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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확장되었고 협력의 영역 또한 신기술과
글로벌 공공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신냉전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고 정책적 선택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전략의 구상과 수립, 이행단계에서 ‘외교 유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동체주의
소다자주의, 투트랙 전략, 피보팅(pivoting)전략과 같은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참여 방안에까지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의 투트랙 전략과 한미일 협력과 남북미중 등
소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보전략 측면에서는 안보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수용하는 협력안보
구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에 내재하는 특정 국가 배제의 경향을
완화시키면서 미중 경쟁관계의 단계적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중 외교에서는 보건, 환경 등
신안보 분야에서 소다자주의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일 외교전략에서는 역사문제와
미래협력 사안을 분리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혼합정체성’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 사이에 놓인 중간국가들간의 연합을 주도함으로써 외교 유연성의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백신 공급 허브 역할 수행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이후에도 평화, 보건,
국제금융 등 국제 공공재의 창출과 유통에도 우리가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이익의 다변화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다.

핵심어: 한미정상회담, 외교 유연성,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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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

• 지난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영역
확장과 한미협력 의제의 포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대 정상회담에 비해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공동성명은
확장 억제 제공과 대북정책 공조 등 안보 현안에서부터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산업 협력과 기후.
변화 등 환경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동맹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4월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의 대화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민감한 대중국 현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중관계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안게 되었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전략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존재한다.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북미대화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북한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는
형편이다.1) 미국측의 ‘조건없는 만남’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과거 대북접근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우려도 있다.2)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중 마찰 요인으로 비화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대미 ‘전략적 경사(傾斜)’라는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남북협력 지지와 백신 확보 등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발생할 한중관계의 파급 영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3)

1) 성기영,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북한의 대응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슈브리프」통권 262호 (2021)
2) 김진아, “한미정상회담 이후 협력 이슈,” 한국국방연구원.「ROK Angle」통권 제236호 (2021)
3) 박병광,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슈브리프」통권 265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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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신냉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는 한국 외교의 선택의 폭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중 양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중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선택의 압력 앞에서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유사한 전략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 시대에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고 정책적 선택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전략의 구상과 수립, 이행단계에서 과거의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 유연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둔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 이행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Ⅱ장에서는.
‘외교 유연성’ 개념이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유연성의 실천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이후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안보전략 △지역 네트워킹 △주변국 외교 △중간국가 연합 형성 △공공재
허브 구축 △공급망 재구축 참여 등 7개 세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을
접목한 전략과제 이행구상을 제시한다. 주변국 외교는 미중경쟁 심화 국면과 한일관계의
현실이라는 당면 현안을 감안하여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중, 대일외교 추진 구상에 국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Ⅰ~Ⅲ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유연성 모색을 시대적 화두로 하는 전략적
비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외교 유연성은 지정학적 숙명론과의 단절을 위해서, 한미관계의 지평 확대를 위해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규범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담론이다. 역사적으로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
버려졌던 동아시아의 빈국에서 반 세기만에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한민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외교 유연성의 개념 정립 및 사례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교 유연성이라는 분석틀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략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의 성격상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부상하고 있는 우리 외교의 당면 과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고 외교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상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도는 외교
유연성이 한미관계를 넘어 주변국 외교는 물론 다자외교에서 우리 외교의 핵심코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시험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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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외교의 유연성 전략

장세호 연구위원

•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수화한 외압 속에서도 그동안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역대 정부들이 표방해온 1동맹3우호체제론, 동북아.
균형자론, 균형외교론, 교량국가론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처럼 각각 표현은 달랐지만 한국의
외교사는 어쩌면 외교적 협착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역사적 궤적일지도
모른다.

외교 유연성의 개념
• ‘외교 유연성’은 이론과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다. ‘외교 유연성’이란 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하나의 독트린이나 기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적 방법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외교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국제정치 현장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접근법만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완결성 높은 후속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정책의 구상, 결정, 집행 등 단계별로 ‘외교
유연성’ 개념에 담겨질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려 한다.  
• 첫째, 정책의 구상 단계에서는 ‘포용적’(inclusive) 시선과 ‘창의성’(creativity)이 필요하다.
정책을 구상할 때 유연함이란 다름 아닌 국제관계를 단순논리나 이분법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은 선과 악, 동지와 적, 가치와 이익, 안보와 경제
등의 측면에서 분명한 경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유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간
관계를 포용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의 실천 영역에서 운신의 폭을 확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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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교의 영역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열린 사유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전제로 한다.
• 둘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과 정책적 ‘가변성’.
(changeability/variability)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은 그것이 투사될 외부 환경에 철저히 조응한
것이어야 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진 정책은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환경이 고정적이거나 정태적일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정책기조를 기꺼이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 셋째,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민감성’(sensitivity), ‘능동성’(proactiveness), ‘기동성’.
(maneuverability)이 확보돼야 한다. 모든 정책은 그 집행 과정에서 성과와 오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후속 정책의 입안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 같은
피드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감성이 발휘되느냐에 따라 정책적 유연성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만약 외교 현장에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기동성, 즉 국내적 자원을 동원하고,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4)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
•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덧붙여 정책결정자들이 외교 현장에서 유연성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 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공동체주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유럽공동체는 협소한 ‘국가이익’
보다 보편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달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체의 형성은 여전히 미완의 꿈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냉전의 타성과 진영

