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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2021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개관
- 지속성과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1. 미중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올해 상반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 불신과 대립은 더
욱 심화되었다. 미중 경쟁의 상시화는 패권경쟁의 구조화와 신냉전의 양상이라는 특
징을 보이면서 국제질서의 새판짜기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
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갈등과 경쟁은 구조적으로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략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보
다 진화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기존의 공세적 대응에서 탈피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신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통한 미
국의 리더십 회복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외교를 추구하
였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함께 중국을 압박하려는 외교전략의 일
환으로 대만문제와 홍콩 및 신장위구르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직접 겨냥하
고 있다. 이러한 가치중시외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중시외교와 확실한 차이이자
변화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공급망 재편과 탈동조
화(decoupling)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전쟁이라는 1차원적 방식을 동원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배타적인 중국 견제방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G7 정
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는 경제네트워크 구축전략(clean and
green growth initiative)을 추진하고자 시도했지만 아직 유럽 및 동맹국들의 전적
인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한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
방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분리하기 보다는 일치시킴으로
써 포스트 코로나19 재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줄여나가고 미국과 동맹
국 중심의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변동에 맞서 기존의
공세적인 주변국외교를 순화하는 한편, 국민통합과 내구력 강화를 위해 당에 대한 충
성심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등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보듯,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과 같은 기본
전략과 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중국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
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중국편이다”라는 정세 인식하에서 내
수경제 진작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자립과 자강(自强)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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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불변의 국가전략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지역네트워킹화전략을 보다 강화(지속성에 기반
한 변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QUAD)를 다자주의 차원에서 계승한 점은 지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 내
인태전략 조정관 신설, 더 적극적인 자국 중심의 지역 아키텍처 구축, 그리고 반중전
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보편
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대다수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일대일로
를 지속하고 인류운명공동체론의 확산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자기 편 모으
기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의 지역네트워킹화 경쟁은 상대방의 동맹을 훔치고
친구를 빼앗는 더 치열한 싸움으로 변화할 것이다.
올해 한국의 외교 방향은 2021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경쟁 추세에 부
응하여 변화의 양상을 시현하고 있다.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의 시동과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의지 표명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중 갈등과 경쟁 속에서 전략적으
로 미국에게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
응하는 쿼드(QUAD)를 언급하였고,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경사(傾斜)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중관계를 고려
한 고민이 역력하다. 또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글로벌 협력파트너
로 자리매김하였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연루와 책임의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
국제정세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한반도 정세의 지속성과 변화
2021년 상반기 한반도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정세가 지
속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문을 닫은 채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
한 정세의 지속성은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구조적 이해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북한은 차제에 장기전에 대비하여 체제 내구력을 강화함
으로써 더 큰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자력갱생은 경제전략인
동시에 대외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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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면 아래에서는 변화의 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물론 실무협상을 통한 비
핵화 여건 조성 이후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선언 지지 입장을 표
명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괄타결보다는 북한이 원하
는 단계적 해법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변화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권문제의 제기는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정권을 상대하는 민주
당의 전통적 강령의 차원이므로 외교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제적 양보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지속되겠지만, 관계개선의
동력 측면에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가치
평가 등 협상의 조건과 양상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변화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북
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8차 당
대회에서 미국에게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한국에게는 <조건부 대응> 원칙을 표
명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
로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해석권을 갖겠다는 일종의 일방주의 입장이다. 그런
데 북한은 지난 6월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유리한 대외환경”을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기존의 원칙에서 일정
정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선 행동과 선 양보를 압박하여 유리한 환경
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를 긴밀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경쟁을 활용하여 중국 편승
을 통해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 편승
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이다. 인도적 지원과 같은 한국의 대북 지렛대가 약화될
수 있고, 강대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남북관계를 부차적 관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남북관계에서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의 성과
를 ‘관건’으로 설정하였다.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 대북제재의 지속
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또는 악화로 인한 국경폐쇄 연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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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해로 인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 조성
등이 합세할 경우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둘째는 한국의
정책적 결단을 주목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근본문제, 즉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와 대북제재 완화를 수반하는 경제협력사업 재개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의 대미 경사(傾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교착국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력갱생
독려 등 대내문제에 계속해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
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비서들을 소환하는 등 ‘간부혁명’을 주창한 것
으로 볼 때, 일단 기강 확립과 결속을 강화하면서 내부자원과 노력의 총동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과시할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선 양보를 압박하거나 내부 불안을 외
부로 전망(轉望)하거나 미중갈등 첨예화시 미국의 대중 공세력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상반기와 같은 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 내적 어려움이 더해진다면 정세 변화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가능성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전환
의 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대북
설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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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강화된 한미관계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그에
따른 한미관계 회복이었다.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평화⋅안
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한
미정상회담은 지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기 이익 중심의 한미관계를 가
치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도 동시에
이루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팬더믹 이후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도 강조
했다. 상반기 한미관계는 한미관계회복,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그리고 한미정상
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미관계는 호혜적 협력관계로 회복했다.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국익 관점에서 동맹을 고려했
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기반 동맹관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어렵게 했다. 그러
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해 존경 받는 국가로 다시 만들기 위
해 훼손된 동맹 복원을 공표했으며, 이는 한미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2021년 미국 워
싱턴DC에서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최종 타결하며 한미관계는 점차 회복의 모습을 보였다. 동 협상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
략 변화 그리고 우리정부의 끊임 없는 설득의 과정은 1년 3개월간 끌어오던 한미방위
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타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미 양국은 긴급 현안 해
소와 함께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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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
는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정당성만 부여한 성과 없는
협상이었다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에 일련의 변화를 예고했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북한의 행동과 실무단계의 사전접촉을 강조하며
북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그
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북한이 2021년 세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에도, 미국은 ‘국제
질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 시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5월 한미 양측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과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
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양측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직접
언급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방식에 동의했
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 문제와 한반
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전략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으며 한국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이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외연이 안보 중심
의 이익 동맹에서 가치 동맹으로 확대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훼손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의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자주의 그리고 동
맹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미국의 정상회
담 파트너로 맞이한 것은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고 지난 정
부에 훼손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 모범적
거버넌스,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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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민주화 모범국가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촉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동맹 관계를 격상했음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역할이 전통안보에서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확장되었다. 그
리고 공간적 차원에서 기존 한미동맹이 한반도 중심이었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관계가 한반도에서 지역과 지역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동맹으로 한미동맹의 전
략 공간이 확대되었다. 한미 양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강력한 안
보 구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양측은 핵심⋅신흥 기술, 전세계 백신 접종, 기후 위기,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전방위적 포괄적 안보 협력을 약속했
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첨단 제조 및 공급망을 구축하는 미국에게 최첨단 기
술을 축적한 한국이 핵심 협력 파트너임을 보여준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2021년 상반기 한미관계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
담 개최로 한미동맹이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
가 이익 기반의 안보 동맹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관계가 포괄적 안보를 목표로 하는 가치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략 공간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 차원
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하반기 한미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미중 전략 경쟁, 한일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에 있다. 첫째로 미국의 인프라 계획(Innfrastructure Plan) 예산
안 통과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
프라 투자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도로⋅교량, 항구 등 재건과 함께 통신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약 2조 300억 달러(약 2560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
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이는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개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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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신흥 기술 공급망 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패권력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제조설비 및 인프라프로젝트 파트너로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미국의 상원에서 미국의 인프라 계획안이 통과 된다면 5G와 6G,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전기배터리 등에 한국 정부 및 우리 기업들과 광범위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 것
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
법을 공유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후 한미간 그리고 북미간 체결
한 합의문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북한이 전향적 모습으
로 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미 관계는 더욱 견고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내다보인
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김정은 시기 자력갱생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성 김 미국
무부특별 대표부의 메시지도 일축한 바 있어 남북 그리고 북미간 만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
한 핵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보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북한에게 전달한 바 있어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은 보다 공고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과 유연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통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의 동맹 결속을 다지면서, 반중국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함을
밝히고, 대만 해협의 평화적 안정과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듯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공식 행사자리에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만 통일의지 그리고 일국양제(一國兩制)의 의지를 밝히며 외
국 세력의 압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목적을 가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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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경쟁법’이 통과된다면 미중 전략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충돌,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는 결국 한국의 대외 정책 공간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중국과 다
각적인 관계를 존중하며 미중 사이에 선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바 있어 각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해 졌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금지시켰던 틱톡(TikKok)과 위챗
(Wechat) 사용 금지 제재 철회를 밝힌 바 있어, 미중 경쟁이 사안에 따라 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따라서 하반기 미중 전략 경쟁 양상은 사안별로 서로 다
르게 전개될 수 있어 한국의 유연한 외교전략이 더욱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1년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특히 전반기 양국의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정체성을 가치 동맹으로 확장하고
그 역할 또한 북한 문제와 함께 지역의 포괄적 안보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대했다. 하
반기 한미관계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보일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대
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서로 다른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Ⅰ.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 추세

