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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서울대 교수)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 미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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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현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좌교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IPS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집행위원, IT정치연구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상,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ICAS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학술도서상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 출판부, 2014), 『The Possibility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NU Press, 2017), 『신유목적 민주주의』 (나남, 2009)
등이 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한민국 공공외교위원회 민간
위원 및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전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
르완다학살독립조사위 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의장자문관, 서울국제포럼 연구위원장, 미국 콜럼비아대 초빙
교수, MIT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유엔 다자주의 틀에서의
강대국 정치: 안보리 결의안과 미중안보경쟁”(2018), Human Security and
Cross- Border Cooperation in East Asia (2019), “평화외교와 안보공공
외교로서의 PKO에 관한 고찰”(2019),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t Risk? Causes and Remedies” (2019) 등이 있다.

■ 필진 소개

이윤영 (전 주네덜란드대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학사),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공부하였다(경제학･유럽정치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FTA교섭국장,
주방글라데시, 부탄 대사(2012~2015), 주네덜란드 대사(2017~2019)를 역임
하였다. FTA교섭국장으로서 여러 국가들과 FTA협상 수석대표를 담당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세계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당사
국총회의장(2018~2019),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편성 분과장 등 여러 국제
기구 주요 직책을 담당하였다. 주요 공저로는 『EU정책브리핑』 (2007),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 (2008) 등이 있다. (Email. coolyoung21@gmail.com)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화여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에서 정치외교 석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2018), 주국제연합한국대표부 차석대사(2016~2017), 개발
협력국장(2013~2015)으로 근무했다.

김성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양대 경제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 at Bloomington) 법학전문대학원에서
SJD 학위를 획득하였다. 국제법평론회 회장, 국제법학회 부회장,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국제법분과위원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Study Group
(Cybersecurity,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외교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2등 서기관(2008-2010)으로 근무하였다. 주요 논문
으로 “Eastphalia Revisited: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Eastphalia
to Post-Westphalian Possibilities” (Pacific Focus, 2018), “창조된 역사,
웨스트팔리아조약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평론, 2016),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대한 일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3), “Human Security
with an Asian Fac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2010),
“Eastphalia Rising? Asian Influence and the Fate of Human Security”
(World Policy Journal, 2009 with D. Fidler and S. Ganguly) 등이 있다.

■ 필진 소개

주재우 (경희대 교수)
현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미국 웨슬리언(Wesleyan)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6.25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 (경인출판사, 2017,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종이와 나무,
2018) 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자문위원(2008), 통일부
정책자문위원(2008-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및 이사(20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2012), 북한연구학회 부회장(2015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7-201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2017~2019), 대통령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2018~현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
인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법문사, 201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한울, 2009) 등이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 방문연구원 및 한국국제정치
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에서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정치
대국 일본』(199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2003), 『한반도 평화체제』
(2007), 『뉴 한반도 비전』(2012),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
경쟁과 국가안보』(2016),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교환론』
(2019)가 있다.