4) 김기정ㆍ김정섭ㆍ남궁곤ㆍ이희옥ㆍ장세호ㆍ조은정,『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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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의 논리가 지속함에 따라 한반도는 분단과 적대관계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신에게 짐 지워진 오랜 협착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롭고
협력적인 역내 질서의 구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동체주의가 지역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표방과 실천이 한국 외교에 상당한 자율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소다자주의의 효용에 주목해야 한다. 소다자주의는 보통 3~5개 국가 간의 협력 네트.
워크를 지칭한다. 역내 주요국 간 대립과 경쟁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부담과 저항이 적은
소통과 협력 구조를 통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엮임으로써 적대감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사안별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로서는 역내 국가들과 여러 사안을 매개로 호혜적 이익의 경험을 공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적   중층적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교집합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항구적인 다자 간 경제  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셋째, 투트랙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양자관계나 다자관계에 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자ㆍ다자
사이의 지엽적 문제가 포괄적 차원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문제는 쉽사리 풀릴
수 없는 특정 이슈의 해결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타협이 어려운 사안에서 성과의
도출이 용이한 사안으로 과감하게 시선을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갈등 지향적 이슈를
우회하여 협력 지향적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갈등을 감소시켜나가는 선순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피보팅(pivoting)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질서의
유동성과 비예측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략 방향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소위 ‘중추국가’(pivotal
state)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역내 질서 변화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한국은 중추국가로서 글로벌ㆍ지역 차원의 세력관계 변화와 자신의
국익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유연하게 전략적 좌표를 설정하는 피보팅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5)

5) Ibid., pp.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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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교 유연성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

1. 한반도 평화 전략과제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확인하고 미국측이 남북대화,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 유연성 전략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작업은 당위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외교 유연성의 실천전략 중 소다자주의,
투트랙(two track) 전략 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중장기적 이행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건을 앞세우지 말라
•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라는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 외교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한 요구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6)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미국은 비핵화 선(先)조치 우선이라는 조건을 거두지 않는 한 유연성의 공간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조건없는 만남’ 제안은 그런 의미에서 대북 외교의
유연성과 실용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다자주의 전략이나 투트랙
전략과 같은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Ibid., pp.84-85.

6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

August 2021. No. 130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설계 및 이행과정에서 한미일 간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미, 남북중 간의 소다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지향점이 과거 대북정책조정감독기구(TCOG)의
사례처럼 조정(coordination)과 감독(oversight)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미일 양국을 견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일 양국의 견인은 외교적 독트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유연한 전략구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대북정책 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으로서 소다자 협력은
양자관계를 통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7)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의 목표를 ‘안보와 번영의 수호’로, 한미관계의 목표를 ‘평화의 기반 위에 번영
추구’로 표현한 것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 지향점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놓여있다.
관여를 통한 평화질서의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이 대북 억지 뿐만 아니라 대북 관여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유연한 접근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한중의 투트랙 전략
• 대북정책에서 투트랙 전략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의 투트랙 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일 협력 내에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병행하는
방식의 투트랙 구상도 필요하다. 최근 남북 간 통신선 복구 등 남북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기반으로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슈
측면에서는 안보와 경제, 또는 경성안보와 연성안보라는 협상 의제의 투트랙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는 당면 목표에 국한해보면 가장
시급한 투트랙 전략은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 의지를 거듭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 가시화하고 있는 북중 간 밀착구도 속에서
북한이 대화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7) Ibid.,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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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은 한미공동성명과 미일공동성명,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2018년 이후 사례에서 보듯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의 사전 양해가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 외교 유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의 방향과 내용을 대중국 설득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간에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공동의
관여전략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면 중국에게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과 평화체제 논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북한 대화 복귀 설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미중, 중일 간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 한중협력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와 다자협상의 병행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 시작하면 남북미중 등 이해당사국의 이익 교환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양보할 수 없으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핵심이익의 상호충돌 국면에서는 결국 협상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8)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안전보장을 위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해당사국들이
책임과 부담을 공유하면서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이행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노이 노딜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 역시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자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핵문제 해법을 위해
이란식 다자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근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교훈을 바탕으로 양자와 다자협상을

8)  Ibid.,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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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방식의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하다.9)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미중을 핵심국가로 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파트너국가로 하며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을 유관국가로 설정하는
한반도 평화의 동심원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10) 물론 한국 정부가 동심원의 중심부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한미 공동의 액션 플랜 필요
•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및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서 국제사회를 통한
백신지원 등 한미 공동의 대북 액션플랜(action plan)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협상 재가동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이건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이건 방법론적 유연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향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대북정책에서 한미 공조를 대미 의존과 자주성의 포기로만 해석하는
북한의 태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속도를 맞추어가되 상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사고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 명시적 지지를 선언하였고, 남북한 정상이 연락채널 복구를 계기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한미 간에 인도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창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9) 이기동ㆍ최용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관여와 유환의 재동조화(recoupling)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
략보고」통권 120호 (2021), p.14.
10) 성기영,『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INSS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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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 전략과제
이수형 수석연구위원

•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지역적  
국제적 안보 지형과 관련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안보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협력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는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안보 역량과 동맹 강화의 패러독스
• 이번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안보협력 내용 중 핵심은 우리의 역량 강화와 동맹 역할의 확장
가능성이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미사일 지침 종료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이다. 전자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필수적인 자주적 입장을 확보한 것이고, 후자는
한미동맹의 전통적 활동 영역의 확장을 암시하고 있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동맹 영역의
확장이라는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은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 그러나 한국이 직면해 있는 안보 현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외교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우리는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강화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오인(誤認)에 따른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낳을 수 있는 명분이나
구실이 될 수 있다. 동맹 영역의 확장은 동아시아 미중 경쟁 구도에 우리가 연루될 수 있는 동맹
딜레마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중적 안보 딜레마와 외교 유연성
•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안보 지형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안정적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걸쳐 진행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의 미중 경쟁 구도로부터 일정 정도 균형을
잡고 경제성장과 국가이익을 도모해야만 한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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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으로의 편승이나 급격한 경사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한국의 국익 신장도 담보할 수 없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미동맹의 활동 영역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우려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안보 딜레마와 동맹 활동 영역의 확장 가능성에 따른 연루라는 동맹 딜레마를 관리하면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외교 유연성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유연성은 대북 억제력 강화 못지않게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의 외교 유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는 언제든 이 싸움에 직접 연루될 수 있으며, 의미 없는 희생과 소모의
대상으로써 장기적으로 강대국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색해야 할 대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연루와 희생의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11)
•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중적 안보 딜레마가 유발될 수 있는 우리의 안보 지형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유연성의 첫번째 작업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안보전략은
동맹 편승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과거 우리는 냉전 구도, 남북한 대립과 경쟁, 우리의 역량
미달, 그리고 몸에 밴 의존지향적 안보 의식 등으로 동맹의존 전략에 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상황과
현실을 명분으로 습관적으로 과거의 안보사고를 정당화하고 이에 안주해 왔다.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고 의존적 안보 심리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안보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우리는 새롭게 감당해야 할
책임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변화된 안보 지형 및
우리의 역량과 의지에 맞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안보로 남북한 신뢰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 외교 유연성 맥락에서 새로운 안보전략을 준비하는 출발점은 안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냉전 시대에 배태된 갈등과 대립의 냉전적 안보 인식과