13

한중관계

‘협력’과 ‘혐오’의 공존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한중관계는 정상 간 활발한 전화 통화, 외교 수장의 상호 방문, 방
역 협력 등 다양한 고위급 채널이 활발하게 작동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관계가 견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복, 김
치 등 종주국 문제로 촉발된 문화적 갈등은 양국 상호 인식과 이미지 악화에 일조했
다. 인식과 이미지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면 양국 관계를 밑에서부터 부식시킬 것이라
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중 상호 인식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K-방역, G7 회의
참석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중시된다는 의미이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한중관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1
월 26일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한미 정상 간 통
화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이 먼저 움직였다. ‘춘절(春節)’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을 견인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RCEP 가입, CPTPP 등 다자주의 국면에서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계속
이끌어내려는 중국의 깊은 의향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한국 견인 노력은 국
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를 주
장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의 견인은 중국에게도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
과이다. 한국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도 미
⋅중 전략경쟁 관련하여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2021년 상반기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서 양국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이 상반기 정상 통화,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교류
를 활발하게 했다.
둘째, 한중 국민의 상호 인식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최근 <시사인>과 한국리서치는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시사인 VOL.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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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5).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역대 최악이다. ‘중국이 싫다’라는 감정이 시대정
신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미국, 일본, 북한과 비교해서도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는
역대 최악인 26.4%이다. 미국이 57.3%, 북한이 28.6%, 심지어 최근 급격히 악화한
일본의 28.8%보다 낮다. 그러나 한중 경제 관계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항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외교관계, 경제 관계의 완만한 회복세와 성장세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내 반한 정서도 우려할
만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중 간 경제 상호 협력이 심화
하고 정치외교관계의 빠른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양국 인식의
정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양국관계 미래 발전에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중 모
두 상대국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이 2021년 상반기에도 견고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인식과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는 지
점도 있다. 방역 및 보건 협력에 기초한 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 통로 제도’ 공
동 운영, 상호 방역 경험 교류 등으로 심화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제사
회에서 높은 방역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봉쇄와 차단, 단절, 제한이
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방역 관련하여 상호 소통을 오히려 강화했
다. 그 결과 역내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건
협력은 생태, 환경,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하
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 방지, 황사 예방 등 세계적인 의제에 대해서 아직 현저한 구체
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방역과 보건 협력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도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상반기 한중관계는 정치외교관계의 심화, 경제 관계의 회복, 방역 협력
의 성과 등 긍정적인 요인과 상호 인식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도 갈등과 대립, 교류와 협력이 공존하는 국면을 이어왔다. 양국 관계의 교류 협력 필
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양국 국민의 두터운 신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 갈등과 대립의 이중 모순
관계가 하반기 한중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한중관계 하반기 정세 전망 관련하여 핵심은 바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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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한국 외교 유연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른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인식을 함께 하는 미국에 경사된 외교적 스탠스를 보여주었다.
하반기 한중관계 관건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유연한 인식 및 태도 표명에 대해서 중
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 환경과 조건 하에서 한중 양자관계에 대한 양국
의 인식과 태도, 구체적인 대응 등이 한중관계 변화 정도와 발전 수위에 영향을 줄 것
이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계속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 정상이 한 번씩 오가는 상호
방문이 정례화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한중 외교의 완성을 의미한다. 한반
도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 코로나19 지속 확산, 상호 인식의 악화 등이 시진
핑 주석의 방한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대만 문제와 남중
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인식과 태도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정상
회담 성사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외교 유연성이지
만 중국에게는 ‘미국 경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사’가 중국을 덜 중시
한다는 메시지가 아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평화와 안정, 발전이
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역내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의 표명일뿐 이것이 한중관계에 영
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지를
주목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중관계 부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
다. 게다가 한복 기원, BTS의 한국전쟁 발언, 김치 종주국 논란 등 생활 문화 차원의
문제들이 특히 양국 상호 이미지 악화와 비호감 조성에 일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고위급 교류 등 양국 정치외교관계는 순항하고 있으나 정치외교관계를 지탱해
주는 견고한 양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 동력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지 악
화와 비호감 증대에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양국 인식 회복을 위한 다차원의 소통 채
널 확보, 정확하지 않은 언술과 주장에 대한 선제적 걸러내기, 상호 인식 심화를 위
한 미디어 교육 강화, 다양한 다층차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상호인식 워킹그
룹’ 구성 등 종합적인 인식과 이미지 회복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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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셋째, 미사일 지침 해제 등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한중 군사, 국방협력 필요성
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그동안 800㎞로 제한되
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해제한 한
미 미사일협정 폐기는 한국에는 자주국방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국
에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가라는 과제를 부
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중국 이
유를 거론한 만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
될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군사와
국방 문제를 연결고리로 군사 회담 개최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
국 입장에서는 군사, 국방 차원에서 중국과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한국과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 구
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내 점증하는 불법 조업, 해난 구조 등 비전통안보 분야 협
력 필요성에 대한 한중 군사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코로나19 지속 환경에도 불
구하고 정상외교를 완성하고, 상호 이미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하고, 새
롭게 부상할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양국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 한
중 상호 간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군사 분야의 소통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층차의 복합적인 상호 소통의 강화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준비하는 공통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깊은 탐색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호 소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반기 관련 정책을 투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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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투트랙과 원트랙 사이에서의 교착

1. 상반기 평가
2020년 9월 말 스가 전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아베 총리 후
임으로 총리가 되었다. 스가 내각 출범으로 한일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
다는 기대와는 달리, 스가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아베 정부 시기와 거의 유사했
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선조건으로 내세웠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한일관계 개선에는 뚜렷
한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응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투트랙을, 일본은 원트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터 한일관계를 역사와 현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을 지향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까지도 한국의 투트랙 제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을 입구에 두면서 다른 외교 현안 및 협력 사안에 대해 경색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문제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으로 갈등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4월 13일 스가 내각은 후쿠
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해양 안전 및 인간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의 우
려 속에서도 미국과 IAEA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양 방출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셋째, 일본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였고, 도쿄올림
픽 공식사이트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등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독도문제
를 갈등 요인으로 표면화하였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불법
상륙을 가상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으로, 이를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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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2021년 상반기 한일관계는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고, 일본은 이를
거부하는 구실을 만들어 회피하는, 이른바 상호 불신과 감정대립의 심화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의 지속이라 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7월 24일에는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며, 9월 말
에는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재임 선거가 치뤄질 것이다. 도쿄올림픽 이후 9월 초
순 경에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에 아베 전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하였고,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도쿄올
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강제징
용 문제해결 선조건 요구가 지속된다면 큰 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의원 해산에 따른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국 및 북한에 대한 언급
여부이다. 자민당은 선거유세 기간동안 보수층의 표를 겨냥, 한국과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다. 다가오는 선거에도 반한 및 반북 정서를 자극해 선거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셋째, 스가 총리의 재임이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의 미숙과 무능력한 리더
십 발현 등으로 지지율이 30%로 급락하는 등 국내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다
만 도쿄올림픽 개최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으나, 결
과는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의 재임 가능성
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스가 총리가 재임하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일본의 對韓 강경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한일관계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양국간 근
본적인 신뢰 회복과 가식적 한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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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관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성과 도출을
위한 양국의 묵묵한 발걸음

1. 상반기 평가
올해 상반기 한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
러 층위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한러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 3월 말 방한해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했고,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양자⋅지역⋅국제 현
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하순 러시아에 방문해
볼로딘 하원의장과 키릴 총주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보건 안보, 경제협
력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예년에 비해 규모와 밀도는 높지 않았지만 일부 한러 지자체 사이에서 비대
면 형식의 교류⋅협력이 추진됐다. 3월 초 창원시가 우호도시인 야쿠츠크시에 코로나
19 방역용 KF-94 마스크 1만 5천장을 지원했다. 4월 초 울산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가 조선과 자동차 산업 분야를 비롯해 보건, 환경, 관광, 문화, 학술 등의 방면에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모스크바시는 4월 초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의 공유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택도시포럼’을 발족했다. 두 도시는 6월
초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해 스마트시티와 교통정책에
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4월 말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를 접견해 양국이 협력하여 북한 원산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셋째, 양국 내에서 ‘한러 상호교류의 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치러졌다. 양국은
공동번영, 미래지향, 창의혁신, 열린참여를 기념사업의 4대 가치로 선정하고, 한국이
162개, 러시아가 180개의 기념사업안을 마련한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올
해 상반기 동안 수교 30주년 기념 언택트 음악회, ‘고려사범대’(블라디보스토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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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원 양성 기관) 특별전, 시베리아예술원정대, 최재형 선생 순국 100년 추모 공연,
연해주 고려인문화센터 주최 ‘4월 참변’ 희생자 추모 행사, 카잔연방대 주최 한국학
학술대회, 모스크바 김치 페스티벌, K-FEST 2021 등이 진행됐다.
대체로 2021년 상반기 동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다뤄졌던 사안들은 정치⋅안
보 부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MD
또는 중거리미사일의 배치 가능성, 전략적 소통의 심화 문제였다. 경제⋅통상 부문에
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 LNG 쇄빙선 건조 등 조선 분야, LH의 연해
주 산업단지 건설, KT의 극동 스마트시티 건설 등 ‘9개 다리’ 전략 이행 문제가 관심
을 모았다. 보건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 대
북 지원 가능성,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차원의 협력 제고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합의된 교역
량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 목표의 달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올
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동반자
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
으로 평가된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년 하반기 한러관계의 전개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문제이다. 문재인-푸틴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2020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의 대유행
으로 말미암아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작
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 중 스푸트니크V 백신을 맞고 올해 한국에 방문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상회담이 한러관계의 핵심 추동력으로 기능해 발전을 견
인했던 양국관계사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 서울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에 관심이 모인다.
둘째, 올해 9월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
시아는 매년 가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규모 경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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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코로나19 위기로 작년에 해당 포럼을 전격 취소했으나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로서는 대표단을 어떻게 꾸릴지, 어떤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협력 성과를 모색할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LH의 연
해주 산업단지 건설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
출하고, 이를 다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양국 간 관점의 차이가
좁혀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주지하듯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 한국의 미사일 군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비공식적 차원에서 일본과 달리 해당 조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INF 범
주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역내
군비 경쟁의 심화라는 여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의사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반기 양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보건 협력 분야에서의 협
력에도 관심이 모인다. 주지하듯 러시아는 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
고 있다. 이미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들이 한국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기
업 지엘라파가 스푸트니크V를 생산 중이며, 휴온스글로벌이 9월부터 스푸트니크 라
이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백신의 북한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보건 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창
출하고, 이를 동북아방역보건공동체의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진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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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관계

인도⋅태평양에서 군사⋅경제적 관여의 확대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유럽의 대외정책 현황은 서쪽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동쪽으로는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고 요약된다. 첫째, 미국 패
권 질서 복원을 위한 유럽과 미국의 스마트 팀플레이가 돋보였다. 유럽은 바이든 행
정부 출범후 미국과 단기간에 ‘이익구조’를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적어
도 대중정책에 있어 ‘정책 동조화’ 이상의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유럽주간
(6.11-16)’을 계기로 미국이 21세기 미국 패권 질서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전략 파트너
인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유럽은 미중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자’ 대신 ‘운동
장의 심판’과 같은 보다 비중있는 역할로 재등장하였다.1) 다시 말해, 포스트 트럼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이 정상적인가(What is normal?)’라는 질문에 제3자
인 유럽이 답하고 미국이 중국 등 ‘트러블 메이커스(trouble makers)’에 적용하는 방
식으로 미국의 패권 재건 프로젝트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럽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전략이 군사, 정치, 경제 다방면에서 두드
러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명목
으로 군사적 관여를 확대해 왔다. 최근 쿼드 국가들과의 합동 해상훈련이 빈번해지면
서 이들의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태평양에서 군사작전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인도⋅태평양 관여는 대중억지력 차원에서 단독으로는 미미하
나, 동맹국들에 대한 후방 지원 및 정치적 압박책으로서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하므로 중국이 공격을 결정하는데 허들을 높
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U도 지난 6월 25일, 제4차 한국-유럽연합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조은정 “유럽주간을 돌아보며: 바이든의 유럽순방 성과와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273호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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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안보⋅국방대화에서 올 9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앞서 한국에 인도
⋅태평양에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EU의 이 같은 요청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
의 인도⋅태평양 진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두보 역할을 자임해왔으나, 최근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군함의 정박 및
보급에 불안요인으로 등장한 결과라 해석된다. 더욱 중요하게는 미중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로 전선을 이동함으로써 대중 압박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
석된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다방면에서 긴밀히 공조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코로
나19 백신 접종 후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과 교역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사 부문보
다도 경제 부문에서 오히려 양 지역간 갈등이 확대되고, 이는 규범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EU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기후변화 및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부문에서 협력하는 한편, 국제규범과 표준 설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인권 및 환경 분야에서 선
진 규범의 제도화 및 시행이 늦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의 규범적 질서 구성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권 침해와 선발국들의 후발국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
즉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가령, EU는 2020년 1월 한
국이 한-EU FTA 협정 체결시 약속한 ILO 4개 기본 노동규약 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FTA 협정에 근거, 제소하였다.2) 지난 2021년 1월 25일 열린 전
문가 중재 패널은 결정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한-EU FTA 협정이 “최선의