■ 필진 소개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연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국립대 연수를 거쳐 2000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이래
안보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북한 군사･핵 문제를 천착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국제정치 전공
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저널리즘을 떠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ISDP)에서 Visiting Fellow로 머물며 주요 핵 보유국의 핵 운용전략과 북한의
핵 교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2017년 국립외교원에 합류했다.
저서로 『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2009)와 『북한 군사전략의 DNA』(2013)가
있다.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국제법전공)를 받았다. 오스트
리아 Diplomatische Akademie 수료, 미국 Americ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Associate),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초빙교수), 직업외교관으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국제표기명칭대사,
한일청구권협정대사, 주네덜란드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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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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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이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되었으며, 발생후 반년 만에 전 세계 천만 명이 넘는 인류가
감염되었고 5십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6월 30일 09시 기준, 확진자
10,199,794명, 사망 503,457명,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팬데믹은 세계
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
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최우선 대책으로 지역봉쇄, 국경봉쇄 등으로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막고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지난 수년간의 탈세계화와 보
호주의의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 들은 중국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여 팬데믹을 막기 위한 대한 국제적 협
력보다는 미･중 간 대립만 격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각국의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질서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번호 『외교』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오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 정치, 경제, 국제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
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정
치체제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이지만 결국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
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의 가속화와 보호주의의 강
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 상황에서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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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당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 교수는 미래 국제질서도
결국 힘의 배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임혁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질서는 물론 각국의 국내질서도 변화
할 것으로 본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강화, 국제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세계
화 시대의 정치에서 보호주의 강화,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 비자유주
의적 스트롱 맨의 정치로 이동할 것이며, 사회는 토착주의(nativism), 포퓰리
즘, 비대면(untact) 고립사회로 변화할 것이라 지적한다. 임 교수는 코로나 사
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개별적 대응과 그 국내적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염병의 특성상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신화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인간안보측면에서 접근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등의 확산을 경계하고,
다른 비전통안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 강화 등 국제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이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의료 방역분야 협력도
국제사회를 통한 인간안보 활동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영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는 사람들의 왕래 및 소비, 여행,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교역 등 일상들이 마비되면서 실물경제에 위기가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위기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
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질서는 다극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결국, 국제무역체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신뢰 약화에 이어
이번에 경험한 지역화(localization)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러한 내부지향적 인식 변화는 세계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각국의 경제를 취
약하게 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정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적 약화가 예상되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외교적 입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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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괄적 국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실용적 다자주의(pragmatic multilateralism)’
접근법을 통해 다자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 국
제문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구상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성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서방측이 중국의 국제책임문제를 제
기한 것에 대해 현재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책임에 대해 국제 관습법을 초안해
놓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국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와 no-harm rule 등의 적용 문제는 장차 중국의 국가행위와 코로나19 팬
데믹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재우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으
며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굴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
국이 협력하고 공조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주 교수
는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이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의 여러 요인
(인공지능, 5G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하게 변할 것이지만, 현
실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체제와 질서의 본질적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 간의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박사는 우리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우리의 위상 강화를 통해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입장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
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과의 공조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양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한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
하는 것에 북한도 동참해야 한다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닌 ‘통남통미(通
南通美)’, ‘선남후미(先南後美)’가 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아쉽게도
양 박사의 글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전 탈고되어 그 이후 사태진전
과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 변 대 호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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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세계변화 전망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재의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미증유(未曾有),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확신을 갖고 단언하기 어려
운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세계는 이 시점에 네 가지의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이에는 지정학의 귀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그로 인
한 심각한 경제위기가 포함된다.
30년 전만 해도, 냉전만 일단 끝나면 세상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
했지만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
나고 - 혹자는 이를 ‘역사의 종언’으로까지 표현했지만 - 21세기 초는 지정
학의 강력한 귀환을 알리고 있다.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과 패권국 미국 사이
의 경쟁과 대립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서까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정학의 귀환이 4차 산업혁명과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즉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기술 경쟁이 있고, 그 기술 경쟁
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빅데이터
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고, 알고리즘과 연산 영역에서는 누가 더 앞서는지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기술이 민군 겸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곧 지정학
의 귀환과도 밀접히 연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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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대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8%로 이는 근 30년 만에 처음 겪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
역시 금년 경제성장률이 좋아야 –5.9%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
역시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한 만큼이 줄어드는 수준의 큰 충격이 예상되
고 있다.

Ⅰ. 국제질서 변환의 세 가지 촉매
네 가지 거시적 추세의 동시적 발생은 세계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의 변환
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탈세계화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사실 1990
년대만 해도 국제사회의 화두는 세계화였다. ‘이제 주권은 희석되고 국경도
사라진다’며, 세계화와 국제화만이 나아갈 길인 양 얘기하던 때가 있었다. 그
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가 서로에 대해 국경을 봉쇄하고,
심지어 이민의 나라인 미국은 이민을 잠정 금지하기에 이른다. 주권과 국경
의 강력한 귀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 역시 강화되고 있다. 마스크와 화장지까지 전략
물자로 규정되는 시대에 모두 어떻게 하면 자국의 국경 안에 더 많은 물건들
을 비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존의 세계화, 국제화 추세와는 상
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입학 허가를 받고도 유학을 가
지 못해, 국가 간 교육과 연구 교류조차도 단절되고 있다.
확전을 거듭하던 미･중 무역전쟁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중
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진화되었다. 코로
나 사태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중국정부가 과연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지
킬 수 있을 것인가? 혹여 그러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게 어떤 제재를 가
할 것이며 이것은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5