11) 김기정 외,『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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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나만의, 우리만의 안보’를 강조하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안보 도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서로의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듯이, 안보적 상호의존을 통해 서로의 불신을 낮추고 신뢰를
쌓아나가 철옹성같은 구조적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우리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적대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강조하는 협력안보는 위협 예방성, 점진성, 포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12) 안보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에서
비롯되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전쟁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군사 배치와 행동
금지를 통해 군사적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면, 지상ㆍ해상ㆍ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한 ‘9ㆍ19 군사합의’가 대표적이다.
• 또한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배타적 성격의 동맹과 개방적
성격의 다자안보협력체가 병행ㆍ발전할 수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동북아의 미래 발전방향은
한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한국이 항구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보전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다.
• 국가안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안보 지형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이중적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냉전 시대 ‘공포 속의 평화’를 경험했던 유럽 국가들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안보 상황이 지속됨에도 공동안보(common security)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와 같은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인식 전환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기억해야만 한다. 핵
군비경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고조되는 안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자신만의
일방적 안보가 아닌 서로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고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의,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안보도 고려하는 냉철하고 용기
있는 사고가 바로 외교 유연성의 안보전략이다.

12) 김연수, “협력안보의 개념과 국제적 적용: 북미관계에의 시사점,”『한국정치학회보』제38권 5호, 2004. pp. 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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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네트워킹 전략과제
박병광 책임연구위원

•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도출하였다.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선언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네트워킹에 대한 입장 정립과 방향성 설정을 전략적 과제로 제기한다.
미중이 주도하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는 결국 역내 국가들에 대한 ‘편가르기’를 통해서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시도하는
지역 네트워킹화 속으로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위험을 회피해야만 하며 우리의 외교적
유연성과 지역 전략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다자주의, 지역 네트워킹, 진영 경쟁
• 본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국가 간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제공하여
다양한 참가국들 사이의 협력을 수월하게 해줌으로써 국가주권과 국제질서 사이에 새로운
조정과 조화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13) 그러나 미중 경쟁이 구조화되고 상시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각자가 주도하는 ‘지역 다자주의’를 이용하여 자국 중심의 ‘지역 아키텍처’를 구축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등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견제이고 대응이다. 실상 미국과 중국은 모두 ‘다자주의’라 쓰고 ‘진영
경쟁’이라 읽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다자주의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고, 중국의 다자주의.
에는 미국이 없다는 점이다. 각자 우아하게 다자주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배격하는
치열한 진영 경쟁이 미중간 패권 경쟁의 한 양상을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추구하는 지역 네트워킹화는 상대방의 동맹을 훔치고, 친구를 뺏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한다.

13) Robert O. Keohane,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45, No.4(Autumn 1990), pp.
731-732.

13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

August 2021. No. 130

미중 양국은 세계무대에서 각자 자기 편 모으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세계질서의 재편은 교란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ㆍ태평양전략의 목적과 의도
• 인도-태평양 지역은 남중국해의 해양주권 문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미국의 동맹축
변화, 북한과 북핵문제 등과 맞물린 새로운 균열선(fault line)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해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과거 규범중심 전략을 군사안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7
년 1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핵심 전략 공간임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지역 장악을 견제하고, 지역의 주권과 자주를 보호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다.15)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주요 외교 및 국방전략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  발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집행을 위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기하게 된 속내는 이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에 기초하며, 새로운 안보  
경제질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자국 주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16)

지역 네트워킹에 내재된 위협 요소
•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네트워킹화 전략은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위협 요소를 내포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지역 구도가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14)  김기정 외.『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p. 122.
1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White House, December, 2017).
16) USDOD, Indo-Pacific Strategy: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D.C:
USDOD, June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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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중소국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의도한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규범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고, 중국이 계속 규범과 원칙을 위반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면서 쿼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적
성격도 노골화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위기감도 상승 중이다. 일례로 중국은 쿼드를 두고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냉전주의적 발상’이고 ‘아시아판 나토(NATO)’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긴장과 대립구조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경제, 외교, 군사, 안보 등 다방면에서 ‘반중연합’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미중간 지역
네트워킹화와 그에 따른 갈등의 고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이 지역이 미중 충돌의 장(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다.

외교 유연성 차원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
•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이라는 독특하고 운명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편가르기’에 따른 결단을
요구받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전략은 가능하다면 선택의 순간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선택하기보다는 선택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그러려면 일단
미중의 다자주의를 내세운 진영 경쟁의 네트워킹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교 유연성의 모색이 화두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고려해야 할 원칙과 대응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 있다.
•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정하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우리만의
접근방식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 원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역내 공동번영 △국제규범의 부합 △국제적 개방성 △평화
지향 등을 주요 원칙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
각국에 대한 독자적 접근과 협력 방안을 추구하되, 기존에 신남방정책을 위해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립된 접근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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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소다자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할수록 합류 여부에 관한 한국의 딜레마는 깊어질 것이다. 유사 딜레마를 안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 연대를 통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 견제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안보적 요소보다 경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태전략을 재구성.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배제하는 구도를 지향한다면 자국은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셋째, 미중 간 ‘경쟁 지속’과 ‘관계 악화’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지역 네트워킹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미중관계가 비록 패권경쟁의 서막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향방을 보아가면서 신중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현 국면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선에서 절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관계악화’
상황으로 발전하고 미국의 요구에 직면한다면 한국은 인태전략 참여를 공식화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국가를 사실상ㆍ잠재적 적으로 지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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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국 외교 전략과제
가. 대중국 외교
양갑용 책임연구위원