2) EU는 한-EU FTA 협정상 “LO 기본노동규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the Parties
will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ILO
conventions)” 규정에 근거, 한국의 ILO 규약 미비준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재 한국은 8개 ILO 기본규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 등
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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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의무(an obligation of best endeavours)”를 명시했을 뿐, 비준 완료의 결
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이 협정 체결 당시 약속한 ‘4대 노동규
약’의 비준 미이행이 한-EU FTA 협정 위반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칫
무역분쟁으로 치달을 뻔했던 이 사안은 지난 2월 26일 미비준 협약 4개 중 3개(제
29, 87, 98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4월 20일 비준 절차가 공식
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해소과정에 있다.
이 같은 EU의 규범을 통한 우세독점 전략은 한국의 ILO 노동 협약 비준에서 그치
지 않는다. 지난 G7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6.13)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해 온 독일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ILO 노동 협약 비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CAI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여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전에
도 EU는 베트남 노동권 문제를 이유로 EU-베트남 FTA(2020.8) 비준을 일시 거부했
으나, 베트남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과 자국 노동법 개정 약속
및 일부 이행에 근거, 협정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베트남이 노동규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유럽의회는 지난 1월 베트남의 노동규약 비준 및 구체적
이행에 관한 로드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도 패널 결정문에서
한국의 노동법제가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향후 한-EU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한국의 노동환경 개선의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EU는 FTA 협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
국에 지속적으로 이행 의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EU는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무역협정상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한개발(SDG)’
챕터를 인용하여 교역상대국의 노동,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나아가
EU가 FTA 협정에 노동규약 비준이나 탄소국경세 등을 EU-영국 무역협정처럼 강제
조치로 명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EU와의 교역(협정체결)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의 노
동력과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용을 교역 상대국
에게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하반기 백신 접종으로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혼란으로부터 먼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규범을 앞세운 유럽 국가들과 첨예한 이익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
로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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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관계

협력 공간의 확장과 한국외교의 희망

1. 상반기 평가
코로나19 위기는 아세안(ASEAN)에 전례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세안 경제의 역성장 △회원국간 경제규모 격차심화 △소통과 협력기능의 약화 △
코로나19 비상권력 남용으로 인한 역내 권위주의 확산 등 전분야에 걸쳐 아세안 공동
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까지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공동체의 단결
과 통합을 목표로 설정한 아세안으로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이라
는 시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아세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ACRF)’이라는 협력플랫폼을 구축
하여 역내 국가와 파트너 국가간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연초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ACRF가 실효적인 구동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상반기 아세안 공동체의 위기극복의 노력을 저
해했던 대내외 정세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팬데믹 극복노력의 동력약화를 들 수 있다. 아세안은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으로 붕괴된 산업망과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상반기까지 거둔 결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2월 아
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기금을 적극
적으로 활용토록 합의하였으며 한-호주-아세안 백신 포럼에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백
신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백신 개발국들의 백신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백신의 확보가 난관에 부딪혔으며 현재 아세안에 제공되는 백
신은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백신의 효능
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미중간 경쟁적 역내관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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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견제
하고 있다. 중국은 해경의 무기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제정하여 남중국
해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3월에는 250척의 중국선박을 필리핀과의 분쟁지역에 장기
정박시키는 등 공격적인 해양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역내 국
가와의 해상 군사훈련의 수와 규모를 늘리는 한편 3월 12일에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
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일⋅호주⋅인도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
을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6월에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할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자본 조성 계획에 합의했다. 역내에서 미중간 전략
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셋째,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는 아세안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내적 도전이
다. 미얀마 사태의 파장은 비단 미얀마의 국내정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아세안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 항에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 사태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세안이 공동체로서 일치된 인식과 대응을 끌
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미얀마 군부는 사태의 실질적 해결보
다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변국인 태국⋅베트
남⋅캄보디아⋅라오스는 전통적인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말
레이시아⋅싱가포르는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아세안 헌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얀마 군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미
얀마 사태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있는데, 사태가 장
기화되면 공동체 무용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 상반기 아세안은 팬데믹, 미중갈등, 미얀마 쿠데타와 같
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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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년 하반기 아세안의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세 가지를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여부이다. 역내 백신의 보급과 팬데
믹 대응은 아세안의 경제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아세안
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백신 수급이 점차 안정되어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아세안 경제가 2019년 이전의 고도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은 지난해 아세안 경제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아세안 경제가 2021년
에는 5～6%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의 창궐⋅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방역의식 약화 등이 아세안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둘째, 미중 갈등, 미얀마 사태의 추이 등 대내외 지정학적 변수들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 유일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내적으
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준비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동
맹국과의 협의에 기초하여 중국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미중 경색 국면의 획기
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중국
⋅일본⋅인도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 상대국들은 미얀마에 대한 전면적 경제제재가
팬데믹 국면에서 미얀마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외부
적인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미얀마 문제해결에 대해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고 공동체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동
의 인식과 대응수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얀마 사태는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과 EU의 관계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시기 미중 갈등이 고
조되면서 아세안은 강대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딜레마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협력
상대국을 모색해 왔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우솝 이스학(Yusof Ishak) 동남아 연구
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미중 경쟁에 대비한 헤징의 대상으로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EU를 선택하였다. EU 역시 인도-태평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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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가지는 지경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유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자 협력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
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EU는 지난 4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요를 발표하였다. EU와 아
세안은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자관계를 격상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양자간
첫 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 심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 하반기 아세안의 대내외 정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헤징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회
복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한-아세안 간 협력공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
는 측면에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과 ‘신남방정책 플러스’ 구상은 많은 부분에
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양측 정부와 민간이 양 구상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
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우
리와 아세안은 정치⋅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강대국
중심의 외교가 초래하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양자가
상호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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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모색과 신중한 북한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남북관계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
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협상에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반기 남북관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여전히 북한의
대남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전선부 등 기존 대남기구의 역할이 실종되었는 점
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상반기에만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4번의 담화를 발표했다. 1월
우리 합참의 북한 열병식 개최 정황 포착 보도에 대한 비판 담화, 3월 한미연합훈련
과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각각의 비난 담화, 그리고 5월 대북전
단 살포 비난 담화 등이 그것이다. 3월 30일 담화 발표 과정에서는 김여정의 소속이
선전선동부 임을 보도를 통해 처음 밝히기도 하였다. 김여정이 연거푸 대남 비난 담
화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기구
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여정 등 최고지도부가 남북관
계 경색국면을 직접 주도하면서 대남정책 실무부서의 정책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2021년 상반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대외전략의 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이후 북한은 미
국과의 대결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2019년말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돌파
전’을 선언하였으며, 올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도 이 전략의 기조가 유지되었
다. 정면돌파전은 한편으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이중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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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과시하여 미국의 제재 유용론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핵
과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한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높
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기본틀이 자력갱생이기 때
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부차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방역협력⋅인도주의협력⋅개별관광 등 우리의 대북
제안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명
기하여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자신들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하였다. 북한
은 2019년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대내외 전략노선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대미는 물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셋째,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의 대외교류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과거에도 감염병 문제
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대
응하고 있다. 급기야 작년에는 서해상에서 표류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
생하기도 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방역에 대한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스스로 만든 장애물도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정책적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남 전문부서의 역할 축소와 무관한 사안이 아
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공동연락사무소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다는 점이다.
넷째,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종료와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6월 15~18일 기간 중 개최된 당 중
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기 3차 전원
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전원회의 폐회 이후 김여정과 리선
권이 연거푸 담화를 발표하여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식량문제를 인정하였으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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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극복 과정에서도 외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경봉쇄를 풀어야하며, 실제로 북한이 북중국경 차단조치
해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극복이 필수적인바,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올해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우호조약) 체
결 60주년이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재 중
국 대사가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주석 간에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중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고위급 인사의 직접교류가 제
한되는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형제적 친선’과 ‘사
회주의 건설 협력’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2021년 상반기 북한은 내치에 주력하였으며, 남북 및 대외관계
에서는 고립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여정이 거친 표현을 담은 대남 비난담화를
연거푸 발표하면서 통일전선부 등 실무라인의 역할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
한이 이른바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돌파전’이라는 대외전략의 틀을 북한이 고수
하고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대외협력이 불가피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지만, 북중협력에 주력하는 북한 대외전략 기조 속에서 남북관계는 변화
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북한이 자력갱생을 대내외 전략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외협력이 불가피한
이슈가 북한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다. 첫째,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스
스로 인정한 식량난 극복 문제이다. 물론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후반 이른
바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심각한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2020/21 시즌 북한의 곡물 부족량을
85.8만톤으로 추정하는 등 식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이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 경제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2020년 코
로나19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
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Ⅱ. 남북관계 전망

35

FAO의 분석이 맞다면 곡물 부족 문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봄철
충분한 시비(施肥)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을 추수기에 식량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 결국 2021년 하반기 북한의 식량 상황은 외부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자연재해 방지 대책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북한
의 불안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은 수해와 가뭄 등에 취약한 사회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식량난에 더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문제도 북한 독자적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슈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1명도 발
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역은 바이러스성 질환 대처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영원히 국경을 닫고 지낼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국경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는 물론이고 방역물품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은 6월 2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하
여 간부들의 무능과 태만을 질책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
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가 예상하지 못한 인사이동으로 이어진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이어질 가
능성도 있다.
북한 내부에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며, 혹시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외부와의
협력 시기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향후 전망인데,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
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기간에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면 북한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
중관계 강화를 시도할 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장
기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미중 갈등 상황에서 확실하게 중국편에 섬으로써 중국의
대북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홍콩문제, 양안문제 등 미중 갈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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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성명을 내보내면서 북중관계 강화에 주
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마다하지 않
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대외전략을 고려했을 때, 식량난 및 방역협력 등 이슈에 있어
서도 우선적 협력 대상 국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년, 북중우호조약 체결 60년을 맞는 해이다. 2021년 3월에 이어 7월에도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주석은 상호 구두 친서 교환 등을 통해 상호 협력과 친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는 이른바 ‘중국역할론’의 부상 여부와
이에 따른 북중밀착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현재의 대외전략을 고수
한다면 북중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중관계 강화와 중국역할론 부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 대외정책의 세세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는 없겠지만,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이 주도
하는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중요하며, 북한의 대미전략에서
핵심국가 역시 중국이다. 그렇다면 북중관계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
국의 대북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압력을
분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은 그들 스스로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북중관계 강
화는 한편으로 미국의 제재유용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중국의 대북영향력 강화 혹은 북한의 대중 종속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중관계 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의미한다.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북핵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의 공동관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다. 2021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북중관계와 함께 한중관계 관리의 중요성
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21년 6월 15-18일 기간 중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
서 북한은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높이고 유리한 외부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것
은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언급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하반기 대외전략의 변화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강대강, 선대선’원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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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겠다는 수동적 전략이었다면, 능동적⋅주동적으로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별개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
문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관계 강화를 통한 대미 돌파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북중, 북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로 제시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가
능성이 크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2021년 하반기 남
북관계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자 북
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하였으며, 김여정 담화를 통해 ▴대남대화기
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기구 폐지, ▴남북군사합
의 파기 등을 위협한 바 있다. 만약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이 가
운데 일부를 실행에 옮길 우려가 있다. 한미의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서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훈련의 완전 중단을 선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이 그냥 넘어가지
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이 문제는 정책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우방인 것은 사실이지만,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모든 대북제
재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찬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저강도 도발을 시도하는 등
의 저강도 도발을 선택할 우려는 상존한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고립주의적 대외⋅대남 정책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식량난 및 코로나19 문제 등 대외협력이 불가피한 이슈 해결과정에
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북중협력에 우선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1년 하반기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 것인바, 남북관계 개선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협상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성공하였으며 미국 역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과의 공동 관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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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는 바, 한미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지 여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Ⅱ.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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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세 포커스

