를 공언하고
있어 프랑스･북한 수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프랑스를 잘 아는 윤 대사를 프랑
스로 다시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여 윤 대사를 다시 주불대사로 제안
하였다. 그때 윤 대사가 이를 사양하고 용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
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프랑스･북한 수교가 급박하더라도 윤 대
사의 개인적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새까만 후배인 노신영 장
관 밑에서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는 파리에서
가진 노 장관과의 만찬을 ‘서먹한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북
수교 저지를 위한 교섭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여 그 책임을 물어 윤 대사는
1985년 1월 본국소환을 당했다. 그는 이때 심정을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한양
으로 소환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년 4월 프랑스의 ‘파이우
스’ 총리는 방한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외교부 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윤 차관을 외교장관 영순위로 꼽아왔다. 박
대통령이 몇 년 더 생존했더라면 몰라도 우리 풍토에서는 그런 분이 외교수장
이 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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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대우 부회장, 대우경제연구소 고문, 한국외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
고, 별세할 때까지 자신이 출연하여 설립한 ‘정민장학회’ 운영에 전념했다. 그
는 평소 세상에 왔다가 뜻있는 일을 하고 가겠다고 생각하던 차 1986년 장남
(세중)의 요절(32세)이 장학회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차관실을 떠난 후에는 윤 차관을 직접 모실기회가 없었으나 그 분에게
자주 편지를 드리고 서울에 계실 때에는 찾아뵈었다. 내가 2004년 퇴직한 후
에는 매년 설날에는 평창동에 있는 댁으로 찾아가 세배를 드렸다. 윤 차관은
구순을 맞아 2012년 12월 29일 간소하게 구순잔치를 가졌는데, 나도 몇 외교
부 선배들과 같이 참석하여 축하해드렸다.
2020년 설에 세배를 가서 백수(白壽, 일백 百에서 하나 모자란 99세)를 축
하드렸더니 “나는 120세까지 살고 싶은데, 신 대사는 그때 몇 살이 되나?”
“백세가 됩니다” “100세가 되어도 세배오면 좋겠구먼. 오래 살아”하고 웃으
셨다. 2021년 세배 갔을 때에는 “신 대사, 나는 150까지 살거야” “작년에는
120세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30년을 더 늘리셨군요”하고 같이 웃었다.
2022년은 윤 차관이 100세가 되는 해로, 축하화분을 댁으로 보내드리고 설날
(구정)인 2월 1일 오후 세배를 갔다. 아들인 윤세욱 교수는 부친이 작년 5월
낙상사고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 생명은 건졌으나 거동이 어렵다고 귀띔
해 주었다. 그는 의료용 침대위에 누워 있었으나 의식도 또렷하여 “금년 몇
살이 되나?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요즈음 무엇을 하고 지내나?” 등 간단히 몇
마디 묻고는 주무시는 것 같았다. 다음날 오후 아들 윤 교수는 부친이 별세했
다고 알려왔다.
그는 외무부를 떠나던 해인 1985년 ‘생즉사(生卽死)’라는 긴 시를 남겼는
데, ‘죽음은 삶의 종착지이자 목적이다. 삶은 죽음이요 모든 생명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구별할 수 없는 하나요.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완성이다’라고 읊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잘 죽었고(well dying)’ 또
그가 남기신 회고록의 제목처럼 ‘먼 길을 후회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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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14)

- 민족을 넘어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강 근 택
전 남북회담 대표,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이제 5월 10일에는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며 윤석열 정부 시
대가 열리게 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이 시정되어 국정의 기틀이 바로잡혀 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
부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의 하나는 아마 대북정책이 아닌가 한다.
문 정부 대북정책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
진한데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민족적 관점
에 치우쳐 북한을 보며 우리가 북한에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것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 정부의 대북 인식은 북한이 내
걸고 있는 ‘우리 민족 끼리’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으로서 은연중 민족이
다른 나라 보다 앞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한국외교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2-8> (2022.5.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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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은 초기에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북한
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북한에 저자
세나 굴종적인 입장으로 까지 변모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던 일련의 행동들은 전자의 사례에 해당
되며,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이라 일컬어지는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과정
에서 보인 문 정부의 대응 등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렇듯 문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근본이 민족공조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
에 남북관계에 대한 문정부식의 고착된 인식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의
엉클어진 남북관계를 바로 잡기가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일례를 들자면 민족
공조론에 동조한 좌경인사들 중에는 북한의 핵보유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으며, 통일 후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저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렇
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더라도 우리의
대북 인식체계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족
을 고리로 걸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공조론과 함께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용어는 남
북 기본합의서에 나온 용어로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해 온 용어이기도 하다.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에는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으로
인해 우리는 남북관계를 통상 잠정적 특수 관계로 불러 왔으며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잠정적 특수 관계라
는 용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보다 민족을 우선시 할 수 있는 해석이
내포되어 있다는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특수 관계란 일반 관계를 앞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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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의미에는 남북이 같은 민족임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보다 민족 간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과거 남북기본 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문
안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한 반면 민족을 우선시하는 의미의 문안을 포함시키
기는 데에는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에 여사한 문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북측이 우리 측에 이러한 문안의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 문안에 만족하지 않고 본문에서도 국가 간의
관계보다 민족을 더 우선시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이
조항들은 북측 안에 두 가지 형태로 제안 되었는데 첫째는, “남과 북은 제3국
이 상대방을 침해하는 행위에 일체 가담하지 않는다”와 두 번째는,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은 개정 또는 폐기 한다”로 되어 있었다. 결국 우리 측의 완강한 반대로 위
의 두 안들은 남북 기본 합의서 본 조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북측이 끝까
지 이 안들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부속합의서(화해) 말미에 ‘부기’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어 “앞으로 구성되는 법률 실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로 하였다”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
고 계속 견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남북관계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러한 입장을 활용하여 우리사회 내부와 한･미관계를 이간질 시키려 할 것이
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이러한 민족 우선 입장이 어떻게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용어에서 연유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별다
른 비판 없이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지칭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우리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일
부를 수립하고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실례를 들자면 한때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 이라 명명하고 관세 면제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관세 면제 추진 계획을 철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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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각국과의 FTA 협정문에 원산
지 증명을 한국으로 하여 관세 면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인정해주는 나라
들이 적어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다.
위 사례들은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시각
과 입장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수교국 숫자도
2021년 현재 각각 191개국과 161개국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남과 북을 잠
정적 특수 관계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사
회 내부의 좌경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론과 북한의 민족 우선론이 연대성
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대북정책은 친북 일변도로 흐르게 되며 우리가 입을 피
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재정
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 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할
까?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용어의 현혹
에서도 자유로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을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이러한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대
북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야만 북한 핵문제나 인권문제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떳떳하게 펼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주권평등 및
주권존중의 원칙과 상호주의와 호혜주의 원칙 등을 북한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간 추진 될 수 있는 대규모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 투융자 규정에 따른 절차와 안전장치 마련을 북한에게 강력히 촉구해 나
갈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일로 예상 되지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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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
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눈가림 속에 저자세의 굴종적
태도로 북한을 상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을 맞
아 민족 이라는 미명하에 가리어져 온 가식을 벗어 던지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엉클어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257