•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對)중국 외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선택 압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위한 외교 유연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는 미중 사이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선택으로.
부터 오는 실존적 불안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 유연성 확보는 필연이자
생존전략이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 공간 확대를 위해서 공동체주의, 소다자주의, 투트랙
전략, 피봇팅 전략 등 외교 유연성 실천 전략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중국의 주권국가 중심 사고
• 중국은 ‘주권’, ‘영토’, ‘발전이익’ 등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
강조는 주권국가 중심주의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고는 인류 공동 이익과 관련된 ‘공동체.
주의’ 인식의 확장을 어렵게 한다.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는 주권국가 중심 사고에도 불구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발전 측면에서는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다. 중국이 강조하는 평화와 안정,
발전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중국도 다자주의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 다자주의 협력이 바로 ‘국가주의적’ 인식을.
‘공동체주의’로 바꾸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 중국의 ‘공동체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공동체주의’ 확장이 주권과 영토의 침해 또는
약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른바 자발적인 ‘주권 제약’도 ‘공동체주의’
구축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익’을 중시하는 중국의 인식
전환 유도 필요성이 있다. ‘공동체주의’가 가져오는 이익이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익보다 적지 않다는 점, 인류 생존과 공영을 위한 상생의 가치라는 점도 중국 설득의 요소이다.  

17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

August 2021. No. 130

•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중국과 함께 역내에서부터 인류 공영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
주의’ 전략 공간을 함께 설계하여 중국의 ‘공동체주의’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국익’ 선호를 ‘공동체주의’를 통한 ‘가치’로 포장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다자주의를 통한 성과의 도출은 중국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데 매우 매력적이다.
방역,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관련된 보건 협력, 환경과 생태 협력 등은
실제로 협력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소다자주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다자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공영이라는 공동의 ‘가치’
지향을 갖는 ‘공동체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안보와 경제의 상호 결합
•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중국에 편승할 수는 없다.
또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안보와 경제,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할 수도 없다. 미국과 ‘동맹 강화’,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라는 딜레마는 선택이 아닌
관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에 경사되는 선택도 지양해야 하고 기계적 균형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 동맹 속에서 경제협력
지점을 찾고, 중국과 경제협력 속에서 안보협력 지점을 찾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를 대립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하는 전략적 혜안이 필요하다.
• 예컨대, ‘안보경제전략대화’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과 경제 대화와 함께 안보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경제와 안보의 연계, 이익과
가치를 융합하는 두 트랙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사이의 기계적
균형에서 전략적 균형으로 이동한 것은 한국이 가진 전략 자산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중국과 구체적인 문제에서 협력 공간을 만들어.
가는 피보팅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관계 도약을 위한 실천과제
• 한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은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인식을 함께했다. 대만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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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균형 전략에서 경사 전략으로 움직였다.
중국은 “한미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과 번영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지 중국을
포함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반발했다.17) 하지만 강도는 약했다. “대만
문제는 내정에 속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련된 일이다.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 쪽으로 반보(半步) 정도 발걸음을 옮기는 경사 전략을 보여.
주었다. 이제 중국 쪽으로 반보(半步) 정도 옮겨 미중 사이 전략적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생겼다. 5ㆍ21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후 본격적으로
한중이 함께 ‘전략’을 논의할 상황이 도래했다. 중국과 전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기초한 이익이 주권국가에 기초한 이익보다 크다는 상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호혜에
기초한 이익이 가치로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이
주창하는 평화, 발전, 안정, 문명, 문화, 민주, 자유 등 개념들이 사실상 인류 차원의 개념으로
서방이 강조하는 가치 개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중국에 접근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 우리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주권국가에 기초한 국익 추구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동서양의 보편
개념들을 체화하고, 이를 발전에 투사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유용한 설득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익과 가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경험은 중국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주장하는 개념과 가치들이 인류 보편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한중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 현장에서 이익과 가치를
결합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중국의 ‘공동체주의’ 인식과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한중
공통 인식의 확산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7) 中國外交部, “2021年5月24日外交部發言人趙立堅主持例行記者會”,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
t1878152.shtml (검색일: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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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일본 외교
김숙현 책임연구위원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16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으로는 첫 번째로 일본 스가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언론들은 2020년 9월 말 취임한 스가 총리의 첫 미일 정상.
회담이자, 외교 공식 무대 데뷔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그리고 회담 후 미일 공동성명에서
미일 동맹의 향배 및 대외전략, 북한 문제 등이 어떠한 내용으로 언급될지에 대해 한국과
중국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뒤인 5월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 언론보도를 통해 비교 평가되기도 하였다.18)

한미ㆍ미일공동성명에서 한미일 협력 강조
• 미일공동성명과 한미공동성명은 공통점보다는 차별성이 돋보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미일ㆍ한미 양국이 인식을 함께한 대목은 ‘한미일 3각 협력’이다. 한미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문제 대응,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일 3각 협력의 목표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거듭되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의 선조건으로 ‘강제징용

18) 미일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총 5번 등장했고, “중국이 국제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남중국해 문제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지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이 거론되었다. 반
면, 한미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언급되지 않은 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넣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
을 택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맹의 정의 차원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백악관이 발표한 미일동맹 첫 소제목에
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만들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문구가 들어
갔다. 또한 각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설명서(Factsheet)에는 ‘한미 파트너십’은 국가명만 넣은 반면, 미일 파트너십
의 경우 ‘경쟁력(Competitiveness)'과 ‘회복력(Resilience)’의 약어인 ‘CoRe 파트너십’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중앙일
보』2021년 5월 23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aid=0003103692 (검색일: 2021년 6월 25일)