북한정치

장기집권체제의 구축,
성과 창출을 위한 기강잡기

1. 상반기 평가
북한은 금년 1월 8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집
중 노선’을 재확인했으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국방력 강
화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노선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상반기 동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회와 정치국 회의(확대회의) 2회, 당 중앙군사
위원회 확대회의 2회 등 각종 노동당 관련 회의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
근로단체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본 상반기 북한정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각종 회의들을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과 대책들을 논의하였다. 아마도 북한
은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올해의 성과 창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독려를 위해 각종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올 한해를
북한 체제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위
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올 상반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개막시키고 장기집권체제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의 집권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선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김정
은은 선대가 가졌던 직책인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으며, 비서국 정비와 부서들의 신
설을 통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
일의 이름과 ‘선군’ 등 과거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은 당규약에서 삭제되었으며 김정은
시대를 의미하는 ‘인민’과 ‘애민’ 등의용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변경
하고, 사라졌던 공산주의가 김정은 시대의 미래 비전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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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서 시작된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8차 당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마
무리된 셈이다.
셋째, 북한은 유일지배체계 강화와 함께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
다. 노동당 회의체와 조직들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 기구 개편을 추
진하였으며, 신설기구들인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 법무부, 경제정책실 등은 당의 통
제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당 운영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기존 당대회 권한인 부서 신설권 및 당규약 수정
권을 부여하였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였다. 정책 수요 발
생 시 신속 대응을 선호하는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용이 용이하
도록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상반기 정치분야 활동은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인한 위
기 국면에서 체제 안정화에 방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체제 안정화의 두 축은 경
제발전과 정권 안정화였다. 이는 제재에 대한 ‘버티기 전략’이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따른 ‘강요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치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 도출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며, 둘째는 정권 안정화를 위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와 노동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이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첫해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하반
기에는 현재의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이행동력 재점화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올해의 성과를 통해 내년에 김일성 출생 110주년을 경축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정치 분야의 정책 방향 중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하반기에도 노동당 관련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5개년 계획’의 성과
독려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대북제재 등 대내외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 창출을 위한 유
일한 방법은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주민 총동원일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

44

2021 하반기 정세 포커스

자원의 부족 속에서 진행되는 자력갱생은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당 차원의 회의들이 빈번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코로나19 방역과 5개년 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성과 창출에 실패하거나 과오
를 저지른 간부들에 대한 책임추궁 차원에서 빈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6.15~18)가 끝난 지 보름도 되지 않
은 6월 29일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간부들의 ‘직무태만’과 ‘중대사건’을 이
유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 간부들을 교체하였다. 하반기에도 일벌백계
(一罰百戒)식의 전시효과를 노린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될 것이다. 2013년 장성
택 숙청과정에서 나타났던 ‘공포정치’를 통한 김정은의 통치술이 재현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셋째, 김정은의 통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국가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직후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
의(1.17)에서 국무위원회의 인사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아마도 국가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기구 개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구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개정 당
규약’이 김일성 시대와 유사한 것처럼, 김일성 시대의 국가기구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띨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정은에게 ‘국가주석’직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
한은 헌법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 칭했었으
나 2016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두 사람 모두를 ‘영원한 수령’으로 변경함으로써 김정
은에게 주석직을 부여하는 데 따르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이미 해소한 바 있다.
넷째, 북한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통해 내부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
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 북한은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된 ‘반사
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등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자력갱생만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지속되는 주민 동원과 간부들에 대한 성과 압박은
결국 내부불만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김정은 역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직지도부를 비롯하여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 법무부, 규율조
사부 등을 통해 당⋅군⋅정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하반기에는 북한의 엘리트들 중 김여정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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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은 하노이 회담 이후 ‘자숙’ 모드에 들어갔으나,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을 통해
대남⋅대미정책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반기에 북한이 대남⋅대미
관계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면, 김여정이 선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8기 2
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간부들에 대한 ‘비판토론’에 직접 나섬으로써 대내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여정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이나 당 비서직에 임명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직위
와 무관하게 김정은의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북한의 정치 분야는 성과 창출을 위한 부족한 시간과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부들
에 대한 처벌과 지속된 주민 동원으로 민심이반이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도 동시에 초
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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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삼중고가 만들어낸 회생과 퇴행의 갈림길

1. 상반기 평가
아직은 2021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평가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2020년 성장률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무역이나 시장 역시 제재는 물론 극히 이례적인
상황, 즉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평가는 지
극히 가설적이고 개인적인 논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첫째, 그나마 데이터가 있는 ‘공식무역’의 경우, 2020년에 이어 ‘무역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5월 무역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 2∼5월 대중국 수출액은 790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달러였는
데, 2021년 동기 대중국 수출액은 570만 달러, 수입액은 0.45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두가 바닥으로 인식했던 작년보다 더, 그것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흥
미롭다. 물론 액수 자체가 워낙 작아 비교가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한 무역
은 아직은 코로나19사태의 여파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올해 북한 수출의 대부분은 수풍발전소 전기(계약에 따라 발전량의 절반은 자동으로
중국으로 송출하며 세관기록상 수출로 기록)이고, 수입의 대부분은 영농물자였다.
둘째, 공식무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밀수’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 계속 적발되고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유엔 보고도 있다. 아마 물량 기준으로 보면 밀수출은 이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밀수입이다. 밀수입은 제재대상인
정제유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재 이후 정제유 시장가격의 장기
추세가 큰 변화가 없는 점, 생산재 수입제재가 시작된 2018년부터 만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산업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밀수가 이루어지
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밀수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제재 하에서의 밀수는 북한의 외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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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를 급속히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밀수출 가격은 정상 수출가격보다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밀수입 가격은 정상 수입가격보다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즉 북한이 밀수출하고 있는 석탄 등은 북한의 외화보유고를 늘리고 있다기보
다는 그 감소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음으로, 이러한 외화보유고 제한을 감안하면 산업생산에 ‘충분한’ 자재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밀수입 자체가 물
리적으로 제약되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을 제약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올해 북한 산업생산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산업현황은 내년 6
∼7월에 가서야 한국은행 추정치가 발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우 가설적이고 총론
적인 논의밖에 할 수 없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대북제재의 여파로 인해 2017∼2018
년 연평균 4%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19년 0.4% 플러스 성장을 기록
했다. 물론 이는 경제가 회복됐다기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 없는” 기저효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런데 2020년은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상황조차 역전된 해였다. 즉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 산업용 밀수입이 더욱 제약되었고, 2) 노동력동원이 제한
되었다. 또한 상당한 물자와 노동력이 하반기 수해복구에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노
동력동원 운동인 80일 전투도 실패하였다. 다만, 수입 급감으로 무역적자가 감소했는
데 이는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급감은 산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마이너스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는가?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
에서 1/4분기 공업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5%, 계획 대비 144% 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계획 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올해 생산목표를 낮춰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5개년 전략 마지막 해
대비 5개년 계획 첫해의 계획은 70∼80% 대로 낮춰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북한이 발
표한 수치는 ‘생산액’ 기준이다. 북한은 생산량은 발표하지 않았다. 즉 공업생산액이
25% 늘었다는 것인데, 이는 생산원가가 동일할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를 의미하지만
생산원가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량 증가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의 산업용
자재 원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자재 부족 현상을 고려하면 원가가 높아졌을 가능
성이 높다. 즉 작년 동기 대비 125%가 산업 생산량 25% 증가를 의미하지 않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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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북한
은 경기부양을 위해 평양과 지방의 살림집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재 북한 산업 중 그나마 가동이 되는 시멘트 등 건자재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 위축으로 놀고 있는 자금과 인력을 흡수하여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즉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 자재, 인력, 특히 현재 북한이 가장 부족한 철강이 ‘정치
사업’인 살림집 건설분야에 투입됨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가뜩이나 긴장된 자
재수급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넷째, 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의
경우,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안정되어 있었으며, 작년 말부터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화 안정은 달러라이제이션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제재 이후 북한에서 외화 부족으로 역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원화 가치 상승은 수입 급감에 따른 외화 수요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기현
상이다. 외화 수요만이 아니라 외화 공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
국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학습효과로 인해 과거 김정
일 시대와 달리 강압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아직
은 급격한 시장불안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수입
이 급증하게 되면 환율 급등과 그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가 역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어 식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
어지고 있다. 이는 작년 말 식량생산 감소(전년 대비 –5% 가량)와 무역 통제 지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부족을 인정한 것 역시 이러한 상
황을 반영한다.
올해 상반기 북한경제는 ‘위기를 향한 지속적인 하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위기
가 폭발하거나 뚜렷한 위기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
고 산업과 시장 모두에서 위기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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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중 무역이 재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방역능력을 고려하
면 북한이 갑자기 무역을 전면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현재 북중 국경을 중심
으로 방역창고들이 건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되
는 시점부터 점차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무역 재개의 파급영향이다. 무역이 재개되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수출의 경우 코로나19사태 이전에도 제재로 인해 이미 2016년의 1/10 수준
으로 감소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외화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환율 급등과 이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으로
서는 필요 물자 수입을 위해 외화 재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수출 증대
가 제약된 상황이라면 남는 방법은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는 것이다. 만일 당국이 강
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과거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시장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 당국의 중앙집중적 물자통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특히 수평
적 통제, 즉 내각 책임제의 경우,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특수단위의 무역중단을 기회
로 활용한 것인데, 무역이 재개될 경우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직적 통제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 수직적 통제는 부족한 자원을 중요산업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단위는 자력갱생하라는 것인데, 현재는 자력갱생의 수단인 시장
자체가 극히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재개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
에 불안정해지는 경우,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무역통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1년 6개월 이상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산업의 측면에서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등 거시경제와 주민생활에는 급격한 불안정을 초
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건은 북한 당국이 정치적, 행정적 통제
력과 시장 조절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성공
적이라면 북한 경제는 더 이상의 추락하지 않겠지만 실패한다면 오히려 무역 재개가
위기 촉발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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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사