외교광장

안보위기 시 선제타격의 의미와
가능성*
15)

임 한 택
전 주루마니아대사

전통 국제법상 국가가 타국의 침략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은 국자기 보존을 위한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된
다. ｢UN헌장｣은 확고한 국제법 원칙의 하나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천명하
면서도,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하는 자
력구제 수단으로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위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또한 관습국제법상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과 침략국의 무
력공격 격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비례성이 요구
된다.
자위권은 실제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의 문제이다. 예방적 자위권은 실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
* 한국외교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2-10> (2022.6.3) 게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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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타국의 무력공격 징후가 명확하고 급박하다면 이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행
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현대전에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1차 공격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이다. 타국이 무력공격
을 준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을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로서는 다수설이라 할 것이다. 예방적 자위권 행사임을 주장하며 무분
별하게 무력이 사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력공격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
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적의 무력공격에 대비하는 전략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으로, 이는 예방적 자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방적 자
위권과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선제타격의 정당성이 여전히 논란이 있지
만, 실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면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필요
성과 비례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급박한 무력공격이 아닌
먼 훗날의 잠재적인 무력공격의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
제적 자위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이 예방전쟁(preventive war)
의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부인되고 있다(정치학계나
언론에서 왕왕 선제타격을 선제적 자위권의 의미로 사용함에 따라 개념상 혼
선이 있다).
윤석렬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0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
사 시험을 하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타격
하는 시스템인 킬체인(Kill-Chain)으로 이를 막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킬체
인은 미사일의 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의 단계에서 발사 이전 준비단계에
서부터 징후를 파악하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제압하는 능력을 갖추
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킬체인에 의
한 선제타격은 예방적 자위권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 방어 개념이다. 북한은
지속해서 핵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추구하여 왔으며, 수십 킬로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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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형 전술 핵탄두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이를 탑재하여 운반할 각종 미사일을 연이어 시
험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로서 킬체인에 의한 선제타격
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느냐와는 별개로, 그러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함으
로써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공세적 의도가 아니라, 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겠다는 수세적 대
응이기 때문이다. 국방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킬체인과 같은 물리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규범력 강화를 통한 억제력 확보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설사 선
제공격을 실제 실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
지 원칙 안에서 필요성과 비례성 등 요건이 엄격히 판단되어야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
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약도 양국 간의 국제법적 이해가 합치되어야만 실효적으로 작동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조선 인민 혁명군 창건 90
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
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어 4월 30일에는 “적대 세력들에 의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
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
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7년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래 ‘국
가의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추상적 이유를 핵무기 사용의 명분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가의 근본 이익이란 주권, 특히 국가의 생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제압･분쇄’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자위권 행사로
서 핵의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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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사용한 선제적인 행위가 급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가 아
니라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국가책임이 수반될 것이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시되어 왔으며, 핵
무기 국가들은 그러한 언급을 자제하여 왔다. ICJ는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또
는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
에서 자위 조치로서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
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자위권 행사로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무력공격으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
에서 자위권의 행사가 아닌 한 핵의 선제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의미라
할 것이다. 핵무기국 가운데 중국이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이라는 대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위권 행사에도 이러한 입장이 적용되는지는 의문
이다(이 점에 관해 제네바 군축회의 대사 시절 중국 외교관에게 문의하였지만,
본국에 조회 후 알려주겠다는 말 외에는 회답을 들은 바 없다).
그동안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커 사실상 무력충돌이 발발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간주하여 왔다. 대규모 전략 핵무기 사용에 따른 무차별한 살
상이 국제인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우회하는 저위력 전술 핵무기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이
들을 사용하는 무력공격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할
군사적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상 밖으로 고전하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서
구 제국에서 잊힌 핵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푸틴의 전례없는 핵 사용 가능
성 시사가 북한이 공세적인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도록 고무시킨 것으로 보인
다. 러시아처럼 핵과 우주 분야에서의 우위 말고는 북한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북한이 선제 핵 사용 가능
성을 공개적으로 암시한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변화이며 또한
무력사용의 위협이다.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은 사실상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
한다.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막기 위한 물리적 억제력을 구축해 대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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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기실현의 위험성을 내포한 북한의 핵 위협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
제이다. 국제법상 어떤 무기에 의한 무력사용이나 위협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위협이 국제법 위반이라
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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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천영우 저. 박영사, 2022, 320쪽)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
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뺷대통령의 외교 안보 어젠다뺸라
는 책자를 출간하였다. 천영우 이사장은 외교안보 분
야에서 많은 실무 경력을 쌓아 왔으며,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직접 북한과 핵협상을 맡았고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주제에 관해
집필하였다는 까닭에 이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권위 있는 책자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국방전략을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대북정책의 목표
와 방향, 제4장에서는 통일 정책, 제5장에서는 미･중관계와 외교전략을 다루
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현행 외교안보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개선책이 담겨져 있다. 저자가 다룬 이상 6개의 주제들은 우리나
라의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가장 핵심적인 과제들로서 우리 외교의 수장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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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필수사항들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제1장의 북한 핵문제 해법이 아닌가 한다.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서 많은 공감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내린 처방이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저자의 혜
안과 탁견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보다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저자는 북한 핵협상 목표를 비핵화 공약을 담보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을 포기하게 만들어 북한의 안보와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핵능력을 최장기간 유지하려고 하며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첫째, 미국과의 딜이 이루어질 때까지 핵능력의 증강과 이의 운반수단인 미
사일의 고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리는 전략이다.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낮은
순서는 내어주고 가치가 높을수록 오래 지키는 것이 협상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마지막
까지 고수하고 영변 핵연료 단지는 협상결과에 따라 내어 놓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비핵화로 받은 것은 선불로 챙기고 비핵화 의무는
후불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을 먼저 포기해야만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선 적대정책 포기, 후 비핵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버티
기 전술, 지연 전술 및 살라미 전술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저자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핵이 북한을 지켜 줄 보검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종말을 재촉할 비수라는 확
신이 들고, 핵 포기 외에는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희망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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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앞으로의 핵협상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몇 단계의 시험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첫 단계는 핵 신고서 제출이다. 북한이 얼마나 정직하고 완전한 신고를 하느
냐가 진정성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로드맵 협상
에서다. 북한이 핵 포기의 핵심 이정표를 로드맵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미･북 수교, 평화협정과 안전보장의 발효를 핵 폐기의 선결과제로 요구한다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술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
째, 마지막 시험대는 핵 폐기 검증에 있다는 것이다. 핵 폐기는 고농축 우라늄
의 총 생산량과 재고량, 핵탄두와 이를 장착한 미사일의 수량을 정직하게 신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지를 확인하려면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사찰관들의 접근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핵 폐기 완료
이후에도 불시 사찰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나가면서 저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하
는데 과거 경험을 통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들과 몇 가지 협상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비핵화의 방법으로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누면 1단계에서는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의 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이 될 것이며, 2단계에서는 핵무기 원료
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반출, 핵물질 생산시설의 영구 불능화를 달성
하여야 하며, 3단계에서는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해체, 반출하고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한 뒤 핵 폐기 완료를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3단계로
나누어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 단절이 없도록 각 단계를 연결
하는 고리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등가성과 로드맵 구성의 원칙이다. 미국이 취할 각 단계별 상응조치
의 구성은 북한이 취할 조치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북한에 가장 소중
하고 절박한 것 일수록 비핵화 최종단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절
실한 것을 먼저 내어 줄수록 그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로 나아갈 인센티브와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267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신속한 합의이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이행지연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반출을 완료할 때까지 군사적 옵션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북 협상력을 지켜 나가는데 긴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미 간 공조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
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공조의 핵심과제는 대북 협상에 지
친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남겨둔 채 자국의 안보를 먼저 챙기려는
이기주의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가 밝힌 북한 핵문제 해법에 관한 이상의 관점은 고담준론이 아닌 현실
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평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근자에 출
간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서적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고 정곡을 찌르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이 짧아 더 이상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이
밖에 국방 부분과 남북관계, 미･중관계와 외교전략 부분 등에 있어서도 저자
의 남다른 식견과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의도대로 이 책이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학자, 언론인,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강근택 뺷외교뺸지 편집위원,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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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문재인 외교안보 징비록
(최병구 저. 렛츠북, 2022, 484쪽)

