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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 메카니즘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내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모호한 균형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한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쿼드 플러스 창설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므로 한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국은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사안별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장, 자유항행 보장 등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러한 협력이 특정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안적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심어: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쿼드 플러스, 다자안보협력, 미중관계,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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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 메카니즘으로 쿼드의 활용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유지
• 쿼드

플러스는 쿼드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서, 한국도 ‘플러스’의 후보국으로 거론1)
• 미국

내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협력에 합의
-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협력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 지속
•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및 쿼드와의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 제기
-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모호한 균형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당수 전문가들이 제기
•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쿼드 플러스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낮으나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쿼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외교안보적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당
• 차제에

쿼드 플러스 참여, 쿼드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내외의 입장들을 정리 및 평가하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
- 쿼드와의 긴밀한 협력,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몇몇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한중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야기
- 이를 고려하여 쿼드와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병행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1)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가 쿼드 참여국 모두나 일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
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쿼드의 공식적 회합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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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쿼드의 성격과 참여국들의 입장

1. 쿼드와 쿼드 플러스의 형태와 성격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를 의미하는 쿼드는 점차 공식화, 제도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
- 2004년 쓰나미 대응을 위한 협력 목적으로 출범 후 2007년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안보
대화로의 발전이 모색되다 무산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부상
-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가시적 이행기구로 활용하려는 자세
• 쿼드는 점차 그 형태와 성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
- 2017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시 4개국 외교장관들이 쿼드 재개에 합의했으며 이후
쿼드는 고위급 협의채널 성격으로 발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2021년 3월 12일 쿼드 4개국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
24일에는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매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 쿼드 참여국들 간 협력의 형태 및 수준이 고정된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
- 쿼드 국가들 내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만이 참여하는 ‘삼각 안보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쿼드와 TSD는 안보 자율성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입장2)
• 4개국

협력이 쿼드의 근간이지만, 동시에 쿼드 국가들은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범위를 확대
- 쿼드가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교적인 정책연합, 특정
이슈 관련 공동보조, 군사협력 등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 참가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2) Tomohiko Satake, “The Future of QUAD,” paper presented at AIPS-JFIR Joint Zoom Conference (March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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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오커스(AUKUS) 출범에서 알 수 있듯이 쿼드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유일한 기구도 아님
• 쿼드 플러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 4개국과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협의를
계속하자 언론 등에 의해 붙여진 이름
- 이 협의에 참여한 7개국이 스스로를 쿼드 플러스라 칭한 적은 없음
• 향후 쿼드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참여국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 일본의 경우,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이를 견제하는 입장이라는
시각도 있음

2. 쿼드 참여국들의 입장
가. 미국: 대중국 포위 포석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쿼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쿼드 협력이 다시 주목
받음
- 쿼드 재개의 이면에는 2007년 쿼드 구성 1차 시도 좌절 이후 10여 년에 걸쳐 강화되어온
역내국가들 내에서의 중국위협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쿼드 재형성의 결정적 요인
- 국제질서의 파괴자(revisionist)로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무역분쟁은 물론 기술전쟁
및 표준경쟁과 이념적 갈등으로까지 전개
- 비건(Stephen E.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을 “말은 안 해도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
(an elephant in the room)”라고 지적3)

3) “Remarks by Deputy Secretary Stephen E. Biegun at India-U.S. Forum,” U.S. Embassy & Consulates in India, October 12,
2020, https://in.usembassy.gov/remarks-by-deputy-secretary-stephen-e-biegun-at-india-u-s-forum/ (accessed: Septembe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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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 내 협력분야의 전방위적 확대 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 쿼드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는 쿼드 확대 시도로 해석되기도 함
- 비건 부장관은 쿼드가 배타적인 집단화(exclusive grouping)를 의도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도 쿼드와 함께 일하겠다면 환영받아야 한다고
언급4)
•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쿼드 정상회의 핵심의제로 내세우는 등 쿼드가 특정국가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
- 이를 통해 반중국 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인도의 정상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국 등
역내국가들이 쿼드와 협력하기 용이한 분위기 조성
• 한편으로는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 제기
- 예컨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해상 보안을 포함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결의를 도출5)

나. 일본: 강한 쿼드 협력 드라이브
•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강력한 주창으로 부활
- 일본은 센카쿠열도(尖閣列島)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이 집단안보(안보다이아몬드)
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6)
※ 안보다이아몬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따온 명칭