특집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질서 변화

이전에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은 오로지 주요 소
재나 부품을 얼마큼 싸고 효율적으로 공급받느냐에 있었다. 또 이 원칙에 기
반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짜여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계의 공장 - 물론
지금은 세계 시장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지만 - 중국이 위치해 있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제 세계 각국은 ‘싸게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
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재고의 비축으로
이는 주권 및 보호주의의 강화와 직결되며, 더 나아가 세계화와는 반대로 가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자동화 설비의 대폭적인 확산인데, 이것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충격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셋째, 아무리 멀어도 저렴하게 공
급만 해주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부품과
소재를 제공받는 인근화, 지역화가 주된 추세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가치 사슬을 따라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고 있으며, 중국이 담당하던 부분을 다른 나라들
(예컨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이 가져가는 ‘다변화(diversification)’ 역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양한 교류의 경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심지어 식량 및 자원에 대한 주권 인식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을 배
제할 수 없다.

Ⅱ. 팬데믹이 노출한 ‘선진국’의 민낯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소위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안타
까운 모습이 적잖이 드러났다. 5월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위
5개 국에는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이 위치해있다. 또 상위 10개
국을 보면, G7 즉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 성원 중 일본을 제외한 여섯 나
라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강한 군대, 부유한 경제가 실제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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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기준인지에 대한 성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새로이 조망된 것으로 미국의 모습을 들 수 있다. 가
장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로 인해 사망하면서 슈퍼대국이자
세계패권국인 미국이 자국의 보건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대외관계의 핵심인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조차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
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방역 및 보건 협력체계의 구축에 있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안하면 그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코로나 감염증의 초기 확산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은 중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베이징대
학 자칭궈(賈慶國) 교수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바오부상취(報不上
去)’로, 지방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잉뚜이츠놘(應對遲緩)’,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의 전염이 가능함을 알고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늦었
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5월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중국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국가주의(大國小民)가 위치해 있다.
즉, 국가의 강력한 권위를 십분 발휘해 – 우한(武漢)시와 후베이(湖北)성의 전
면 봉쇄를 통해 - 국민의 움직임을 적극 통제함으로 방역 목적을 달성했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패권국 미국이 하지 못했던 주변국 및 우호국에 대한 지원
과 국제적인 방역/보건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강실크로드’(健康絲綢
之路)라는 담론의 제시를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 – 특
히,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등 – 을 돕고 있으며, 아프리카 54개 국에게
테스트킷, 마스크, 방호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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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중 패권경쟁의 관전 포인트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제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전반적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이 ‘한배에 동승해 팬데믹이라는 험난
한 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기(同舟共濟)’를 기원하지만, 실제로 양국이 보이는
행태는 같은 배를 타기는커녕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各行其是)’에 가깝다.
향후 미･중 패권경쟁과 연관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 그 무엇보다
도 첫째는 미국과 중국 중 누구의 회복 탄성(recovery elasticity)이 더 클 것
인가이다. 중국은 어려움을 일찍 겪고 회복과정에도 먼저 진입한 반면, 미국
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역시 언젠가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인데, 그
이후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인가?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不在)한 첫 번째
전 지구적 위기를 맞아 – 혹자는 이를 G-0로 부르기도 하지만 -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먼저 개발할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양
국 간 실질적 힘의 차이와 무관하게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힘의 크기를 보여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경쟁에서의 핵심은 중국 사례를 대표로 하
는 국가 주도의 위기 대응 체제와 미국/EU를 필두로 하는 민간 및 시장 중심
의 대응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성
공적’ 대응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국 모델(中國方案)’과 ‘중국식 거버넌
스(中國之治)’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권력
확장의 필요성과 우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강제적 봉쇄(lock-down)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이 두드러지
는 요즘, 개별 국가에서의 수용 정도에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당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못했지만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 바로
COVID-19의 원천 지역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우한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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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몇 주나 썼던 중국이 어느 시점부터 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
며, “발병이 먼저 일어난 것은 맞으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스페인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일본 뇌염’ 등
에서도 국가나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은 자국의 이미지 제
고를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몫이지만, 과연
과학적 연구가 미･중 패권 경쟁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확실
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발원지라는 ‘거대
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중국
역시 - 영국의 『가디언』(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 코로나의 근원에 대
한 학술논문의 출간은 중국 과기부의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이 실체가 있는 논쟁인지 아니면 결국 미･중 간 ‘기 싸움’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한지는 불분명하다. 과학적 연구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으나, 승자가 결국 포스트-코로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넷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책임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이미 미
국을 필두로 몇몇 EU 국가들은 코로나 문제의 초기 은폐 등을 문제 삼아 중
국에 대한 징벌적 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사망자 1
인 당 1,000만 미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안이 ‘버만 법률사무소
(Berman Law Group)’를 통해 시작되었고, 외국정부가 법률 피고인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1976)’의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미국 법정에 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정부가 다른 방식(추가 관세 부과
나 수입 금지)으로 대 중국 압박을 심화할 수도 있다.
다섯째, 연관된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벌어
지는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 있다. WHO 총장이나 고위급 인사들의
언급이 일정 부분 중국에 편향된 것 같아 보이며, 지난 10여 년 간 실제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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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해왔다. 2010년에는 UN 산
하 15개 국제기구 중 중국인이 수장인 것은 하나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WHO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편향성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전 세계
의 방역과 보건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WHO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 중단 결정은 ‘건강 실크로드’를 제창한 중국
과는 큰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서도 미･중 간 군사안보적 대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아･태 해역에 배치된 4척의 미 항모에서 모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란 듯이 중국 함대가 전역을 누비고 있으며, 이를 『환구시
보』(環球時報)는 “중국군의 근육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향후 군사 현대화를 위해 – 아직 5G도 완전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에서 - 6G를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 역시 <대만 동맹 보호 및 국제
지위 제고 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을 통해 대만 이슈를 적극 부각시키고, 그린랜드에 대한
투자 의향까지 밝혀 중국의 북극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Ⅳ. 2020년, 동아시아에의 함의
거의 모든 나라가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그것이
경제든 보건이든 지금은 내부 관리가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
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전통적 안보문제와는
달리, 비전통안보 영역에서는 대체로 강대국 간 이해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
했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듯이, 가장 전형적인 비전통안보
문제에서조차 미･중 양국은 ‘따로 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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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일반적으로 0이나 5로 끝나는 소위 ‘꺾어지는 해’에 유의미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2020년이 갖는 첫째 의미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
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체로 이슈들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 부각되는데, ‘중
국 현안’은 특히나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의
이행 여부에 따라 양국 간 긴장과 대립이 보다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의 둘째 의미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도운 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칭하며, ‘중국이 지지 않은
전쟁’이라고 평가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2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무소득인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정산 절차’에 돌입할
것인지가 2020년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이 갖는 의미는 개혁･개방을 시작하며 중국정부가 정
한 세 개의 목표 중 두 번째, 즉 ‘배고픔의 극복(溫飽)’을 넘어선 ‘소강사회(小
康社會: 적정한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 건설의 완성 연도이다. 금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8%라 하반기에 급성장이 이뤄진다 해도 당초 설정
한 6.3%의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부 안정은 보
장할 수 있는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중국 거버넌스’ 모델이 또 한 번의 혹독
한 시험을 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화 및 국제화의 추세가 극도로 약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구성되
는 동아시아에서 주권의 귀환, 보호주의의 강화, 그리고 각자도생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힘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국을 향한 두 개의 질문이 던져진다. 첫째,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서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서조차 - 특히 핵 개발 이후 - 단독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미 동맹까지 포기하거나 약화시킨다면 한국의 방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한 제대로 된 플랜-B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에게는 북한만이 유일한
위협인지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