우리 외교에 대해 늘 날카롭게 분석, 평가하여 많
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최병구 대사가 지난 문
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외교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
다는 취지로 뺷문재인 외교안보 징비록뺸 이라는 제
목의 책을 썼다.
저자는 우선 서문에서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기
본적인 자세로 네 가지를 지적한다. 즉, 대통령은
정직하게 약속을 지켜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코드 인사가 아닌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발탁해야 하며, 큰 그
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새 정부 외교안보의 기조로서 (1) 한･미동맹을 대
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2)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3)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4) 대북정책을 대외정책의 일부로 다루며, (5) 한･중관
계는 호혜평등에 입각할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말과 행동에 근거하여 그 잘못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문재인 외교안보 징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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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부라 할 수 있는 제1부와 제2
부는 국제정치와 외교의 제반 개념과 원리들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하였고, 제
3부는 한국의 외교환경을 다루었다. 후반부인 제4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특
징과 이념, 외교안보 진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제5부에서는 문재인 정
부의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6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자는 제2부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외교정책 결정과 집행, 외교협상 등을
위한 제반 주요 개념과 원칙 등을 상당수 제시하였는데, 그 일부만 든다면 전
략적 사고와 비전, 균형감각의 필요성, 이분법적 시각,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자신감, 선입견, 추론 등에 의한 확증 편향과 오판 등이 부각되며, 이러한 개념
과 원칙들은 저자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주요 잣대
로 사용되었다.
제3부 한국외교환경에서는 한국인의 대외인식으로 사대, 변방의식, 의타적,
반사적 성격, 인간관계와 국제관계를 동일시하는 유교적 사고 등을 지적하였
다. 외교안보여건으로는 지정학적 특성, 분단국가로서의 문제, 민족주의, 대외
의존 경제, 북한의 핵무장, 미･중 패권경쟁과 5년 단임의 대통령제와 외교경
험 부족 등을 거론하였다. 아울러, 근래 대다수의 여론 조사를 인용, 한국인은
친미적 성향과 반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4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로
주장한 점, 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연설에서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2019∼
2021 년간 3차례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한
국’이라고만 썼던 사실을 지적하였다(2019년 연설에서만 단 1회 ‘대한민국’을
사용했음을 적시). 저자는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출신이 주도권을 지닌 특성을
보였으며, 집권 초기 권력분산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권력 집중을 강화한 청와
대 정부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정부를 ‘거짓말 정부’, ‘무능정부’, ‘무책
임정부’, ‘국민분열 정부’로 규정하였다. 외교 안보에서는 평화지상주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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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북한 올인, 중국경사, 탈미, 반일 등을 추구하여 대외관계의 위축을 가져
왔다고 총평한다.
외교안보진용 평가에서는 이들이 무능한 집단적 사고와 외교행태를 보였고,
사실관계 왜곡, 북한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축소해석, 중국에 대한 비굴한 태
도와 시각, 민족이익 우선이라는 시각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행
동,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그리고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언행 등으로 우리외교가 추락하였다고 보았다.
제5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은 초기 남북관계에서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나, 곧 북한의 비판을 받자 중재자론으로 입장을 바
꾸었다. 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북 3자 정상회
담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그해 9월 문 정부는 향후 북･
미 간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마
저도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 양측으
로부터 상대방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그 역할은 사실
상 실패로 끝났다. 문 정부는 2019년 7월 트럼프, 김정일의 판문점 회동을 성
사시키고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미･북관계에 끼어들지 말고 남북합의사항이나 제대로 이행하라는 호된 비판
과 충고를 받게까지 되었다. 저자는 문 대통령은 김정일과 북핵문제를 진지하
게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미국에 맡기며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판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대북정책에 올인
하여 남북철도 연결 사업, 대북관광사업, 김정일 초청 사업, 2032 하계 올림
픽 공동주최, 백신공급제안 등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긍정적
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인권 문제,
해수부공무원피살 건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였다. 저자
는 또 문 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북한비핵화 사기극을 벌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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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북한
이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 미국에 전달하여 미국의 불신을 초래하
였다.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추진도 미국과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제6부에서는 문 정부의 실제 외교 행태에 대해 평가하였다. 외교 사안에 대
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비외교적인 언사, 유럽에서 대북제재완화 캠페인 등 문
대통령의 여러 외교행태는 한국외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대중외교에서
사드 보복 이후 외교장관의 3불 정책 언급 등 대중 저자세외교, 대미 동맹외교
의 실패,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기존 합의, 한･일 지소미아
(GSOMIA) 파기를 시도함으로써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은 외교를 국내
문제와 결부시킨 결과로 평가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가 잘못되었
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문 정부외교의 긍정적인 부분은 거
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외교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
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념이나 이상을 연구실에서 실험하듯이
무작정 현실 정책으로 시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문 정
부의 ‘소득 주도형 성장’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실패하였음을 잘 알고 있
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하였음은 본서 하나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다양한 외교정책 전반에 관심 있는 이들은 외교
안보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이었는지는 좀 더 넓
은 시각에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대호 뺷외교뺸지 편집위원장,
전 주크로아티아대사)