4) Ibid.
5)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The White House, March 12, 2021, https://www.whitehouse.
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nt-statement-the-spirit-of-the-quad/ (accessed:
September 3, 2021).
6) Richard Javad Heydarian, “Japan’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East Asia Forum, February 15, 2013, https://www.
eastasiaforum.org/2013/02/15/japans-democratic-security-diamond/ (accessed: September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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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쿼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적극 권유
-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 의회 연설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의 합류 필요성을 역설하며 쿼드의
필요성을 강조
- 2012년 2차 집권 시 쿼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제시, 2016년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 구상
(FOIP)’을 발표하며 ‘자유와 번영의 호(弧)’와 가치외교의 필요성을 역설
• 스가 총리 역시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 등을 통해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쿼드 협력 강화를 논의7)
- 스가 총리는 모디 총리와 일본ㆍ인도 양자 협력과 함께 일본ㆍ호주ㆍ인도ㆍ미국 4자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키자는 견해를 공유
- 스가 총리는 동ㆍ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와 중국의 해안 경비법,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
• 아베

총리의 쿼드 및 인도-태평양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적극
반영8)
- 일본은 쿼드의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편, 쿼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미국 이상으로 적극적

다. 호주: 중국 위협 인식 증대와 대응
• 2007년

말 쿼드에서 탈퇴했던 호주가 적극 참여로 입장을 바꾼 근본적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압력에 대한 불만
- 중국이 후원금, 기부금 등을 통해 호주의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고,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 확산
- 2017년 7월에는 노동당 샘 데스티에리(Sam Dastyari)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기업의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보를 건네준 혐의 등으로 사임9)

7) 이지예, “日스가ㆍ인도 모디 총리 통화…“쿼드 협력 꾸준히 발전”,” 뉴시스, 2021년 3월 9일, https://newsis.com/view/?id
=NISX20210309_0001364722&cID=10101&pID=10100 (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8) 이하원, “일본이 주도한 ‘쿼드’… 영국 합류 ‘퀸텟’으로 확대?”『주간조선』, 2021년 3월 21일.
9) Stephanie Peatling and Fergus Hunter, “China scandal: Embattled Labor senator Sam Dastyari resigns from Parliament,”
Sydney Morning Herald, December 12, 2017,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china-scandal-embattled-labor-senator-sam-dastyari-resigns-from-parliament-20171211-h02ddn.html (accessed: September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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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호주가 가장 먼저 동참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계기
• 호주의

코로나19 원인과 중국 책임 규명에 관한 국제조사 참여에 대응하여 중국이 호주산
소고기, 보리, 와인 수입에 제동을 걸자 반중국 정서 더욱 고조
•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호주의 강한 경계심리도 쿼드 참여의 동력으로
작용
- 호주의『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2020 Defence Strategic Update)』와『2020년 군사구조
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등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
-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국방비 지출도 크게 증가
• 2021년 9월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 견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 앞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어떤 압력에 직면한다면
쿼드 회원국이 이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10)

라. 인도: 반중국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우려
•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인도가 쿼드의 일원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
- 냉전기 비동맹운동 주도국인 인도는 2007년 ‘미ㆍ인도 민간 원자력 협정’을 전후하여 미국
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2017년부터 쿼드 회동에도 참가
• 2012년 시진핑(Xi Jinping) 집권 이후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공세적 대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인도의 위협 인식 증대11)
-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인도양 지역에서의 세력확장에 대해 깊이 우려

10) Justin Sungil Park, “쿼드 정상, 첫 대면 회담… 모리슨 “백신, 기술 협정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인도 태평양 건설”,” SBS
코리아, 2021년 9월 25일,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scott-morrison-says-quad-alliance-vaccineand-tech-deals-help-build-strong-stable-indo-pacific (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11) 최원기, “인도와 쿼드 정상회의: 참여배경과 향후전망,” IFANS Focus, March 31, 2021, file:///C:/Users/kuhnl/Downloads/The%20Full%20Text.pdf (검색일: 2021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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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중국과의 국경분쟁도 위협인식을 높여 왔으며 2020년 6월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한 이후 중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 공고화
• 미국과의 협력은 외교 및 경제 차원을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발전했으며 쿼드 국가들과의
연합훈련도 진행
- 미국과의 연례 해상합동훈련인 말라바르 해군 합동훈련(Malabar naval exercise) 진행
- 2015년부터는 일본이 이 훈련에 정규 멤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호주도
참여
• 대미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해 왔으며 2018년에는 미국과의 연례 2+2 장관급 회의 시작12)
- 2020년에는 미국-인도 간에 위성과 지도 데이터 등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교류 협정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CA)’ 체결
• 인도는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주로 하는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더욱이 군사협력 차원을 넘어서 다자동맹의 일원으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희박
• 군사력은 물론 종합국력이 중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의 위협에
취약한 인도로서는 중국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기 어려운 형편
- 이 때문에 쿼드 출범 시기부터 인도는 회원국들 중 참여 동기가 가장 약한 멤버로 지목되어
왔음
- 현재 국경분쟁 중이지만, 중국의 경제대국화로 인해 인도가 중국과 협력해야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