‘군기’ 확립 속에서 조용한 역할 증대

1. 상반기 평가
2020년 말, 북미대화 단절의 장기화와 함께 미국의 정권교체가 예정되면서 2021
년 북한의 예상행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과감한 무력 시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사라지지 않았으며, 북한이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내세우
면서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가 공개되
거나 북한군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도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북한이 2019년 말 선
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 역시 유지되었다. 오히려 예상보다 눈에 띄는 군
사행보는 적었다고 볼 수 있는 2021년 상반기 북한 군사분야 정세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2021년 상반기 북한의 무력 시위는 2020년 동기와 비교할 때 질적⋅양적
측면에서 감소하였다. 상반기 내내 모두 3차례의 무력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1월 22
일과 3월 21일 평안북도 구성과 온천에서 순항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한 것과 3월
25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도하에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탄
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전부였다. 2020년 상반기 초대형방사포와 KN-24, 다
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무력시위를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신형 무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나 관련 무
기 시험 소식 역시 전해지지 않았다.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용 바지선 이동이 포
착되면서 열병식에서 공개되었던 신형 SLBM인 북극성-5형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발사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북한의 군사 관련 최고정책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모두 2차례 개
최되었다. 북한은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2020.6.23)부터 회의 개최일자와 개최장소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8기 1차 확대회의는 2021년 2월 24일에,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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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기 3차 전원회의 직전인 6월 11일에 개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각 회의에서는
젊은 군 장교들의 군기 확립과 경제건설에서의 군의 역할, 국방력 강화와 전비태세를
갖추는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일부 군 인사의 교체와 승진이 단행되었다. 김정은 시
대 초반에는 차수계급 수여가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 공동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7
기 4차 회의 이후로는 당 중앙군사위원장 단독 명령으로 결정되었으며 8기 1차 회의
에서도 당 중앙군사위에 의해 국방상 김정관과 총정치국장 권영진의 차수 계급 수여
가 결정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의 강화된 위상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에 나타난 몇 가지 변
화는 이 기구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우선 당 중앙군사위가 회의 성립비율에 관
계없이 토의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성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소집될 수 있게 되
었다. 현안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당 규약은 그동안 군정권만 갖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에 “공화국 무력
을 지휘”할 수 있도록 군령권까지 부여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가 명실상부 최고군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당 중앙군사위가 기존에 군 지
휘권을 갖고 있던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 및 최고사령부와 어떻게 역할 분담
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상반기 군사분야는 대외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으
나 직접적 무력도발을 통해 현 정세의 전환을 꾀하기보다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
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전반기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북한 군사 분야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과감한 무력 시위나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 가능성 여부이다. 아직은 북
한지도부가 북미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강력한 물리적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핵⋅ICBM 시험도 북한지도부의 입장에서 북미
협상이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라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항의 차원 혹은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거리미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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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문제에 날 선 반응을 보
이는 만큼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
다. 또한 지난 4월, SLBM 실험용 선박이 이동 중이라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아 북한이 하반기 중에 기습적으로 시험발사를 실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다.
둘째, 군 건설동원과 재해복구 등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북한군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미대화 중단 장기화와 함께 경제성과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인민군의 노동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철도, 수력
발전소, 댐, 주택 등 각종 건설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5년에 걸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이후 군인 건
설자들은 올해 평양시 1만세대 주택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하반기 인민군
은 홍수,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해 복구작업을 주도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군은 지난해 함경남도 검덕지구 일대의 수해복구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현재는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북한군에 대한 기강확립과 통제 수준의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
으로 북한군의 기강확립과 관련된 지침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통제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벌이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에서도 포착되는데, 당 중앙군사위 8
기 1차 확대회의에서 신세대 지휘관들의 정치의식과 도덕의식 함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북한지도부 내에 군의 기강확립, 도덕적 해이, 전투의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
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혁명정신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활발한 교양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시기 일관되게 발
견되고 있는 군부인사의 잦은 교체는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예시로, 김정은은 하반기에도 인사교체를 군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
다.
넷째, 북한군의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사업의 지속 여부이다. 북한군의 현대화와 국
방력 강화사업은 물밑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앞서 8차 당대회에서 국
방력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 단계에 있는 무기들을 나열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군 현대화 목표에 맞추어 여러 신형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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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습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당 중앙군사위 8기 2차 확대회의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할 것이 강조되고
김정은 총비서가 당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미관계에서 대결에 빈틈없이 준
비되어 있어야 함을 주문한 만큼 하반기에도 국방력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하반기에는 대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할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고 북한지도부
역시 북미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신형무기를 공개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북한군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무력도발을 일으키거나
노골적인 군사대결을 시도하기보다 물밑에서 국방력 강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한편,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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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대화하자는 미국, 머뭇거리는 북한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진행되었던 북미협상의 지속이냐 단절
이냐를 판가름하는 기간이었다. 동시에 만약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대화의 주체는
물론 의제와 형식 모두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을
기점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협상과 관여에 대해
예상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북미대화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지만 과거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비교할 때 대화 거부와 도발 국면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북미관계를 둘러싼 정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
북 접근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선언 수용 및 계승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을 재확인했다. 3월 중순 쿼드(QUAD) 화
상정상회의와 4월 초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
지만 4월 말 대북정책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남북미 3국이 합의했던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수용했다. 한미협의를 통한 대북정책 공조의 결과
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는 명시
적 의사 표시로도 이어졌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강경한 인식에도 불
구하고 국무부 차원에서는 수위를 조절했던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임기 초반보다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회복을 통
한 중국 포위 전략을 외교정책의 맨 앞에 두고 이란 핵합의 복원, 아프가니스탄 철군,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분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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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막론하고 해결에 실패했었던 북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능력을 보여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국무부 내에서 대북협상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성 김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전격 임명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보여주었던 눈길끌기 목적의 도발을 자제하는
대신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
통령 당선 확정 이후 북한은 노동당 8차 당대회와 2차례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을
통해 내부 정비와 결속에 집중한 채 미국 측의 대화 재개 신호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
으로 일관해왔다. 6월 중순에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야 ‘대결과 대화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식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
나 곧이어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을 내세워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
기도 했다. 미국의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하지 않는 대신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국의 선제조치를 압박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법이 읽히는
대목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2021년 상반기는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북미관계의 재가동
을 위해 상호 입장을 파악하면서 전략적 계산을 교환했지만 구체적 대화 재개의 계기
를 잡지 못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년 하반기 북미관계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세 가
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미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
끌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
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공개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국발 신
호의 내용과 의도를 분석하고 내부 검토와 대중국 조율 등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기
간이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 발언 직
후 남한 언론들이 ‘대화’에 방점을 두는 분석들을 내놓자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
무상이 나서서 ‘잘못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미국이 대화를 원하면 김정은 위
원장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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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가 북미대화 재개에 미치는 영향이
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행 발표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등을 거론하며 위협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 부부장은
당시에도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억지(stern deterrence)
와 실용적 외교라는 대북정책의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백신 제공으로 인해 연합훈련 축소의 명분이 되어 온 코로나19 변수의 영향력
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이 될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간 조율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의 시기와 방
법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중국 변수의 영향력 증가이다. 미중관계의 대립 국면이 심화하면서 북중관계
의 밀착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구두친서
에서 ‘적대세력의 광란적 증상’을 언급하며 진영 간 대결을 부추겼고, 중국도 사회주
의적 동지애와 혈맹을 강조하며 ‘북한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회담 전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
계를 과시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 간 전방위 대립과 갈
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북미대화 재개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묵시적 유예’ 전략을 이어가
면서 북중 파트너십을 우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미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 볼 때 2021년 하반기에도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과
형식을 둘러싼 평양과 워싱턴의 수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이나 유엔총회 등의 계기에 양국 외교관의 상견례식
접촉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채
북미 양국이 어떠한 메시지를 교환할 지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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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사회주의 이념’을 앞세운 관계 긴밀화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에도 중국과 북한의 밀월관계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국가건
설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를 소환한 중국에 사회주의 이
념을 공유하는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상
반기 북⋅중 관계는 ‘사회주의 이념’ 교류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
첫째, 당 대 당 교류와 국가 대 국가 교류가 병행 추진되었다. 중국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류샤오밍(刘晓明) 전 영국 대사를 임명했다. 류샤오밍 대사는 원래 미국통
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대사를 역임했다. 류 대사의 임명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 국가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
호를 발신하였다. 북한은 무역상과 대외경제상을 역임한 리용남을 신임 중국 대사로
보내면서 국가 대 국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시진핑 총서기
의 파견으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송타오(宋涛) 부장이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났
다. 그리고 5월 31일 왕이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단독 접견
했다. 당 대 당 관계의 전통적 북⋅중 관계에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얹히는 새로운 북
⋅중 관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영향으로 닫혀 있던 양국 경제교류가 미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여
주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중국의 대북 수출이나 수입의 감소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고 있다. 가령,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2월에
–100%였다면 3월, 4월로 이어지면서 –94.0%, -82.4%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미
약하나마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수치
는 매우 미세하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양국 경제 관계가 완전 차단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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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중국의 북한경제 견인을 위한 경제 현장 시찰이 중시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
장 지역과 영역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중국 외교부는 항저우에서 열린
중국과 동부유럽 박람회에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초청하여 현시 시찰을 지원했다.
4차 산업 등 북한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경제건설을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
국의 북한 견인, 특히 경제회복과 재건을 필두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
려는 노력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5월 31일 왕이 외교부장은 리용남 주중 대사를 만
나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협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조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도 불
구하고 북중관계는 견고한 사회주의 이념의 토대 위에서 전진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견고한 연대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중관계는 코로나19라는 제약환경 속에서도 국경봉쇄가 다소
마나 완화되기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의 기용은 당 대 당 관계의 전통적 북중관계 못지않게 국가 대 국가 관
계도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결속시키는 유대
의 끈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의 강조는 새로운 북중관계를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년 하반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변화되는 국제정세,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한
양국 경제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방면의 교류 협
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는 고도로 정치화된 교류와 협력의 전개 여부이다.
시진핑 주석은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에게 전달한 구두 친서에서 “양국 사회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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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취득하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연결끈이
바로 ‘사회주의’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중조우호조약 관련 양국의 관
련 기념행사가 매우 성대하게 개최될 듯하다. 이를 통해서 양국은 단결을 도모하고,
전통적 우의(友誼)의 역사를 칭송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연대와 협력
이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라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각종 형태의 활동, 예컨대, 선전활동, 참관
활동, 학술활동, 참여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7월 27일로 연결되어
정전협정 체결 관련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른바 항미원조전쟁의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
는 것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방위적 협력이 강화될지 여부이다. 5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제30차 정치국 집체학습을 통해서 중국의 ‘국제 전파(傳播)능력 건설’을 강조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문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각국 인문 교류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서로 연결하는 이른바,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이룰 것을 주문했
다. 이를 기초로 중국은 인문 교류 강화와 심화를 명분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문 교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방역의 제약이 있으나
북한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중국의 공관원과 그 가족, 유학생, 기업인, 화교(朝僑) 등
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기층에까지 중국의 이미지를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정치⋅군사적 차원의 양국 밀착이 가져오는 외부세계의 의구심을 줄
일 수 있고,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인류 보편의 지향성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
하게 디자인될 것이다.
셋째, 북중관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결의를 보여주는 방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
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시진핑 주석과 화상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다. 만약
방중이 이루어지면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띠게
되는 동시에 2018년에 이루어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잦은 중국 방문을 이어 정상 간
셔틀 외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당
대 당 관계가 주도하던 과거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국제 흐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이를 신중히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이 가능성을 제약하지만, 북한이 6월 29일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천명한 국가 비상방역체계의 지속적 강화