272

외교, 제142호 (2022.7)

신간소개

하노이의 길
- 엇갈린 남북미의 선택
(라종일 외 공저. 파람북, 2022, 155쪽)

주영국대사와 주일본대사를 역임한 캠브리지 트
리니티대학 박사 라종일은 북한외무성 국제기구국
에서 일하고 북한의 주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공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한 김동수, 그리고 중앙
일보에서 북한에 대한 기사를 줄 곧 써온 언론인
이영종의 도움을 받아, 숨 가빴던 판문점･평양･싱
가포르･하노이의 정상회담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책에서 되새김질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어설픈 중매장이”라는 표현으로 여는데(서문 7쪽),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쓴 표현(중앙일보, 2021.8.21 기고)을 따온 것이
다. “희망과 기대의 계절”에서 꿈에 부푼 “운전자 혹은 중개인”으로 출발한 문
재인 정부의 노력이 “대파국”에 이르기까지의 판문점, 평양,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의 정상회담을 복기(復碁)해본다. 그렇게 숨 가쁘게 이어졌던 모든 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함께 그 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 상황이 더 나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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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저자는 이 모든 행사의 감동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같이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상황”이라면서 프랑스어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라는 표현1)으로 정리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화두를 놓고 저자는 38선의 직선으로 가른 분단
의 상황에 “그저 간절한 희망과 그 희망을 반영하는, 혹은 활용하는 정치세력
으로 구호에만 집착”때문이 아닌지 물음을 던진다. 즉답에 앞서, 저자는 정치
학자답게 남･북한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짚고 넘어간다.
즉, (1)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
고 있고 동족 간 싸움으로 이어진 정체성이 그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다. (2)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가진 남한과 모든 면에서 정체와 퇴행
을 되풀이 하는 북한이 대비되는 남･북한 사이의 불균형을 두 번째 문제로 꼽
는다. 북한의 가장 큰 실패는 “권력의 계승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며 “이견
(異見)과 대안(代案)의 소리를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진단이다. (3)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과거의 나쁜 경험들의 기억을 세 번째 문제로 꼽는다. “머리
의 갈등” “가슴의 갈등”이라는 이념(理念)의 갈등을 넘어 친족(親族)의 사연이
얽힌 “창자의 갈등”, 즉 부모형제를 죽인 혈친(血親)의 원수라는 쓴 뿌리를 짚
은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이의 문제에다가 (4)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상황을
네 번째 문제로 지적한다.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엮여있는 상황”을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굴기,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
의 “패망”이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잠깐 “햇볕”이 있었다면서, “햇볕정책”에
닿아있는 2018년 4월과 5월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9월의 평양회담
과 백두산 방문을 든다.
그러면서 북한에 미송환 국군포로, 남･북한에 이산가족들이 늙고 세상을 떠
나고 있는데 거창한 회담을 내세운 나머지 이를 하찮은 일로 무시하고 묻어버

1) Jean-Baptiste Alphonse Karr가 1849년 1월 그의 일기 Les Guêpes (“The Wasps)에서 쓴
표현으로 직역하면 “The more it changes, the more it’s the sam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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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트럼프가 북한 억류 3명의 미국인을 본국으로
데려간 것과 대비시키면서 아프게 꼬집는다.
저자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정치적 업적”들 만큼이나 “한사람의 생명도 중
요하다”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기본적인 각성이 없이는 화해와 교류･협력이
나 통일을 위한 노력 역시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하노이의 파국 이후 “사람이 있는 햇볕”, “사람이 있는 통일”을 아쉬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실력을 “자신감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실력은 낮다”(임재
준 의학노트 “주제파악의 어려움”, 중앙일보 2021.12.16)는 말로 깎아내린다.
저자는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초대 총리 피글(Leopold Figl, 1902∼1965)
의 “가장 좋은 외교정책은 국민적 합의”라고 인용해, 문 정부의 대북한 외교･
통일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결(缺)했음을 에둘러 지적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의 돈가스 집 상호로도 알려진 Figl이 소환된 것은 흥미롭다.
정치학자로서 저자가 주의 깊게 상황의 반전을 지켜보면서, 남･북한과 한반
도의 녹록치 않은 상황은 섣부른 노력을 실패로 주저앉히거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개연성을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지적에는 앞으로 어떠한 북한
과의 외교적 노력도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비관론에 닿아있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든다. (김병호 뺷외교뺸지 편집위원, 전 주덴마크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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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022.5.21.)