20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

August 2021. No. 130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직되고 경색된
자세로 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우리는 보다 유연성을 갖고 포용적이며 때로는 가변적으로
일본과 마주해야 한다.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19)의 틀 안에서 대일외교의 전략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과도한 대일 및 대미 외교 경사는 자제
• 외교 유연성의 실천전략에 피보팅 전략이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질서에 대한
비예측성 및 유동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익구조를 냉정히 분석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전략이다.20) 앞서 언급한대로 5월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미 간 동맹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한국 외교의 유연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일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 개선과정에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중국에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외교적 원칙인 △법과 규칙에 기반하는 국제질서.
△평화 지향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이슈 우회와 협력 이슈의 발굴
• 한일관계에서 투트랙 전략은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역사문제를 입구에 두면서 한일관계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한일 간 모든 외교 사안에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삼권분립의 민주적 원칙은
상호존중되어야 하고, 역사문제는 특성상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문제를
한일 외교의 입구에 두는 것은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경직’ 관계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음을

19) 김기정 외,『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pp.92-109.
20) Ibid., pp.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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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들끼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대화의 창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한편,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된 훈련으로 일본 자위대 등의
외부 세력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불법 상륙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상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개명,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독도방어훈련은 고유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국토방어훈련으로 일본이 이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문제 등
갈등 지향적 이슈를 제기할 때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협력 지향적 이슈를 발굴, 제안함.
으로써 갈등을 감소시켜나가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한다.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 외교 현장에서 때로는 공동체주의 전략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유럽공동체의 사례이기는 하나,
보편성에 기초한 공동체 이익을 강조하면 매우 효율적이라는 교훈이 있다.
• 일본 사회에서 납치문제는 매우 긴요한 이슈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내 납치문제의 엄중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납치문제 해결을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비난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와 신뢰 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아베 전 총리나 스가
총리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일 관계의 진전, 개선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한국 정부가 북일 관계 개선에 유연한 중재자 또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권문제라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납치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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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국가 연합 형성 전략과제
장세호 연구위원

• ‘외교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 오랜 포박의식(siege mentality), 이분법적 세계관, 양자택일에 대한 압력을 이겨내고
‘유연하게’ 자신의 국가이익을 지켜내고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자신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외교 유연성 전략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였다.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외교
유연성 전략을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구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국가연합’(Middle Power Coalition)의 형성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중간국가’의 개념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 주지하듯 근대 국제정치는 강대국(major powers) 위주의 체제였다. 당연히 그동안 외교정책과
외교행태에 대한 학술  정책적 논의들도 주로 이들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른바 강대국 정치의 위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중간국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21) 중견국가(middle power), 중추국가(pivotal state), 중간국가(middle ground state),
낀국가(in-between state) 등에 대한 논의들이 바로 그것이다. 학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국가능력, 외교행태,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
등이 중요한 개념적 척도로 활용된다.
• 이를테면, 중견국가는 중간 정도의 국가능력을 보유하고, 대체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외교행태를 보이는 국가를 의미한다.22) 그리고 중추국가 개념에서는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가치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따르면, 특정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경쟁에서 이 중추국가가 어떤 강대국과 연대하는가의 문제가 해당 지역 질서의