60

2021 하반기 정세 포커스

를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감염병 위험을 극복하
기 어려울 경우 양국 정상이 화상회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우의를 과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의에 기초한 당 대 당 관계에 기초해
서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이념 결사 관계로 한 단계 심화⋅발전할 것으로 전망된
다. 아울러 당 대 당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정상화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 북
중관계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
로서 중소우호조약 체결 및 발효 60주년 축하를 거당(擧黨)⋅거국(擧國)적으로 준비하
고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려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나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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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

돌파구 모색조차 어려운 북일관계

1. 상반기 평가
2002년 평양 선언과 2014년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일관계는 과거사 청산과 일본
인 납치자 문제로 인해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2020년 9월 아베 내각의 뒤를 이어
스가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의 대외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북 강경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실제로 상반기 북일
관계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7월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할 가능
성을 열어두고 이를 계기로 북일 간 접촉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
렇다 할 진전은 없었으나, 2021년 상반기 북일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일 접촉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월에 개최되어왔던 ‘울란바토르 대화’가 2020년에 이어 2021년
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산되었다. 북한은 이 회의에 외무성의 싱크탱크 간부를,
일본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급을 각각 대표로 파견해왔다. 2017년과 2018
년에는 이 회의를 계기로 북일 간 양자 접촉도 있었으나 2019년에는 북한이 불참했
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북일 접촉의 기회가
사라졌다. 또한 북한은 4월 초, 선수 보호를 이유로 7월 도쿄올림픽에 불참할 것을 밝
혔다.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 방일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
되었으나,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표명함으로써 또 하나의 북일 접촉 기회도 상실되었
다.
둘째, 스가 정부 출범 이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일본에 대해 북한이 수위
높은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 후 화상
연설에서 “납치 문제의 해결과 북한과의 결실을 맺는 관계 구축을 위해 조건 없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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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전선에 서서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
혔다. 이러한 스가 총리의 발언은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가 없다는 원
칙과 일본인 납치자의 전원생환이라는 선제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무적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대외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
였다.
상반기 북일 관계를 종합해 보면, 일본은 납치 문제해결 등을 위해 대화를 제안하고 있
으나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여전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상반기 정세 평가와 마찬가지로 북일 관계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첫째, 도쿄올
림픽 이후 스가 총리가 재임하게 되면 북일 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21년 4월 8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북일 국교 정상화 추
진 의원연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북일 수교를 실현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부터 일
본은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고,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북일 국
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의 방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총리는 외
교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기 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대북 강경 태도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있
다.
둘째, 북한의 대일 비난 수위와 무력시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과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4월 14일부터 2
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강도 높은 대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도
쿄 올림픽 성화 봉송을 시작한 3월 25일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도쿄올림픽 개최 기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요컨대, 하반기에는 북미대화의 추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행보, 북한의 대일 비난
수위와 무력시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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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교류 여건 악화 속
친선관계 유지 도모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북러관계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북한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 위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시키
는 초강력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인적⋅물적 교
류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
에 없었다. 그럼에도 양국 관계에 관해 평가할 만한 점들이 없지는 않다.
첫째, 상기 여건 하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상대국 주재 공관을 매개로 한 연대기적
행사와 축전 교환이 이뤄졌다. 이를 테면,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2주년을 계
기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4월 8일 ‘북러 관계의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노비예프 외무부 제1아주국장, 타이사예프 북러의원친선그룹
간사 겸 하원의원 등 러시아 정관계 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6일 2차 세계대전 승전일(5월 9일)을 맞아 항일 빨치산
원로인 리영숙(105세)에게 축전을 발송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6월 12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게 ‘러시아의 날’을 축하하고 양국 간 친선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
둘째, 올해 상반기 동안 여러 사안을 계기로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푸틴 대통령이 6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
경제포럼 부대 행사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월 14일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 대
한 논평에서,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3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대
한 논평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러시아의 입장은 첫째,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에 단호히 반대하며, 둘째,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난항하고 있으나 당사국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의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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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셋째,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넷째, 외교
를 통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북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부족하나마 북한의 코로나19 위기 현황과 대응
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사실상 북한 내부 사정을 외부세계에 전달해주는 유일한 공식적 통
로로 기능했다.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몇 차례 인터뷰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됐으며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고, 북한의 엄
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대다수 국가들의 외교관이 귀국했으며, 작년 9월 이후
의약품과 식료품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2월 말 직접 철길을 따
라 궤도수레를 밀며 귀국하는 러시아 외교관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교류 여건이 매우
열악해진 가운데 2019년 4월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
한 양국의 노력이 표출됐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첫째, 북한의 충분한 그리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양국 관계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하반기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제한적 물량의 백신을 공급 받을 것이나,
이는 국가 차원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따라서 러시아
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또는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대규모 대북 공급 여부, 특히 이
들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관심을 모
은다.
둘째, 올해 하반기까지 인적⋅물적 교류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가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주북
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방역 설비를
설치해왔고, 최근 북러 자동차교량 연결 협의 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코
로나19 위기의 개선 여부와 연계하여 북한이 올해 하반기 물적 교류 부문에서 국경

Ⅲ.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세 포커스

65

폐쇄를 일부라도 해제하고 러시아 등과 무역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하반기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개입 의지와
역량을 나타내 보일지도 의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핵심 인사들이 지속하여
중러 공동 로드맵과 액션플랜, 6자회담 재개의 불가피성 등을 거론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여 의지 또한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들의 의
지와 역량 간 상호관계, 긍정적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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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2021년 신안보환경 개관

2021년 상반기 지구촌은 다양한 신안보 위협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코로나19 백신 생산⋅보급을 계기로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을 위한 국
제협력과 지역협력이 조심스럽게 모색된 과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
범 이후에도 코로나19의 발원 및 사이버공격의 책임 등을 둘러싸고 서방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백신 등과 관련하여 공공재 개념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협력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신안보 분야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
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 회복국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다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 백신 불균형, 코로나19 기원 등을
둘러싼 미중갈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은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임이 틀림없다. 백
신 공급을 계기로 일부 분야에서 움트고 있는 국제협력의 분위기가 확산할지 주목되
는바 큰 틀에서 보면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를 중심으로 시작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지역협력)의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코로나19 회복과 공동대응을 지연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결국, 공공재인 백신의 대규모 생산과 공평한 보급 확대 및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정비와 국제연대 강화만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둘째, 기후변화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행태 답습보다는 인식과 정책을 포함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
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초 지난 20년간 작동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가 막을 내리고 ｢파리기후변화협정｣(The Paris Agreement)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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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4.22-23간 화상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
다.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는 중요 의제였으며 ‘2050 탄
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과 P4G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과거의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 위상
을 상당히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68개국 정상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
석한 ‘P4G 정상회의(5.30-31)’를 주최, ‘녹색을 통한 성장(Growth through
Green)’ 모델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였다.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바이
든 행정부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하반기에도 기후변화와 백신 협력을
대외전략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럽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양 진영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
동대응의 시급성 및 필요성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이
견을 표출하는 등 협력과 갈등의 공존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한 의미
에서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매우 중요
하다.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CBA) 등 예민한 의제들이 다루
어질 예정이므로 큰 틀에서 방향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 대
응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유사국가
(like-minded countries)들의 결속력, 그리고 후발 주자들의 이해와 적극 동참이 요
구되는 이유이다.
셋째, 사이버안보⋅신기술은 양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이며 하반기에도
접점을 모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하는 가
운데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의 송유관 업체 등 국가기반시설로 확대되는 양
상을 보였다. 이에 미국과 서방은 중러의 기술 탈취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제재와 함
께 공급망 보안을 위해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
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사이버안보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6월 중순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으나, 크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동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러 등 강대국 간 대립과 경
쟁이 심화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이버공격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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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비난하면서 징벌체제 구축 및 국제규범 창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ICT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와 안전성 평가 기준을 상향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러는 미국과 유럽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反 권위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망, 인
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암호, 5G와 6G, Open-RAN 기술을 둘러싸고 양 진영간 갈
등이 한층 더 증폭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한편, 북한의 사이버공격 확대 여부 및 미국의 대응 수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
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외화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세계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과 렌섬웨어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보건⋅에너지 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도 주
요 관심사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
에서 사이버안보 쟁점이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입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테러 및 이민⋅난민 분야는 국내에서는 심각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테러 연계 불순징후는 일부 포착되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적으로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을 틈탄 테러 공격
은 증가추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증오범죄, 종교적 극단주의 및 백인우월주의 등이
주요 테러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식량을 자원 무기화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백신 보급 확
산으로 식량 공급 사슬이 정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김
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북한의 식량 사정은 꽤 심각해 보인다. 식량농
업기구(FAO)는 이번 시즌 북한의 곡물 부족량을 85.8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폐쇄가 장기화하는 데 이어 올여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장
마⋅홍수 등)가 재차 닥치면 북한의 식량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북
한 당국의 대응 방향 및 남북 간 접점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기후변화와 보건 안보를 중심으로 시작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나, 이러한 추세가 구체적 결실로 나타날지는 불투명
하다. 사이버안보와 신기술을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러 간 대립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
다. 이러한 파고를 넘어 국제협력이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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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
쉽 발휘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정부의 외교
력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양 진영의 선택 강제에 시달리지 않도
록 전반적인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주요 사안별로 정책적⋅외교적 유연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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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기 지속