자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022. 5. 21, 청와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
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
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
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
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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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
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
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
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
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
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
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
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
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
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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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
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
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
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
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
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
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
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
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81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
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
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
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
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
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
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
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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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
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
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
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
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
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
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
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
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
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
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
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
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
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
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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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
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
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
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
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
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
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
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
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
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
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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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
(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
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
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
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
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
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
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
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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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
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
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
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
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
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
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
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
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
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
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
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
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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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
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
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
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
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
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
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
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
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www.president.
go.kr)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287

ROK-US Leaders’ Joint Statement
(21 May 2022)

President Yoon Suk Yeol welcomes President Joseph R. Bide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marking the earliest meeting in a ROK
President’s term in offic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
Founded in our shared sacrifice and honed by our deep security ties,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evolve and expand.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ivotal
role of our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democracy, economy, and
technology. Faced with existenti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growing threat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remost among which is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 to deepen and broaden our 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people-to-people ties.
The two Presidents deeply appreciate the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and pledge to continue building off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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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reactivate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t the
earliest date. Both leaders commit to further strengthen deterrence by
reinforci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iterate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is in
mind, and considering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oth leaders 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ls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as well as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or additional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is vein,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ignificantly expand cooperation to confront a range of cyb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sponsored cyber-attack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nuclear program presents a grave threat not on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st of Asia and
the world. Both leaders condemn the DPRK’s escalatory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s clear viola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 their joint commitme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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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o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oth leaders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call
on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mphasize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oth leader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protecting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Both leaders express concern over the recent
COVID-19 outbreak in the DPRK. The ROK and the U.S.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DPRK
to combat the virus.

◇ A Strategic Economic and Technology Partnership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a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ll be defined by common efforts to address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is vein, the two Presidents pledge to deepen and bro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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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yber security. Both
leaders also pledge to develop, use, and advance technologies in line with
shared democratic principles and universal valu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epening cooperation on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which are critical
to safeguarding our prosperity, shared security, and collective interests.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the two Presidents will direct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Councils to launch an economic security dialogue aimed to align
the bureaucratic and policy approach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ully recognizing that scientists, researchers, and engineers of the ROK
and the U.S. are among the most innovative in the worl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leverage this comparative advantage to enhanc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o protect and promot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leading-edge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technology, biomanufacturing, and
autonomous robotics. Moreover,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active
support for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experts in these fields.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work together to enhance partnership
on thes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zing the growing potential for ROK-U.S. cooper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the two leaders agree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areas such as
defense sector supply chain, 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cluding
beginning discussions on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Secure,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are foundational to
these efforts. Building u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stered by the
U.S.-led 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by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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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together in the upcoming Ministerial-level summit, the two
Presidents agree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tackle immediate and
long-term challenges in the supply chain ecosystem. Both leaders agree to
strengthen the resiliency and diversity of these networks including by
cooperating on early warning systems to detect and address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working together to address sourc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stablish a regular
ministerial-level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to discuss
promotion of resilient supply chains of key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Both leader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ou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export control
authoritie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which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o undermine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as well as commit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given the rapid increase of volatility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s a result of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two Presidents will work to strengthen joint collaboration in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that include fossil fuels, and enriched uranium, acknowledging
that true energy security means rapidly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y
and working to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The two lead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critical
and reliable source of carbon-free electricity, an important element to grow
our clean energy economy, and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global energy
security. The two leaders commit to greater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global deployment of advanced rea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by jointly using export promotion an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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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ools,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at both countries will engage in global civil-nuclea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s the standard for
both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for nuclear supply arrangements.
Acknowledging the shared goals of deepening strategic ties, while respecting
each country’s intellectual investments, both leaders commit to using tools
such as the ROK-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Cooperation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U.S., ROK and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the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d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The U.S.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join the U.S.-led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 program.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cross all sectors of space cooperation. Building on the
ROK’s previou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program,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foster joint research in space exploration and to support
the ROK’s development of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Both
leaders agree to hold “the 3rd U.S.-ROK Civil Space Dialogue” by the end
of the year,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e two countries space
industries. They also commit to continue cooperation to ensure a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including through the bilateral
space policy dialogue and committed to strengthen defense space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joint exercis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gree that the Korea-U.S. 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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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KORUS),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remain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need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The two Presidents share
common values and an essential interest in fair, market-based competition
and commit to work together to address market distorting practices.

◇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Faced with increasingly complex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Yoon laid
out the ROK’s initiative for a global pivotal state that envisions a heightened
role in advanc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firmly rooted in the shared values of
promoting democracy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ighting
corruption, and advancing human rights.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embrace greater regional and global
responsibilities, and enthusiastically welcome the ROK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Summit for Democracy process.
Acknowledging the existential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ir announc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including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2050 net zero emission goals
with strong efforts to align policies across sector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methane emissions globally,
294

외교, 제142호 (2022.7)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Methane Pledge and rapid global
action needed to address methane. The two Presidents also decid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clean energy fields such as hydrogen, clean
shipping, accelerated deployment of zero-emissions vehicles (ZEVs) and
aligning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with global net zero emissions by 2050
and deep reductions in the 2020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pledge to support in strengthening
multilateral efforts to prevent, prepare,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President Yoon underscore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convening the Global COVID-19 Summit in May 2022, and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active participation and ROK’s announced
pledges, including funding for the Act-Accelerator to combat COVID-19 and
support for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global health security at the World Bank. President Biden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host 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ministerial meeting
this Fall and establish a GHS coordinating office for global and regional
sustainable health security in Seoul. Our countries will also increase efforts
bilaterally and in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biosafety and biosecurity
norms. The U.S. and ROK will also strengthen health systems and build on
successful health sector collaboration to accelerate cooperation and
innovation in cancer research, cutting edge cancer treatments, mental health
researc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highlight their shared belief in the
extraordinary benefits afforded by an open, free, global,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To combat the rising threats posed by digital
authoritarianism, they committed to defend human rights and foster an open
“network of networks” that ensur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global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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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is, the ROK is ready to join the U.S. in endorsing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Internet continu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quity,
equality and safety for women and girls in both our societies. To this end,
the U.S. and the ROK joined the 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ender-Based Online Harassment and Abuse as founding memb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the leader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secure 5G and 6G network devices and architectures using
Open-RAN approaches, both at home and abroa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o deepen ROK-U.S.
cooperation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yber policy, including cooperation
on deterring cyber adversaries,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combatting