21) 이수형,『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외교안보전략 3.0」』(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 51.
22) 김형종, “말레이시아 중간국 외교 전략과 중립성,”『아시아연구』24권 2호 (20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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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23) 반면, 중간국가와 낀국가는 개념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한다. 이 국가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단층대’(geopolitical fault zone)
에 위치한 국가들로서 외교적 선택의 압력에 강하게 노출된 국가들을 의미한다.24)
•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소위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들을 설명하는 개념들은 각각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보다는 교집합을 형성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개념들이 갖고 있는 세밀한
차이보다는 그 존재론적ㆍ기능적 의미의 중첩에 주목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국가.
능력의 규모(size)와 지리적ㆍ전략적 위상(position)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중견국가, 중추국가,
협의의 중간국가, 낀국가를 포괄하여 광의의 ‘중간국가’(middle power)로 정의한다.
• 흥미롭게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역, 즉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해있다. 또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두 측면에서 중간 규모의 국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질서를 도모하는 외교정책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강대국들로부터 지정학적 효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형적인 중간국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연성의 초점은 미중 간 경쟁과 대립에의 직접적인 연루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 유연성 전략이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중간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진영구도의 완화 또는 종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구조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전형적 중간국가로서 유사한 중간국가들과의 견고한 ‘연대’(solidarity)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3) 전봉근,『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서울: 국립외교원, 2021), p. 39;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외교안보전략 3.0」』, pp. 55-56.
24)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ㆍ지역연구』 29권 1호 (2020),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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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국가연합’의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 중간국가들과의 조직적 연대 또는 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의 구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전통적 중간국가들의 기능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들 중간국가와의 교감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전통적인 중간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행태의 측면에서 강대국 또는 약소국과 구별되는 독특한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먼저, 이들은 대체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도덕적 입장을 취했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여러 국제 현안을 매개로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보다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중재와 타협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선호했으며, 인류의 보편적 이익에 토대를 둔 공동체 또는 연합 제도의 구축에 관심을
둬왔다. 여러 관찰자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정의 촉진자(facilitator), 매개자(broker), 규범창조자
(norm creator)로서 중간국가의 지향과 역할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전형적
중간국가로서 한국도 국제적ㆍ지역적 안정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우선적으로 이들 전통적 중간국가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교감을 확대하고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주도했던 중간국가협의체로서 믹타
(MIKTA, 한국ㆍ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호주)의 형성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를 잘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 둘째, 더욱 넓은 범위의 중간국가들과의 연대와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주지하듯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립과 경쟁을 심화하고 있으며 전선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각각 강력한 세력연합을 구축하려 한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미중 경쟁에의 참여국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당연히 많은 중간국가들이 이 경쟁에의 연루를 원치 않지만, 양자택일에 대한 강력한 압력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이른바 ‘선택 강제’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다수 중간국가와 조직적 연대와 연합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구상주창자’(idea initiator)로서 국제적ㆍ지역적 차원의 긴장과 갈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중간.
국가연합’(middle power coalition)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아세안 소속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연대의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일본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행위자들은 각각 미국, 중국과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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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마다 독자적인 기동을 위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간국가연합’의 영향력 확대와 역내 진영구도의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가치와 이익의 여러 측면에서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중간국가연합’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혼합정체성’(hybrid identity)을 능동적으로
발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은 특정 국가 또는 국민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역사,
전통, 관습, 지향 등과 관련한 자기규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체성은 특정 국가와
국민이 오랫동안 자신을 타자와 구별해온 공유된 믿음체계이다.25) 한국은 반도국가로서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륙세력의 일부 또는 해양세력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는 양가적(兩價的)
존재이다. 이 때문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항구적인 압력에 직면해온
‘중간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짧은 기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이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근대성을 상징하는 이 2개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한, 특히 정치적ㆍ경제적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성공적으로 이동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처럼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경제적으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혼합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자연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혼합정체성은 국가에도 본질적으로
유연함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bridging state)로서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간국가연합’을
제안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를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5) Francis Fukuyama,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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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재 허브 구축 전략과제
김상걸 연구위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를 적시하면서, 한미 양국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연계성 증진을
통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 공조의 구체적 대상으로 법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회복 증진,
디지털 혁신, 개발, 에너지 안보, 수자원 관리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역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 및 역내 국가들의 전염병 예방진단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다짐하면서, 향후 한국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 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
나갈 것임과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한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양 정상간 이러한 합의는 글로벌 또는 지역적 국제공공재
성격을 갖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역내 허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정립에 좋은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백신 전문가 그룹 발족 합의
• 또한 한미 정상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특히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
하기로 합의”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대폭 확대”를
그러한 파트너십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 중점 부문으로서 관련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발족을
명시한 것은 이 파트너십에 대한 한미 정상의 강한 실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양국간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전세계에 미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서,
한국이 한미간 협력에 기반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공급을 위한 전세계적 허브국가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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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국가와 공공재 개념
• 허브(hub)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바퀴의 중심, 장소나 지역의 중심 또는 특정 활동의 중심을
의미한다. 즉, 허브란 각종 유무형의 가치, 재화, 자산 또는 행위가 주변으로 전파되고 방사되는
중심을 말한다. 따라서, 허브는 주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주변의 존재에 자신의
가치를 의지한다. 주변이 없는 허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브와 주변의 상호.
의존성은 양자 간의 소통, 조정 및 균형의 공간을 창출한다. 이러한 허브-주변 간 개념 도식은
국제적 가치나 재화를 주고받는 국가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 주고받는 대상이
무엇이던 간에 허브국가와 주변국들 사이에는 소통, 조정 및 균형의 공간이 형성되며 양자는
서로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브국가 개념은 그 자체로 상당한 긍정성과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그런데, 여기서 허브국가로부터 주변국들로 전파되는 대상이 글로벌 또는 지역적 국제공공재일
경우 양자간 관계의 가치는 배가되며, 허브로서의 위상은 보다 큰 전략적 자산이 된다. 그렇다면
‘공공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50년대 폴 사뮤엘슨이 주창했고 그 후 수많은 논문과
학술서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공재’ 개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소비자간
경쟁관계의 부존재’와 ‘배제가능성의 부존재’가 그 둘이다.26) ‘소비자간 경쟁관계의 부존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배제가능성의 부존재’는 특정인을 ‘공공재’ 소비를 통한 이익 또는 ‘공공재’ 부재로 인한
손해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시장에 의한.
‘공공재’ 공급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국제공공재와 관련해서는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정책적 개입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27)
• 사뮤엘슨 자신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의 공공재 개념은 수학적 모델 상의 ‘순수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의 ‘공공재’ 정의를 엄격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매우 희소하다. 흔히 공공재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국방이나 신선한 공기도 ‘소비자간
경쟁관계의 부존재’ 및 ‘배제가능성의 부존재’ 두 가지 요건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때때로 폴 사뮤엘슨의 공공재 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노력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 Daniel Bodansky, “What’s in a Concept?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Law, and Legitima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3, No. 3, pp. 652-653.
27)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 Global Public Goods Perspective on Environment and Poverty
Reduction: Implications for Dutch Foreign Policy”, 2011,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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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정책결정자들은 사뮤엘슨의 엄격한 공공재 개념이 아닌 보다 유연한
공공재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보다 실용적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로 정의하고, 코로나19
백신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간 경쟁관계’적 성격 및 ‘배제가능성’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유연.
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8) 현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시장에
의한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여 국가들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의 국제공공재적 성격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코로나 이후에도 환경, 안전 등 국제 공공재 중요성 증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치료제 및 백신 등을 국제공공재로 규정ㆍ정의하는 것은 이 재화들에
대한 전세계 또는 역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의
면허 개방’29)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백신 등 제작 관련 지식
자체는 강한 ‘소비자간 경쟁관계의 부존재’ 성격을 띠며, 국제공공재 개념을 발판으로 한국의
제약기업들이 출중한 생산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적  세계적 공급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환경보호, 평화와 안전, 감염병 예방ㆍ퇴치 및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적 기능과 같은 국제공공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공재 개념은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겨냥한다. 따라서 국제공공재
개념은 그러한 ‘불균형’의 원인이 된 시장의 결함을 바로잡아 ‘균형’상태를 도모하는 국제적
정책 시행과 연결될 때에만 그 실질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 국제공공재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행위를 촉구하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러한
이해는 국제개발 이슈와 관련한 전통적 접근법인 지리적ㆍ지역적 접근법과 아울러 분야별  
섹터별 접근법으로도 연결된다.30) 또한, 국제공공재 개념 자체의 지리적 경계 확장적 성격은