12) 한미 2+2 장관급 회의의 경우 2010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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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쿼드 참여 및 협력 관련 쟁점

1. 쿼드 플러스 참여 관련 쟁점
•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
• 2020년

8월 쿼드의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거론됨으로써 쿼드 및
쿼드 플러스에 대한 관심 증대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20년 10월 개최된 인도-미국 간 2+2(외교/국방) 화상
회의에서 미국의 세계적 동맹국들, 특히 NATO, 일본, 호주 등이 이미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
- 특히 쿼드 4개국 이외의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다자
안보협력 구상이 4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13)
•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한 바는 없으나 미국 내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은 사실14)
- 특히 군 출신 인사들이 한국의 쿼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
- 쿼드 플러스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미 전문가들은 한국이 밖에서 영향을 받은 수동적
입장에 서는 것보다 쿼드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
- 쿼드 플러스 불참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참여를 통해 얻는 안보적 이익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기

13) “Remarks by Deputy Secretary Stephen E. Biegun at India-U.S. Forum.”
14) 백성원, “[기획: 미 안보 전문가 20인 진단] "한국, '쿼드 참여'로 국익 확보해야...옳은 결정 기대",” VOA, 2021년 5월 19일,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south-korea-quad/6058786.html (검색일: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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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쿼드 플러스 창설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15)
-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2021년 5월
18일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16)
•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 표명
- 2020년 9월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회의에서 쿼드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발언
- 2021년 3월 11일에는 최종건 외교차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 지난 3월 쿼드 정상회담과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쿼드 플러스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중국보다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이 한국의
쿼드 관련 활동 내지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고 주장17)
-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도 전개
• 일부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인들도 한국이 쿼드 플러스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 미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은
분명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함18)

15) 이상헌ㆍ변덕근, “비건 "'쿼드' 어느 시점엔 공식화해야…확장 언급은 시기상조",” 연합뉴스, 2020년 10월 21일, https://
www.yna.co.kr/view/AKR20201021001800071 (검색일: 2021년 9월 1일)
16) 이상헌ㆍ변덕근, “캠벨 美조정관 "현시점 쿼드 확대 계획 없어…한국 등 협력확대",” 연합뉴스, 2021년 5월 19일, https://
www.yna.co.kr/view/AKR20210519003200071 (검색일: 2021년 9월 1일).
17) Ramon Pacheco Pardo, “South Korea rebuffed Trump. Here’s why it might cooperate with Biden: The Moon government
might be interested in joining ‘the Quad,’ if doing so doesn’t openly antagonize China,” Washington Post, May 21,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1/05/21/south-korea-rebuffed-trump-heres-why-it-might-cooperate-with-biden/ (accessed: September 1, 202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May 26, 2021, https://sgp.fas.org/crs/row/IF10165.pdf (accessed: September 2, 2021).
18) 노민호, “가입 압박받는 쿼드플러스, 쿼드와 다른점은…亞나토 구상 주목,” 뉴스1, 2021년 3월 16일, https://www.news1.
kr/articles/?4241852 (검색일: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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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쿼드 대면정상회의 후에는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 참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요청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주장도 제기19)
• 한국이 쿼드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개20)
- 확실한 핵우산 보장, 미중관계 악화 최소화 노력 요구 등 조건을 걸고 쿼드 플러스에 참여
하자는 입장
• 미국과의 기술동맹, 백신 협력 등이 절실하므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21)
• 쿼드와

쿼드 플러스가 다자안보협력을 넘어선 대중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재로서는 기우인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관련 논의에서 중국 견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군사동맹화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는 상황
•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아시아판 NATO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유럽 안보를 위한 협의기구로 러시아도
참가하고 있는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
• 더욱이 쿼드가 군사적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경우, 쿼드 참여국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인도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