cybercrime

and

associated

money

laundering,

securing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pplications, capacity building, cyber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military-to-military cyber coope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tan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Russia’s unprovoked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Both countries, alongside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responded resolutely to this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imposing their own financial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gainst Russia and Russian entities, along with the vital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Ukraine. Both leaders affirm that they will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country’s respective measures to deter
further Russian aggression and maintain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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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r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cooperate closely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Both leaders agre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IPEF that will deepen
economic engagement on priority issues, including the digital economy,
resilient supply chains, clean energy, and other priorities geared toward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 their strong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high-quality, transparent investment, including in quality
infrastructure. President Biden welcomes President Yoon’s interest in the
Quad, and noted complementary ROK strengths including tackling the
pandemic, fighting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critical technologies. The
two leaders also agree to cooperate on infrastructure financing, including
digital infrastructure, in third countries. The two Preside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K-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common economic challeng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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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 of the sea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ite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Sharing our mutual concerns regarding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commi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globally. The two Presidents resolutely
condemn the coup in Myanmar and the military’s brutal attacks on
civilians, and commit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unfettered countrywide humanitarian
access,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The two Presidents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share the view that the Alliance has
matured into a deep and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Through our
close ties between the two dynamic populations, extensive economic and
investment links, and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ROK and the U.S. are charting a path
toward a relationship that is capable of meeting any challenge and seizing
all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efore u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joi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commitments and
pledge to work tirelessly to broaden and deepen our ties to position us to
succeed in a rapidly changing world.
President Bide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President Yoon’s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for President Yoon to visit
Washington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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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편집실에서

계간 뺷외교뺸 제142호(2022.7)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 30주년’ 특
집을 기획하여 ‘중앙아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의 수교 30주년 의미를 되새
겨보고 이들 지역 국가의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를 진단해보았습니다. 특히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과 관련하여 필자들이 밝힌 이 지역 국가들의 정세
와 최근 동향을 ‘특집을 내며’ 란에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외교논고’ 란에는 최근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전망” 주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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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urasia Situation and
Korea’s Diplomatic Direction to Central Asia
Eom Gu-h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have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in Central Asia.
Politically, first, Central Asian countries wi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regional powers such as India, Turkey and Iran to hedge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Second, while China’s influence in Central Asia will increase, SCO will be mor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Third, the future direction of Central Asian
regionalism will be uncertain. Although it is unlikely, if Uzbekistan shows anti-Russian
behavior, regionalism in Central Asia may weaken. Fourth, it is unlikely that the US role
will be expanded again in Central Asia after the Ukraine War. Economically, firs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tatus and centripetal force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will be
weakened. Second, if Europe’s anti-Russian energy policy is strengthened and green
energy policies are accelerated,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Central Asian
carbon-centered energy producing countries such as Kazakhstan in particular can be
accelerated. Third, if the logistical obstacles of TSR persist, the bypass logistics
infrastructure going to Central Asia through India, Iran, Pakistan, etc. instead of through
Russia will be activated.
It seems inevitable to shift Korea’s diplomacy toward Central Asia to a certain
level to organically link value-oriented diplomacy and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In this context, first, the existing diplomatic strategies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toward Central Asia must be freed from the tendency to view Central Asian
countries only as a sphere of influence from Russia. Second, in a situation in whic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s inevitably severely curtailed due
to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geopolitical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as a means of
circumven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orthern policy of new governments may be weakened due to th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us the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may also
shrink. It will be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the previous government’s
cooperation platform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The Review of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the Hub of the Central Asia
Kim Hee-sang
Korean Ambassador to Uzbekistan
Uzbekistan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entral Asia and its population is over
45% of that of all Central Asian countries. Due to its location and population,
Uzbekistan has been a hub of Central Asia since ancient times.
Since 1992 when Korea and Uzbekistan made diplomatic relationship, Korea has
enjoyed special welcome from Uzbek people due to the existence of 180,000 Korean
diaspora and large scale investment from Korean companies such as Daewoo
automobile in early 90’s.
Currently Korea and Uzbekistan are celebrating their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 is time to consider possible ways to further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future. Continuing summit diplomacy, ODA based on
Korea’s own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and active cultural and public
diplomacy toward Korean diaspora and young Uzbek people who love Korean
culture such as K-pop and Korean soap opera could be such an example.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and Prospects
Baik Joo-hyeon
Former Ambassador to Kazakhstan
Korea-Kazakh relations have been developed dynamical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ations in 1992. Korea was voluntary contributor for Kazakhstan’s
nation building, newly independent country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Korea
and Kazakhstan have been cooperating in the various field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stability(denuclearisation),

peaceful

coexistence,

deveop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industrialisation, trade and investment, cultural
exchange, education. B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damaged seriously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Russian annexation of the Cremia in 2014.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Korea and Kazakhstan are expected to pursue
the new formula of cooperation, especially considering emerging factors like net
zero of CO2 emission, diverse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aspect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 Candid and Comprehensive Reassessment of
Thirty Year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Kyrgyzstan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Some Proposals for the Future Win-Win Relationship
Ha Tae-youk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yrgyzstan Republic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Sweden
Kyrgyzstan is still a remote and least known country to Korean people. In
addition, if you just look at current situation of both country’s relations on the