21

특집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질서 변화

또 하나의 질문은 ‘국가주의적 거버넌스’(즉, 강력한 국가권력을 통해 – 자
유, 인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 효율적인 통치를 하는 방식)를 우리는 수용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1,100만의 인구를 가진 우한, 그리고
5,800만 인구의 후베이 성을 일거에 봉쇄하는 방식을 과연 효율이라는 이름
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가장 많이 받게 된 질문이 있다. “이번 위기를 통
해 미･중 간 패권의 전이가 일어날까요?”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해 패권이란 그렇게 단 하나의 사건으로 쉽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예컨대, 미국이 영국의 GDP를 넘어선 것은 1872년이었지만, 양국 간
실제로 패권의 전이가 일어난 것은 1944년 브래튼우드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이다. 즉, GDP의 역전이 일어나고도 무려 72년이 지난 후였다. 목하 중국
의 GDP가 대략 미국의 70% 수준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세력
전이가 일어날 개연성은 낮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70년이 걸린다는 얘기
는 아니다. ‘추월’에 매우 능한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이점을 누구보다도 능
숙히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한국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세력전이가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에서 불거질 ‘제3자 강요’ -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선호를 끊임없이 역내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딜레마 상황 – 라고 하겠다. 아직
도 끝나지 않은 사드 문제, 화웨이 이슈,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중거리 육상
발사 미사일(INF)의 배치, 인･태전략에의 참여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데
믹은 국제질서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겠지만, 그 근원이 되는 ‘힘’의 중요성만
큼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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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치사회변동과 각국의 대응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Ⅰ. 머리말: 세계질서를 변화시킨 팬데믹: 흑사병, 스페인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한