19) 신보영, “쿼드 정상회의와 文의 ‘역행’ 외교,” 『문화일보』, 2021년 9월 27일, http://www.munhwa.com/news/view.
html?no=2021092701033011000002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20) 김인엽ㆍ김혜린, “‘쿼드 가입’ 압박 높이는 美… 핵우산 등 요구할 수 있어야,”『서울경제』, 2021년 3월 15일, https://www.
sedaily.com/NewsVIew/22JTI0QOFH (검색일: 2021년 9월 8일).
21) 한예경,

“반도체도 백신도 美협조 절실…‘쿼드 참여’로 바이든 설득을,”『매일경제』, 2021년 5월 17일, https://www.
mk.co.kr/news/politics/view/2021/05/476871/ (검색일: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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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가

군사적 협력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동맹’(Coalition of Democracies)과
같은 가치공유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갈 수도 있음22)
-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다자안보협력체 혹은 동맹보다는 외교적인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중국의 반민주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행태를 공격하는 협력 장치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큼
• 이와 같은 수준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적 연루를 피할 수 있으나 한국의 쿼드 참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선택
- 중국과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미국 등 쿼드 참여국들과 한국 사이에는 중국에 대한 중요한 인식 차이가 존재
- 기존의 쿼드 참여국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주변지역 투사에 대한 강한 위협인식을
공유
- 반면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상 위협을 느꼈다고 할 만한 상황은
부재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갈등 시에도 중국은 안보상 위협이 아닌 경제적 보복을
선택
•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여 그 성격이 중국 견제가 아닌 지역협력 중심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미국과 일본이 중심인 쿼드의 성격상 현실성이 약함
- 미중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중국 견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

22) “EP Think Tank Briefing: The Quad: An emerging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of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March 19, 2021, https://portal.ieu-monitoring.com/editorial/ep-think-tank-briefing-the-quad-an-emerging-multilateral-security-framework-of-democracies-in-the-indo-pacific-region/ (accessed: Sept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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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쿼드 플러스 참여를 한국의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동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물론 안보상의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한국의 쿼드 참여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삼각동맹화, 동북아시아판 나토 형성,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대결 및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중국 내 우려가 높은 상황23)

2. 쿼드와의 협력 관련 쟁점
• 당장의

쿼드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들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는 높은 관심을 표명
• 특히

이러한 협력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음
- 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24)
- 대통령 취임 후인 2021년 2월 문 대통령과 통화 시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이라고 언급25)
• 한국과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에 대해서도 많은 실무적 논의를
진행
- 2018년 8월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북미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월터 더글라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미국 측 수행인원과 협의

23) 차병섭, “중국, 한국 쿼드 참여 가능성 우려…여러 차례 입장 문의,” 연합뉴스, 2021년 4월 24일, https://www.yna.co.kr/
view/AKR20210424041500097 (검색일: 2021년 9월 23일).
24) “In calls with leaders of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Biden emphasises on a secure, prosperous Indo-Pacific,” The
Hindu, November 12, 2020,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in-calls-with-leaders-of-australia-japan-and-s-korea-biden-emphasises-on-a-secure-prosperous-indo-pacific/article33080894.ece (accessed: September 9, 2021).
25) Robert Burns and Matthew Lee, “US and South Korea agree on new cost-sharing deal for troops,” AP, March 8, 2021,
https://apnews.com/article/seoul-south-korea-military-affairs-asia-east-asia-b2216eea05c7a9d3683cb48c9ae83ada
(accessed: Sept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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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20년 7월 방한 시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
정책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조율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
- 2020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외교당국자 회동(부차관보급)에서도 구체적
실행을 위한 논의 진행
• 한미 정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연계를 위한 논의 전개
- 2019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소개
-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도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26)
•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의 핵심수단들 중 하나이므로 한국이 쿼드와의 협력 없이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를 꾀하는 것은 불가능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쿼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 개진27)
- 미중이 대립하는 사안들 중 대부분은 제로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국이 입장을 빨리
밝히지 않으면 미국의 대한국 인식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중국의 대한국 인식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28)
• 이러한 주장은 협력 아니면 비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쿼드와의 사안별
협력 가능성을 경시하는 맹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

26) 청와대,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5월 22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08 (검색일: 2021년 9월 9일).
27) 이상현, “쿼드와 한국: 쿼드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ifs POST, 2021년 6월 6일, https://www.ifs.or.kr/bbs/board.php?
bo_table=News&wr_id=3545 (검색일: 20212년 9월 9일).
2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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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야

협력의 경우 쿼드 참여국들 전부 또는 일부와 비참여국들이 참가하는 군사훈련 참가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
-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수행하는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미국,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피치 블랙(pitch black) 등의 군사훈련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29)
- 쿼드 4개국 모두가 참가하는 말라바 훈련의 경우 ‘쿼드 군사훈련’이라는 상징성이 강해
한국이 참여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움