surface, you will come to witness quite different pictures among various fields of
cooperation and contacts. As a result, the evaluation of and prospect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your prospect and stance.
From this background, a balanced and comprehensive reassessment of the last
thirty years’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a starting point of the search
for a desirable direction and best-possible measures on the way to a future Win-Win
bilateral relationship.
One of interesting features of the last thirty years’ bilateral relationship is that the
way of approach and pri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owards the entire region
or other bigger countries in Central Asia have played a more decisive role in the
determin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tents and fields of cooperation and
contacts between two countries, rather than Korea’s own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strategic assets of Kyrgyzstan herself.
Based on this observation, the last thirty years’ bilateral relation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stages: At the first stage, both countries agreed in a hurry
to establish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soon fell into
a kind of hibernation for more than 15 years because of indifference from the
Korean side. During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took another initiative
for further bilateral relationship along with the new approach towards the Central
Asian region. Recently two countries have found common positions and incentives
to a new area of cooperation, primarily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suitable and
feasible way for the future Win-Win relationship.
Through three stages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not enough
time and experience of cooperation and contacts for two countries to root a solid
basis and raison-detta for promoting mutu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even
against all odds, such as exterior disadvantages.
As proposals for future win-win relationship, the paper draws attention to three
possible policy measures:
first, to keep momentum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igure out and implement on-spot mutually beneficial projects through a
‘tailor-made’ approach,
secondly,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earch and realize suitable measures and
investment projects for the enhancement of capacity of industry in Kyrgyzstan to

produce, distribute competitive real “Made in Kyrgyzstan” products for domestic and
export market in the future,
finally, to come up with Korean Government’s Five-year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so that the leaders themselves have chance to review and keep the track of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urkmenistan, the Heart of the Great Silk Road, and Korea
Shin Sung-chul
Ambassador to Turkmenistan
Turkmenistan, which holds the world’s fourth largest natural gas reserves, is not
particularly well known in Kore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it came into existence as an independent state and was recognized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by the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Since then, it has
maintained the political system in which president is the most powerful element of
government.
In March 2022, Serdar Berdimuhamedov was sworn in as Turkmenistan’s new
president. He is expected to follow through on the reforms inherited from his father,
former president Gurbanguly Berdimuhamedov,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privatization. The new president would also maintain and
further strengthen the relationships with Russia and China to which most of the
Turkmen gas are exported. Even after Russia’s armed invasion against Ukraine, the
Turkmenistan government has remained neutral and still on good terms with Russia.
Korea and Turkmenistan mark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is year. The bilateral relations have developed based on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plant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Korea with high
technology and Turkmenistan with huge natural resources have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ICT, healthcare transportation, renewable
energy, etc. The growing interests in Korean culture in Turkmenistan will expand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urkmenistan, located between Europe and Asia, was an important junction in the

Silk Road in the past and has huge potential to connect the world. In this vein, it
has tried to be the “Heart of the Great Silk Road”, or transportation hub in the 21st
century. Were we able to land-linked to the vast Eurasian continent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with Turkmenistan would be an invaluable asset.

Tajikistan: A Country with Hidden Potential in Central Asia
Kwon Dong-seok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Tajikistan
In early 1990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reated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 and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had not
been seen in history. In this process, as the geopolitical concept of Central Asia was
newly appeared for a short period of 3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newly independent countries of Central Asia have quickly formed and developed.
However, we do not know much about Tajikistan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our relationship has been estranged. Tajikistan’s long civil war and
topographical problems would have been hindered the relationship. The late
formation of ambassador-level diplomatic relations may also be one of the reasons.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lready recognized Tajikistan as one of the key regions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as a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early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various ODA projects.
Tajikistan’s national economy had totally collapsed due to a civil war in the
1990s, but after the 2000s with the will of the leadership and of the people to
rebuild the country, a complete revolution began in the mid-2010s.
It may be a bit late, but from now on, Korea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mber of a advanced country and pay more attention
to Tajikistan as a new emerging market, which has hidden possibilities and potential
in Central Asia.

30 Years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Evaluation and Tasks
Jung Sang-ki
Former Ambassador to MOFA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cam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llapse the Eastern Bloc and China’s active Reform and Open
policies. The two Koreas’ accession the United Nations in 1991 and the signing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in December 1991 were an important momentum for
China’s decision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South Korea. At the time of
normalization, the two countries had three major goal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ing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ducive to peaceful
unification for each country, and mutual economic prosperit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extensively over the past 30
years in the fields of trade, investment, tourism and students exchanges.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Korea has
become the 2-4th trading partner for China.
Communication and dialogues were actively conducted at various levels including
summit meetings, foreign ministerial meetings, high-level strategic dialogues, and
defense exchanges. However, the two countries achieved limited success in
converging their preferences and interests regarding defense cooperation, the North
Korean conundrum,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addition, three
major issues – China’s Northeast Project in 2003,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amid the sinking of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and
its retaliatory actions against South Korea regarding the deployment of THAAD in
2016 – created tension and dis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Public sentiment on
China has also continued to decline in South Korea.
Widening gap of economic power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s aggressive
foreign policies, the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military alliance constitutes fundamental challenges
for the Korea-China relationship. China’s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strategic
asset in its strategy toward the U.S. and China’s de facto acceptanc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also major challenges for Korea’s China policy. While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continues to decrease, it has become
overly-dependent on China for imports of key raw materials. (China too is
dependent on Korea of imports of key raw materials.) How to tackle the ongoing
U.S.-China is another challenge to Korea.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o
maintain a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based on reciprocity and
equality, Korean diplomacy must adhere to the basic norms of self-strengthening and
external balancing, while implementing a coherent universal foreign policy. Policy
makers, scholars, and pundits should make efforts to fully understand the China and
the mechanism of Chinese Communist Party. Power asymmetry is not a constant but
a variable. Korea should pursue creative ideas and innovations to raise its bargaining
power and competitiveness on the world stage.