28) GAVI, “Are vaccines a global public good?”, 11 September 2020.
29) James Love, “The Use and Abuse of the Phrase ‘Global Public Good’”, GP Opinion, 28 September 2020.
30)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rench]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Global Public Goods”, S  
érie Partenariats, 2002, Se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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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양자관계를 넘어선 다자적 해결에 방점을 두게 하며 선진국-개도국간 남북관계와
깊이 연관된다.31) 따라서, 국제공공재 개념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중견국가, 중추적 중견국가,
교량국가 및 허브국가 개념들과의 연결점이 내재한다. 즉, 국제공공재 개념의 채택은 선진국개도국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의미하며, 국제공공재의 본질적 다자성은 중견국가
등에게 다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외교 유연성 발휘의 공간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한국의 경우처럼 필요한 기업인프라와 해당 공공재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중견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외교 유연성의 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 한미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국제적 이익을 위해”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익을 지역 전체, 그리고 국제관계 전반의 이익과 연결할 수 있는
관점과 능력”32)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외교 유연성 실천
전략으로서의 ‘소다자주의 전략’ 및 ‘공동체주의 전략’과의 연결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33)
국제공공재로서의 코로나19 백신 허브 구축은 과거 “지역 공동체 구축과 전 지구적 차원의
다자협력”을 추구했던 ‘교량 국가론’34)과 “협력의 지역질서” 및 “공생의 질서”를 모색했던.
‘동북아균형자론’35)의 현대적 발전 형태의 하나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결국 국제공공재 공급을
위한 허브국가에 대한 비전은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힘의
균형이 아닌 이익과 가치의 균형 원칙에 따라 지역적, 국제적 현안 해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한국 외교 유연성 제고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국제공공재 공급을 위한 허브 구축
구상은 한국 외교가 자기중심적 시야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빈곤, 재난, 테러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 가치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획득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
공급을 통한 국제적 이익 도모는 한국 외교의 차원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역내 연대와 협력 공간의 창출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지역적, 국제적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한 공헌에 이르기까지 한국 외교가
국제공공재 허브 구축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영역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1)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rench]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Global Public Goods”, S  
rie Partenariats, 2002, Sect. 2.3.
32) 김기정 외,『미중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p. 49.
33) Ibid., pp. 92-103.
34) Ibid., pp. 54-56.
35) Ibid., pp.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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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망 재구축 참여 전략과제
유현정 연구위원

• 지난 5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인공지능(AI),
양자기술, 5Gㆍ6G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 협력과 더불어 △반도체ㆍ의약품 등 주요
분야에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국간 첫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문제가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중간 공급망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연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를
자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개월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쿼드와 G7 정상회의, 미-EU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공급망’이었다.
•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뉴노멀(new normal)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공급망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탈동조화(decoupling)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3∼5년 늦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36) 중국과 미국은 개별국가 중 우리의 교역 대상국 1, 2위를 점하고 있어 양국간 공급망
경쟁은 우리의 대외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미중간 공급망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중경쟁이 초래하는 공급망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급망 연계 강화를 논의한 것이었다.

미중간 대내외 공급망 경쟁전략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미중 무역전쟁과정에서 미국경제의 높은 중국의존도와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미행정부는 자국의 핵심산업분야 공급망에서

36) Phillip J. Heijmansg. “Trade war costs global value chains 5 years of growth, UN says,” The Economic Times, 2021.6.25.

31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

August 2021. No. 130

중국을 배제하려는 탈동조화  탈중국화를 추진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
14017호를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4개 부문과 6개 산업기반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어 6월에 발표된 1차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핵심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최대 경쟁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국 핵심 공급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37) 공급망의
탈중국 정책은 현재 미국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 미국의 탈중국 정책과 중국 공급망 포위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과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역시 국내외적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쌍순환
발전전략’을 기초로 하여 자구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 기술분야에서 미국 공급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자립을
강조하여 외부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통과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서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밝혔다.
•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말부터 왕이 외교부장과 양제츠 중앙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자국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였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구상ㆍ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중-EU 포괄적 투자협정(CAI) 등을 통해
다원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미중간 무역전쟁이 양국의 탈동조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팬데믹은 그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공급망의 전면적인 탈동조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38) 공급망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중국관련 일자리는 24만개 이상 상실되고 1,080억 달러 규모의 GDP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39) 향후 미중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무역전쟁ㆍ기술패권경쟁에 이어 자국 중심의

37) The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to
Address Short-Term Supply Chain Discontinuities,” BRIEFING ROOM, The White House, 2021.6.8.
38) Yukon Huang and Jeremy Smith. “In U.S.-China Trade War, New Supply Chains Rattle Markets,” Commenta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1.6.24.
39) Oxford Economics,『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 Crucial Partnership at A Critical Juncture,』US-CHINA
BUSINESS COUNCIL, 2021.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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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된 경쟁은 모든 산업분야가
아닌 전략적 핵심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공급망 부문에 투영되면서 우리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의 외교행보는 자칫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미국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향후 우리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급망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한 세부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우리의 공급망 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공급망 확보라는 국익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국면에서 공급망의 붕괴가 초래한 경제침체와 국가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또한 경제강국은 자국의 공급망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망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원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 문제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과잉의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공급망의 다원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 행정부가 가치외교를 중시함에 따라 우리가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공급망 정책에 있어 이익과 가치가 충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선택가능한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망의 선택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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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작성 시급
• 이상과 같은 목표와 원칙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정부의 공급망 정책에 대한 세부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문제의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전략분야에 대해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불안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둘째, 양자간ㆍ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중심의 우리 이익.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뿐 아니라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환경을 극복하여 우리의 공급망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미중간 공급망 경쟁과 탈동조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로 연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공급망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兩得論)에 입각하여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얻어내기 위해
• 넷째, 미중간 양득론(兩
중견국가로서의 우리 입지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중간 공급망 경쟁에서 우리의
전략적 딜레마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기술강국으로서 우리의 입지를
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미중 어느 한 나라가 제공하는 공급망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함으로써 미중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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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유연성 모색의 시대전략