Ⅳ. 한국의 대응방향

1. 쿼드 플러스 참여 관련 대응
가. 쿼드 플러스 공식 참여는 신중
•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시간을 두고
쿼드의 성격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
- 미국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한중관계의 심각한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선택
- 한국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편안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음

29) 구윤모, “공군, 내년 인도태평양 연합훈련 ‘피치 블랙’ 첫 참가,”『세계일보』, 2021년 9월 13일, https://m.segye.com/
view/20210913512589 (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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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 쿼드와의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하는 바나 쿼드의 공식 입장도 쿼드 확대가 아니라 쿼드와 여타 국가들
간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나.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 강화
•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어 온 국가들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
-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쿼드 플러스 참여가 거론되어왔음
• 베트남,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쿼드 플러스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쿼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
- 쿼드의 외연확대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유럽국가들인 프랑스, 영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
또는 쿼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과 우려하는 바도 조사
• 군사력

전개보다 역내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 국제적 규범 적용,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 협력 등을 강조하는 EU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상호협력 추진30)
-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대결보다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에 주목하여 신남방
정책과의 공통분모 확인 및 활용31)
• 유관국들에게

1.5트랙 회의 또는 공동학술연구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

30)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September 16, 2021, https://ec.europa.eu/
info/sites/default/files/jointcommunication_indo_pacific_en.pdf (accessed: September 23, 2021).
31) “EU 새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협력 필수”,” VOA, 2021년 9월 17일, https://www.voakorea.com/a/6232460.html (검색
일: 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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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적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 제안
• 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 움직임은 유럽에 비해 약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쿼드 탄생의
배경으로도 작용
• 동아시아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 창설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쿼드의 동력을 흡수하거나 쿼드와의 간접적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 일례로,

신안보 영역에서의 정보교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경보 발령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기정보기구’ 설립 추진
- 마약 유통, 테러, 해적 행위, 기타 다국적 범죄, 자연재해, 각종 감염병 확산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보 취합 및 공유, 사태 발생 시 경보발령 등을 지향
-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대양주 국가들과 서남아시아 국가들로 확대
• 중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구에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토록 견인
• 새로운

다자안보협의체 창설이 어려울 경우 아세안 + 형태의 기존 메커니즘들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것도 가능
•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이 쿼드 확대를 재추진할 가능성에도 대비
-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의 멤버십 확대에 대해 클럽형 또는 폐쇄형 협력보다는 개방형 협력을
제안하는 등 쿼드의 미래에 대한 한국 자체의 구상도 필요

2. 쿼드와의 협력 방안
가. 원론적으로 협력에 대한 열린 입장 견지
• 쿼드와

관련,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협력의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는
자세를 명확히 할 필요
- 쿼드와의 협력은 사안에 따른 당국자 간 협의, 주요 이슈 발생 시 외교적 공동입장 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쿼드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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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참여국들 중심으로 지역협력을 표방하는 회합이나 모임이 열릴 경우 여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나. 한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활동 참여
• 쿼드의

논의 사항이나 표명된 입장들 중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장, 자유항행 보장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국 역시 공감하는 상황이므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존재
- 이런 이슈들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것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쿼드 플러스
가입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음을 고려
• 여러 부문에서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되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사안별 협력이 바람직

다. 특정국가 견제의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
• 쿼드가

표명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되 특정 국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
-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의
협력을 추구
• 분쟁과 갈등의 물리적 해결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창
-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의 예방과 경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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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d-related Trends and South Korea's Response

Zeno Ahn
Sangkeun L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U.S. sees the Quad as a major cooperative mechanism for promo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here is an opinion in the U.S. that South Korea needs to participate in Quad Plu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is already
being promoted. As a result, many experts in South Korean and abroad argue that the
ambiguous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no longer be maintained and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a firm stance through Quad Plus participation. The U.S. government has
repeatedly stated that it has no plans to create Quad Plus. Therefore, Korea does not have to
rush to participate in Quad Plus. South Korea needs to express its position that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the Quad is open in principle and cooperate with the Quad on a caseby-case basis. It is desirable to actively cooperate with Quad on issues related to values
consistent with Korea's identity, such as democracy, market economy, human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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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navig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give the impression that this cooperation is
intended to check a specific country. Furthermore, efforts such as proposing an alternativ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need to be made.

Keywords: Indo-Pacific strategy, Quad, Quad Plu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U.S.-China relations,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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