What Has Happened to Korea-China Relationship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1992:
From Expectations to Disappointment
Yeon Sang-mo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shin University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of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ccumulating mutual perceptions and
actual experienc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moving in unhealthy direction. The concern results from the fact that while Korea
shows good will toward China, China wants to realize its will by using coercive
measures toward Korea.
Therefore, the expectations, which the two countries had during the early years
of diplomatic ties, turned to disappointment. The fundamental causes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and wrong expectations
toward each other exist. Second, there is an attitude that the two countries are
reluctant to face the differences squarely under the framework of a ‘superficial

friendship.’
It is the time to analyse and reflect upon the problems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In this regard, I want to make suggestions.
The first thing which we have to do is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re is structural
differences which Korea and China can not resolve easily. We have to find out
realistic solutions by recognizing these differences.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do not have too high expectations each other. The two countries tend to
be surprised or be overly angry mutually when they have too high expectations. In
conclusion, Korea and China have to build a ‘new framework’ which aims to have
a constructive relations by departing from the past attitude which relied on a
‘superficial friendship.’
Keywords: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of Korea and
China, worsening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superficial friendship,
structural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The Ukraine War: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
Russo-Chinese Relations, China-Taiwan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Kwon Ki-chang
Form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kraine
President Putin’s Plan A which targeted to demilitarize and denazify Ukraine has
failed. Now Putin reduced his war aim and thereby pushing forward to Plan B which
tries to build a land bridge connecting Eastern province and the South. As Ukraine
succeeded in deterring Russian forces, NATO countries demonstrate differing
positions regarding the aim of this war. Whether China will provide military or
economic support to Russia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is war. China expressed
neutrality officially but, in reality, it supports Russia wholeheartedly. Considering its
national interest, China is expected to be very cautious in supporting Russia. In
Northeast Asia, Taiwan has concerns that it could be Asia’s Ukraine. The United

States can provide military support to Taiwan based on Taiwan Relations Act(1979)
for the defence of Taiwan. However, since that is not obligatory, the law is
interpreted to having “strategic ambiguity”. Since several years ago, the arguments
that “strategic clarity” have been emerg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kraine war
brought about a new Cold War destroying the liberal world order formed since the
World War II. This war is also creates world food and energy crisis and put an end
to globalization. In terms of value and ideology, this war is a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The implication of this war is that we have to
further strengthen ourselves. In addition to that, we should further develop the
US-ROK military alliance and keep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big
powers. Taking this opportunity, we also need to start value-based diplomacy
through the solidarity with and suppor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Australia’s Evolving Alliance Policy
Lee Baek-soon
Former Ambassador to Australia
Australia, which upgrade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December 2021, shared with Korea so-called ‘Dual
Dependency Dilemma’ which means Australia relies on the U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However, since 2018, in response to China’s ‘assertive
diplomacy’, Australia has strengthened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such,
Australia is facing diplomatic friction with China. When it comes to alliance
strategy, Australia is taking a different step from Korea. Australia is closely
monitoring transformational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and security situation, and
is pro-actively responding to it by changing or strengthening alliance relations with
a view to ensuring its own security. Even if Australia’s geopolitical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Australia could take such steps with clear recognition
of its own national identity and thorough assesment about rapidly-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addition, keeping the consistency of foreign policy through
a bipartisan concensus 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ssues made such bold move

possible.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Australia’s recent diplomatic moves and
perception changes in Australia’s alliance relations and geopolitical situations will
give an insightful view for middle-power diplomacy and it will help us in mapping
out our future strategic steps.

The Role of Diplomacy in Israel’s Nation Building Process
Chung Kee-jong
Former Ambassador to Qatar
In May 14, 1948, the Jewish people established the State of Israel. It was the
restoration of the ancient Jewish Kingdom which existed 2,000 years ago. This was
the result of leadership and diplomacy of Weitzman and other leaders based on
Judaism’s faith by combining the accumulated capabilities of the Jewish people and
utiliz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itzman took part in the Balfour Declaration
draft and the Mandate of Palestine through his diplomatic activities against Great
Britain and the Arab people. Then it lead to the acquisition of a Jewish national
home in Palestine. And, in accordance wi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1,
the division of Palestine was decided.
Israel’s victory in the first Arab-Israeli war brought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of Israel. It was an expression of the strong will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WZO’s activities to support the return and settlement of the Jewish people were
strategically processed. Ethnic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such as Biblical
archaeology and Biblical geography which continued even during the Diaspora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viding evidences for Israel’s claim to territorial
restoration. Israel’s Nation Building process has shown that diplomacy back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the
nation’s capabilities.
Keywords: Israel’s Nation Building, Weitzman, Balfour Declaration, WZO,
UNSCAP, Palestinian Division, Palestinian Mandate, Jewish national
home, UNGA Resolution 181

U.S. President Joe Biden’s Asia Visit and Korea-Japan Relations
Jo Yang-hyeon
Prof.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U.S. President Joe Biden visited South Korea and Japan in May 2022 to hold
summit meetings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nd President Yoon
Suk-yeol and issued joint statements. The essenc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Asia
strategy is establishing flexible and innovative partnerships with U.S. allies and
partners in Asia to counter China’s clout in the region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Biden’s trip to Asia was aimed at boosting strategic ties with and
between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s par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t is assessed that President Biden’s Asia visit assured steady policy implementation
by reaffirming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last year’s agreements with its
allies, and fleshed out the contents of the QUAD and IPEF as the Indo-Pacific’s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ies. Korea needs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which
is a key partner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new Yoon administration should engage in strategic
cooperation with Japan, by focusing on substantive areas of cooperation. For
instance, Seoul and Tokyo could expand strategic cooperation at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deepen economic and trade ties, cooperate on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increase people-to-people exchanges. Countries led by the U.S.
and Japan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IPEF, QUADworking group, and
ministerial-level meetings on supply chain in the coming years to set global
standards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reorganize strategic material supply
chains. The new Korean government should harness thes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reshape its economic relationship with Japan and open up new avenues for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owards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Vietnam Partnership in the Future
Lee Hyuk
Former Ambassador to Vietnam
Korea’s relationship with Vietnam,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30 years,
has been leaping much faster than those with other ASEAN countries.
Korean government’s Nothern Policy which aimed to open diplomatic ties with
former communist nations served to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which has made all-out efforts to rebuild the war-torn and
backward country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Korea is now the biggest foreign investor to Vietnam whereas Vietnam is Kore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Korean companies have made forays into almost all the sectors of Vietnamese
economy, ranging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construction and etc.
However, I think the time has come for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need a
structural change and look for a new horizon.
Firstly,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focus on investing in a technologyintensive areas rather than labor-intensive areas as Vietnam has been fast growing
into a mid-income nation.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creasing US-China rivalry, Korea need to
partner with the US and even Japan in doing business in Vietnam as part of
expanding ROK-US alliance relationship into an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tor.
Thirdly, Korea should seek to deepen the relations with Vietnam not only out of
a cold strategic calculation, but also by increasing people to people exchanges and
enhancing mutual friendship and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