1. 상반기 평가
2020년 12월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해 기대감이 커졌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새로운 위기로 부상하였다.
상반기 보건분야 정세는 첫째, 백신 개발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
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을 들 수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
(Worldometer)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월 말 현재 1억 8천 명을 넘
어섰으며, 사망자도 4백만 명에 육박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국제사회에 감염자
가 처음 보고된 뒤 13개월여만인 지난 1월 26일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
억 명을 넘어섰다. 이후 반년도 안 돼 ‘누적 확진자 수 2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백신 배급 속도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둘째,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 방역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접종률
이 낮은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확산지가 되었다. 인도는 지난 4월부터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진앙지로 부상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 상황을 대규모 모임,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낮은 접종률, 이 세 요인이 어
우러진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라고 규정하였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
가포르와 대만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은 백신 접종과
단계별 방역을 통해 집단 감염과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사례들은 충분한 백신 공급이 되지 않고 다양한 변이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여전
히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셋째,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15% 수준이지만, 지역별, 국가별 백신 격차가 두드러졌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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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은 29억 회분에 달하지만, 이 중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접종한 백신 양이 85%에 달한다. 블룸버그의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가장 낮은 국가보다 약 25배 빨리 백신 접종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인 인도 역시 백신 부족으로
최소 1회 접종 비율이 5.5%에 불과했고,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급격
히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가 5%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한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에서는 1% 미만의 접종률과 함
께 치명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후진국 간 백신 격차가 심화되면서, 자
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이는 선진국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불만이 커졌다.
넷째, 미중 간 코로나19 기원론과 백신을 무기로 한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백신 균등 분배를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는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백신 국수주의와 제한된 생산 물량, 자금 부족 등으로 애
초 계획했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백
신을 수단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반중 감정을 완화하고 위기에 봉착한 일대일
로 정책 재건을 위한 백신 외교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발도
상국들에 물량 공세를 펼쳤으나, 백신의 효능이 의문시되면서 역풍을 맞기도 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WHO 복귀 등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백신 지원을 통해 동맹국을 결집하는 한편, 백신을 정치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였다. 미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오는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 5억 회분
기부에 더해, G7 주도로 2023년까지 총 10억회 분을 기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미
중 코로나19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6월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WHO의 기
원 관련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채택되면서 재점화되었다. 특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고위 관리들이 기원을 찾기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동맹과 연
대한 미국과 중국 간 블록 경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가시화되었다. 지난 3월 모범 방역국인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 국가 정상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팬
데믹 대처를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제안한 데, 이어 5월 개최된 제74차
연례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WHO 194개 회원국은 팬데
믹 대처와 대응을 위한 WHO 개혁과 각국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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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백신 공급 허브 국가로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반기 보건분야는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 백신 공급의 불균형, 미중 간 백신 정
치화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지속되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유행이 될 위험성, 백신
불균형 해소와 방역 효율성 제고, WHO 국제조약 구체화 등 집단면역과 일상으로 조
기 복귀를 위한 국제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7, 8월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급사태 해제 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일본
에서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7.23~8.8)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올림픽 유관중 개최’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간다 올림픽 국가대표 1명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
가 6월 중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를 계기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이 대확산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행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델타 변이가 80여 개 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8월 말엔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꼴로 델타 변이일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방역
규제를 지역별로 완화할 예정인 미국이나 7월부터 백신여권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
EU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미국 내에서도 백신 접
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비중이 늘고 있다. 성인의 84%
가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이어, 전파력이 더 큰 ‘델타 플

러스’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 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조
차 변이 유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입국자 검
사와 격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과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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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전면 해제(7.19) 하려는 영국도 확산세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영국 정부는 규제를 해제했다가 가을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험이 있으
므로, 백신 접종 증가 효과를 과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백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화이자 최고경영자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연말까지, 개발도상국들
은 내년까지 각 자국민을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접종을 완료했고, 코백스를 통해 백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
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백신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예측이
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백신 면역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3차 추가 접종, 일
명 ‘부스터샷’을 결정할 경우, 전 세계 백신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넷째, 일상으로의 복귀 시기와 관련, 국제 보건 거버넌스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11월 말 WHO 특별 회의에서 공개될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조약에
담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큰 위협인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망자·확진자의 정확한 집계가 중요하다. WHO는 지난
5월 전 세계의 진짜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통계의 2∼3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의 의무화와 공유는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일상 회복을 계획하는 데 중요하다. 백신 접근권
확대를 위해 백신 효능에 대한 WHO 차원의 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백
신 여권의 보편적 도입 역시 백신 수급이나 실용성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 백신 공공재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로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이
WHO 개혁과 개도국 백신 지원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
한 글로벌 보건 책임 강화와 거버넌스 협력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코로
나19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므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엔은 북한을 코백스 백신 우선 공급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코백스를 통해서나 남북 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를 재개해 직접 백신
협력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하반기 보건분야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회복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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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될 것이다. 공공재인 백신의 공평한 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협력과 연
대 강화만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신안보환경 변화와 정세 포커스

77

기후변화

안보문제화된 기후변화:
협력과 갈등의 공존

1. 상반기 평가
코로나19로 전 세계 이동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어
기후변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유엔세계기상기구(WMO)는 2021년 4월 18
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시대 이후 1.2도 상승하
여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
질 것으로 경고하였다. 2021년 상반기 기후변화 분야 정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2021년 상반기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
(inflection point)이 되었다. 지난 20여년 간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였던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 체제가 막을 내리고 1월 1일부로 신 기후레짐인 ‘파리기후변
화협정(The Paris Agreement)’이 본격 시행되었다. EU를 비롯하여 37개 주요 선진
국만으로 구성되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
는 19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기후협력체로서 의미와 함께 세계 경
제의 흐름을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둘째, 기후변화 이슈가 단순한 환경의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 의제로 자리 매김하
게 되었다.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미 바
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와 외교 무대에서 핵심적 이
슈로 부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하였던 파리협
정에 복귀하였으며,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하고 국가안
전보장회의(NSC)에 참석토록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담
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
시아 대통령 등 주요 3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4.22∼23)를 주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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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다. 동 회의에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net-zero) 실현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국가 간 주도권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영국 콘
월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
다. 참가국 정상들은 6월 13일 채택한 ‘G7 기후변화-환경 의장성명’에서 2050년 탄
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이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이
상의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 및 민간 재원 동원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 부분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다.
예컨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 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변
화 해결을 위한 기업동맹(BASCS)’을 결성(6.3)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기업 투자
규모와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게도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한 외교안보적 이슈였다. 5월 21일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
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최로 47개국 정상급 인사와 21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 5.30∼31)’
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우리가 주관한 환경 분야 첫 다자정상회의로서, ‘녹색을 통
한 성장(Growth through Green)’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녹색성장
과 관련된 발전 모델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 문제는 그동안 국제기구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금년 들
어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논
쟁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점은 올해가 파리협정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
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은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추된 국
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로서 글로벌 가치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 활용코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
시아 등 주요국들은 ‘유엔차원의 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움직임

Ⅳ. 신안보환경 변화와 정세 포커스

79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각국이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의 소지
가 상존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반기 기후변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글로벌 이슈
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우리는 상반기에 한미정상회담과 P4G 정상회의 주최 등
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중견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그동안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불리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
상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동향이다. 바이든 대통
령은 대선 공약(‘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정의를 위한 계획’)에서 기후변화를 ‘실존하
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우선적인 안보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앞
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대외전략에 있어 ‘부가적’이 아닌 ‘핵심적’ 의제로 다루어나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국
가들에 대해 유무형의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조
성될 소지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각국에 대한 압박은 형식적으로는 양자관계 보다
는 파리협정을 비롯한 다자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용적으로는 온실가
스 감축목표 상향조정과 고탄소 배출업종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중단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하반기에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회는 지난 4월 바이든 대통
령이 주관한 기후정상회의 논의 사항들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각국
의 탄소저감 대책과 장기 계획 및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CBA)
제도 도입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
후 10년간의 탄소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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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 감축하는 것이 불
과하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상향된 목
표치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탄소국경조정 문제를 비롯한 쟁점 이슈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조정되어 갈 것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가 간 감축 의욕 차이를 보정(補正)하기 위한 무역제한 조치로
서, 각 국가의 무역과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CBA에 가장 적극
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EU는 지난 3월 유렵의회 총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결의안
을 채택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
령도 선거과정에서 “각국의 기후변화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무역조치 동원”을 언급하
고 탄소조정료(carbon adjustment fees) 부과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추
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각국의 산업 구조 현실
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문제는 각국의 이
해관계가 대립하는 쟁점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
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신안보 위협으로 하반
기에도 각국은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시행과정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과 대립이 심화 되는 협력과 갈등의 공존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는 하반기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토대로 이번 COP26 회의에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2023년 COP28 회의
유치에도 성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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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높아질 세계 식량 시장 변동성

1. 상반기 평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식량 가격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역 성공과 세계 식량
공급 체계 회복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로 침체하여 있었던 국민의 기대소비심리가 점차 회복하면서 향후 세계 식량 가격 변
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21년 상반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코로나19 이전으
로의 회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량안보 위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엔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FAO)에 따르
면 국제 식품 물가지수(FAO Food Price Index, FFPI)는 2021년 5월 평균 127.1
포인트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포인트(39.7%)나 높았다. FFPI는
지난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기름, 설탕, 곡물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글로벌 농식품 공
급망 붕괴로 식량안보 위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사재기 수준의 식량 비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식량
민족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들이
출입국 관리와 검역 절차를 강화하면서 농수산 교역 감소로 이어졌으며, 부패하기
쉬운 열대작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도 전반
기 세계 식품 시장은 세계식품 가격 회복과 개발도상국의 농수산물 수출 증가로 코
로나19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는 상대적
으로 낮았다.
둘째, 세계 식량 시장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전반기 한국의
식량안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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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식품 가격상승이 국내 식량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식품 가격은 점차 높
아지고 있다. 2021년 6월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2021년 1월 11.3%으로 시작하여 5월에는 14.2%를 기록하며 점차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국제적 식품 가격상승과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의 집중호
우와 올해 초 작황 부진이 농축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K-방
역의 성과와 예방접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소비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은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식량 자급률 45.8%로 상시적 식량안보 위기 상태에
있다.
셋째, 북한은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식량 위기 상태이다. 2020/21년 북한의 식
량 부족량은 86만 톤으로 예상된다. FAO의 2020/21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에 따
르면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 면적이 확대되어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의 생산량은 평
균치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쌀 생산량은 5년 평균치를 10% 밑도는 210만 톤(조
곡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북한의 치수
시설의 한계, 비료 공급의 제한에 따른 생산성 한계 등이 그 원인이다. 특히 평안남
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에서 가장 급격한 생산량 감소세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코로
나19 팬더믹은 낮은 식량 소비수준과 열악한 식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 주민
들의 식량 불안과 취약성을 증대시켰다.
결국 2021년 상반기는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식량 시장 안정화, 교역의 확대 그리고 국민의 소비심리 회복으로 세계 식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차 회복하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 시장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상반기 한국의 식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북한
은 세계 식량 시장의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해와 쌀 생산량 감소로 외부 식
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식량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안보 관점에서도 북한 주
민의 영양은 심각한 상태이다. 결국 북한은 국가적 그리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식량 위협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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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기 정세 포커스
하반기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세계, 한국 그리고 북한의 식량안보 상
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2021년 세계 식량 가격상승과 애그플레이
션 발생 가능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향후 식량 가격과 물
가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
산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보였던 국가 간 단절 현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
으며, 이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 공급 체계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국가 간 차이를 보여 농업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는 국가 또는 개발도
상국들에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해결도 세계 식량 가격을 상
승시킬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확산 방지를 한다면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가속하며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세계 식량 가격은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심각한 경우 곡물 가격상승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둘째, 한국도 세계적 곡물 및 물가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애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가격상승과 물가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완책
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28일 국제 곡물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①국제 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지원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하며 적극적
인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세계적 차원의 식품류 상승,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빠른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물가가 2%
내외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식품 가격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물가 변동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하반기 북한의 식량안보 사정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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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천리마 시대 정신’,
‘자력갱생’의 선전⋅선동을 전파하고 있으며 재난기후에 대비하여 김매기, 모내기 그
리고 치수 개간 사업에 동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결국 북한은 식량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올여름 장마와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가
북한의 식량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은 국가 간 단절로 이어져 중국을 통한 식량 지원도 한계로 작용해
식량 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은 남북, 북미관
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에 달려있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인정하며 적극적 대책을 주문
한 바 있다. 이에 우리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가 되고 북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식량과 관련해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밝히며 북
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대북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즉각적 대
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식량안보 사정은 자연재해, 코로나
19, 남북 그리고 북미 협상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식량안보 사정은 전반기와 달리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식량 시장은 소비심리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따라 변동성이 높
아질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식량안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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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테러