김원식 책임연구위원

•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 한미 협력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로 확장되었고, 협력의 영역은 안보를 넘어 신기술 개발과 국제 공공재 제공
영역으로까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호혜적 동맹으로의 성격 변화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을 체감하는 한편 보다 확대된 국제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도
절실한 상황이다.
• 확대된 국제적 책임의 수행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가치와 국익의 조화에 기초한 외교 유연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유연성에 기초하여 미중 진영대결 논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역내에서 연대와 협력
공간을 주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 구상의 성공적인
진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제고(提高)한다는 목적 아래서 우리는 먼저 한미 협력의 범위와
영역 확대에 주목하였으며,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외교 유연성
전략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이후 논의를 위해 한국의 외교 유연성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였다. 외교 유연성
전략은 경직된 이분법과 적과 동지의 논리에 기초한 힘의 추수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다. 외교 유연성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 공간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용성’과 ‘창의성’, ‘적응성’과 ‘가변성’, ‘민감성’과 ‘능동성’ 그리고 ‘기동성’ 등이
필요함을 우리는 먼저 강조하였다. 또한 이의 실천을 위한 공동체주의 및 소다자주의 활용,
투트랙 전략과 피보팅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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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리는 외교 유연성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후속 과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 첫째, 한반도 평화 구상을 재가동 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 없는 유연한 대북 접근이 필요하며,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을 병행하여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 되는 경우에는 양자 협상과 더불어 남북미중 4자는 물론 러시아와 일본
나아가서는 유럽연합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자협상 구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관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대북정책의
완벽한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유연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안보전략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동맹중심의 의존적 안보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안보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 안보의 상대성과
상호 의존성을 수용하는 협력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웃 국가들의 오인을 방지하고 연루와 희생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미국과 중국의 지역 네트워킹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원칙의 수립과 소다자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설정한 독자적 원칙에 입각하여 역내 각국에 대한 독자적 접근과 협력을 시도해야만 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지역 네트워킹 전략에 내재하는 특정 국가 배제 경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경쟁관계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입장 선택에도 대비.
해야 한다.
• 넷째, 대중 전략 차원에서는 신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소다자주의 접근과 이를 통한
국가주의 인식 틀의 극복 및 공동체주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이분법을 넘어서 예를 들어 한중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과
같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한중 협력의 경로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중 균형전략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전략자산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가치를 매개로 한중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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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대일 전략 차원에서는 역사문제를 한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입구로 고착시키지
말아야 하며, 현안과 미래협력 사안을 분리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일 3각 협력이 노골적인 중국 견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을 고리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여섯째, 미중 전략경쟁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국가 연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 중간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은 물론 선택 강제에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중간국가들 사이의 연대와 연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혼합정체성’은
해양세력과 대양세력,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 일곱째, 공공재 허브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한미 백신 협력을 국제 공공재 제공으로 새롭게
조명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환경, 평화, 보건, 국제금융 등 국제 공공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 공공재 제공을 위한 허브 기능을 적극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역내에서
새로운 연대와 협력 공간 창출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 여덟째,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라는
국익 추구가 우리의 제1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미중 사이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이익 다변화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시장원칙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성 존중도 중요하다. 또한 핵심전략분야 공급망에 대한 점검, 양자ㆍ다자간
무역협정의 활용, 시나리오별 대응 메뉴얼 준비도 필요하다.
• 오늘날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는 전 인류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코로나19는 물론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신안보 위협들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류 공동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기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국가들 사이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 또한 격화되는 미중 경쟁의 파고를 넘어 우리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분법적 사유에 입각한 힘의 논리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국면의 도래는 6ㆍ25 전쟁의 참화로 이어졌고, 이
전쟁을 계기로 동북아 냉전 구도는 완성되었다. 이후 남과 북의 힘의 대결은 반복되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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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남과 북은 핵과 첨단전력이 맞서는 상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단 이후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추구는 결국 변형된 형태의 상호 안보 위협만을
강화해왔을 뿐이다. 힘의 대결을 넘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 우리의 외교 유연성 모색 시도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들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공존의 가치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외교 유연성 전략 수립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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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plomatic Flexibility and Strategic Tasks
after the 2021 ROK-US Summit

Sung, Ki-Young et al.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a result of the 2021 ROK-U.S. summit, the geographical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xpanded, and the area of cooperation was also expanded to
include new technologies and global public goods. At a time wh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heading toward the New Cold War, ‘diplomatic flexi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planning,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iplomatic
strategies in order to widen the strategic space of Korean diplomacy and to diversify policy
options based on the follow-up tasks of the summit. Efforts are important to apply diplomatic
flexibility strategies such as minilateralism, two-track strategy, and pivoting strategy from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o rebuilding the global supply chain.
In order to restart the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 two-track strategy such as
parallel pusuit of ROK-U.S. cooperation and ROK-China cooperation together with is needed.
Minilateral approach among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security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seek a shift to a ‘cooperative secur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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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embraces the relativity and interdependence of security. While taking precaution not
to antagonize China in dealing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ROK needs to take flexible
actions in responding to phased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the relations
with China, a minilateral strategy will be useful to induce China's participation in new security
areas such as health and environment. In the same vein, a two-track approach to Japan by
separating history and future cooperation issues is necessary. We can further expand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flexibility by leading a middle power coalition between the U.S.China rivalry based on the ROK’s ‘hybrid identity’. Following South Korea's agreement to
serve as a vaccine supply hub at the Korea-U.S. summit, the ROK should also be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such as peace, health and
international finance in the post-COVID19 era. In order to cope with the U.S.-China supply
chain competition, flexible responses to diversify economic profits will be inevitable at a time
when complete decoupling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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