테러: 공간과 컨텐츠의 확산

1. 상반기 평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테러의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
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차
단을 위한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반복되면서 테러범과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이동 역시 제약을 받아 테러 발생의 전지구적 확산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팬데
믹 대응의 국가적 자원 집중에 따른 대테러 역량 분산과 미국의 대테러 정책 변화는
오히려 테러공격의 기회를 높였고, 테러 발생의 주요 중심지가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인터넷‧신기술을 악용한 테러수단의 다양화로 인하여 테러 발생 가능성
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테러 관련 정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아프리카의 테러 발생 중심지 부상이다. 상반기 전 세계 발생 동향을 살펴보
면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6월 28일 기준 테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242건)이다. 아태지역에서는 아프가니
스탄이 가장 압도적으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아프리카 지역(235건)과 중동(184
건) 역시 높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주 지역은 각각 3건과 1건
씩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이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프리카 내 테러
발생 증가는 ISIS의 중동 패퇴 이후 새로운 거점 구축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무차별적
테러를 자행한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보코하람’과 ‘ISIS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 아프리카 내 주요 테러단체들이 경쟁을 거쳐 통합되면서 역내 테러정세 불안이 더
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테러-범죄의 연계 및 온라인 선전‧선동의 강화이다. 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테러단체는 인신매매‧무기밀매‧마약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여 테러자금
및 조직원을 모집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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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니만 연안국가에서
몸값을 노린 선원납치 등 해적활동이 더욱 빈번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
리 역시 해적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지난 5월과 6월 우리 선원들이 잇따라 나
이지리아 해적에게 납치되기도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안과 관심을
악용한 해킹과 피싱 등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이
테러자금으로 활용된 사례도 지적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테러의 선전‧선동컨텐츠 역시 온라인으로 대폭 이동하였으며, ‘페이스북’ 등 대규모
플랫폼보다 소규모의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미국 등 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병력 철수 본격화에 따른 ‘탈레반’의 영향력
대폭 확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자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전면
철수할 것을 선언하였고, 5월 1일부터 부분적인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탈레
반’은 기존에 합의한 미군 철수시한이 9월로 연기된 것을 이유로 아프간 정부와의 평
화회담 불참 및 외국군 공격 재개를 선언하고(5.1), 무차별적인 테러를 아프간 전역에
서 자행하는 등 테러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 카불과 인접한 가즈
니‧라그만‧바글란 등지에서 군사 요충지 37곳과 행정구역의 1/4 가량을 장악하는
등 아프간 전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미국은 국제 테러 중심의 기존 대응책을 국내 테러 대응으로 정책적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는 테러발생의 빈도가 비교적 낮았던 지역 역시 테러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자, 미국 의회당 난입‧폭동사건(1.6)을 계기로 백
인우월주의 및 극우테러위협 역시 심각한 안보위협임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의회당 난입‧폭동 사건의 주요 행위자 중 일부가 미국과 국경을 맞닿은 캐나다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캐나다와의 국경관리 강화 및 극우주의 기반 혐오범죄 차단이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미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종
교‧인종 기반의 혐오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까지 확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된 중앙아시아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
며, 지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테러연계 불순징

Ⅳ. 신안보환경 변화와 정세 포커스

87

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을 노린 테러공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며, 대테러 역량이 취약한 지역으로의 공간적 확산뿐만 아니라 테러 컨텐
츠가 온라인 상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테러위협 역시 종교적 극
단주의 외에도 인종차별‧백인우월주의 등 극우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상반기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테러발생 관련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반
기에 테러공격이 대폭 발생한 지역의 정정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해당
지역의 테러발생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코하람’과 경쟁을 거쳐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된 ISWAP의 경우 조직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아프리카 내 세력확
장을 위해 테러공격을 빈번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기니만을 근거지로 하는 해적활동 역시 당분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적활
동이 증가하는 기저원인이 단시일 내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적단체의 근거
지에 해당하는 니제르델타 지역은 고질적인 종족갈등문제와 함께 높은 수준의 청년실
업과 생활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해적과 지역주민간 유착관계로 인하여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치안역량이 취약하다는 점과 관할수역
내 외국 군함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이 해적활동 공동대응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백신접종의 확대에 따라 하반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테러발생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으로의 테러 발생 확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알
카에다’ 연계세력은 지난 4월 『맨해튼의 늑대들』 제2호를 발행, 서구권의 경찰관 등
을 대상으로 테러를 선동한 바 있다. 동 선전물에서는 집회‧시위 상황을 악용하여 로
우테크 테러를 자행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대상 역시 경찰관과 소프트 타겟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상 테러 컨텐츠의 확산과 테러-범죄의 연계 양상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한 테러선전‧선동과 조직원의 모집원이 방역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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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어려워졌으며, 재택근무 및 정규교육의 온라인 수업화가 장기화되면서 모집대상
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플랫폼을 이용한 테러 컨텐츠의 확
산과 조직원 모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테러 컨텐츠의 효과적인 차
단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러-범죄의 연계 역시 아프리카 지역엣
마약류 및 무기밀매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테러-범죄의 연계는 중
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 역시 예의 주시가 필요한 부분
이다.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테러자금 확보노력 역시 지속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와 함께 강화된 ‘탈레반’의 공세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전 승리와 외세 축출이라는 지하드 성과를 과시하고 향후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
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프간 정부의 대응역량을 고려
한다면 미군의 지원이 없을 경우 ‘탈레반’은 아프간의 상당 지역을 향후 2~3년내 점
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탈레반’은 군사적 작전을 통한 아프간 점령을 시
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프간 정부 대 ‘탈레반’의 평화협상 전개가 아프간
내전이라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넷째, 북미지역에서는 백인우월주의 및 극우주의에 기반한 국내테러위협에 적극적
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자
에 초점을 맞춘 국내테러대응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예방
(P/CVE)은 ‘부시’ 행정부부터 제시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종교에 기반한 폭력
적 극단주의 대응과 국제테러의 미국 내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테러 대응전략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국내 테러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폭력적 극단주의에서 기반한 자생테
러위협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주요 극우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사건 발생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만, ‘도쿄 올림픽’ 등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를 노린 테러범의 경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자금모집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던 만큼, 향후 국
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테러연계 징후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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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하반기에도 정정불안을 노린 테러단체의 공격은 아프리카‧중동지역
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군의 아프간 전면철수와 평화협상을 둘러싼 탈레반의
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인우월주의 및 극우주의에 기반한 테러위협 대
응 역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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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기술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사이버공간의 진영화

1. 상반기 평가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의 미국
과 중국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사이버⋅신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사이버안보와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가 주요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핵심 이슈
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 또한 강화되었다. 특히 2020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
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국가안보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응역량
및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①
러시아에 의한 솔라윈즈(SolarWinds) 사태, ②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공격, ③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④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렌섬웨어 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
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15일 러시아의 유해한 사이버 활동에 대해 경제제재
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월 12일 “국
가 사이버안보 향상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6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
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신, 철도, 반도체 및 위성 관련 59개 회사에 대해 미국
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둘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와
신기술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미국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유사입장 국가들과 더불어 이를 방
지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실은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에 있어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하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것과, 양국이 이동통
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5G와 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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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한편
6월 21일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성 확대 및 신기
술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미⋅유럽연
합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와 ‘미⋅유럽연
합 합동기술경쟁정책대화(US-EU Joint

Technology

Competition

Policy

Dialogue)’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은 TTC의 관련 워킹 그룹
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표준, ICT 기술과 경쟁력,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및 사이
버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위 등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안보와 신기술의 중요성은 2021년도 상반기에 더욱 부
각되어 주요국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며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
어졌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사이버⋅신기술 분야에서 진영화와 냉전 구도
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기술 탈취와 사이버공격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고 공급망 보
안을 위해 수출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민
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이버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동맹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년 하반기에 사이버⋅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중 패권경쟁에 따라 주요국이 사이버안보와 신기술 부문에 있어 경쟁력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심각하게 대립할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서방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이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을 통해 민
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신기술을 탈취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
이버공격에 대해 공세적 사이버작전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
제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ICT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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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수출통제와 안전성 평가 기준을 상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암호, 5G와 6G, Open-RAN 기술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투자 및 개
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북한이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지속하고 렌섬웨어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및 연구 성과물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나 미국의 북핵 협상 관련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북 전문가 등에 대한 사이버공
격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 사이버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의 사이버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사이버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
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2021년도 하반기에는 사이버안보 및 신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발표, 국제
규범 창설을 위한 논의 및 국제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의 방지나 신기술
개발 협력 등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정상회담이나 국제 또는 지
역 안보회의에서 사이버⋅신기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어 도출된 합의 사항에 주목하
여야 한다.
넷째, 사이버위협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
가들 사이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와 연계되거나 혹은 특정 국가의 지원
을 받는 해커 또는 해커 집단의 사이버공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로 에너지 공급이 마비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행한 것을
통해 볼 때 하반기에도 주요 기반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증가될 것으
로 보이며 스피어 피싱과 표적형 렌섬웨어 공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중 기술 패권경쟁의 격화와 사이버공간의 진영화, 외화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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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사이버 및 신기술에 대한
규범화와 정상회담 의제 등장의 지속, 다양하고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의 수단과 방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4

2021 하반기 정세 포커스

2021 하반기 정세 포커스
인쇄일 2021년 7월 16일
발행일 2021년 7월 16일
발행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인 김기정
주 소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전 화 02-6191-1000
Fax. 02-6191-1111
홈페이지 http://www.inss.re.kr
인쇄처 한국학술정보(주)

2021 하반기

정세 포커스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 02-6191-1111 www.ins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