정치사회변동을

가져온

3대

팬데믹

(pandemic) 중의 하나다. 14세기에 유럽전역을 유린한 흑사병 팬데믹
(bubonic plague)은 유럽인구의 1/3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다. 포스트 흑사
병 팬데믹 시대의 유럽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봉건제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중세를 종언시켰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
를 앞당겼다.
글로벌한 정치사회변동을 초래한 두 번째 팬데믹은 1918년부터 2년간 지
속된 스페인독감(Spanish Flu) 팬데믹이다. 스페인독감 팬데믹은 일차대전
에서 희생된 사망자 9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
다. 전후 국제질서를 설계한 윌슨 미 대통령까지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자, 프
랑스의 클레망소를 비롯한 유럽열강 지도자들은 파리강화회의(1919)에서 민
족주의적인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국제협력주의의 상위에 놓고, 스페인독감
으로 취약해진 윌슨에게 가혹한 징벌적 배상을 독일에 강요하는 베르사유조
약에 서명하라고 압박하였다.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을 규정한 베르사유조
약은 독일인들을 격분시켜 나치즘의 발흥과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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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 스페인독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대부분의 나라들로 하여금 보호
주의를 채택하게 했고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과 소비의 감소는 1930년대 세
계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변화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자본주의는 플랫폼 경제, 리쇼
어링(reshoring)과 보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이행할 것이고, 포
스트 코로나 정치는 국제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세계화 시대의 정치에서 민족
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 비자유주의적 스트롱맨의 정치로 이동할 것이며,
사회는 토착주의(nativism), 포퓰리즘, 비대면(untact) 고립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국제 비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2020년 5월 29일자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
자는 각각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과 36만 5천 명, 미국은 178만 명과 11만
4천 명, 한국은 1,1400명과 269명, 그리고 중국은 8만 3천명과 4634명이
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최악의 재앙적인 대응
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인구의 5%를 점하는 나라가 전 세계 코
로나 사망자와 확진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 5,100만의
한국에서 확진자는 11,000명, 사망자는 300명 이하수준에서 코로나바이러
스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로 꼽힌다. 먼저, 경제체제, 헬스케어, 질병통제,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가 다른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비교하고 난
뒤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 대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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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경제(neoliberal market economy)
미국은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이 적정 수준의 공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인 환
경오염처리,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자유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은 팬데믹으
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공공 의료시설 질병관리시스템, 공적의료보험 시
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희생자 중에서 빈민, 홈리
스, 노동자들의 비중에 압도적으로 높아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이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에서도 계급적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민영 의료시스템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시장중심적인 민영 의료시스템을 주축으로 하고 있
고, 의료고객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의 헬스케어는 민영화되어 의료기관과 투자자의 이윤을 벌어주
는 목적으로 하는 ‘의료산업’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헬스케어
와 약국 부문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러한 의료 민영화로 대중에게 보편적이
고 무료로 제공되는 헬스케어가 부재하였다. 7,0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의료
보험이 없거나 보험부담율이 낮은 저보험(under-insured) 상태에 있어서
자비로 매우 비싼 검사비를 지불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신자
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헬스케어는 시민들의 권리가 아니라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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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역과 질병통제 거버넌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라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기관을 두고 있으나, 미국의 CDC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을 내리고, 2,684개의 주, 시, 지방의 공공의료부서에 코로나 대
응을 맡겨 놓고 있다. 미국의 CDC는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
았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단 키트와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부족했고 코로
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였다. 미국에서는 CDC 내
의 방역 전문가들의 전문성(expertise)에 의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
치인들이 공중보건통제와 예방에 간섭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해결에 과학
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코로나 대응의 실패를 자
초하였다.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에서 CDC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10% 이상
감축되었다.

라. 국가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중앙정부는 강화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파편화되고 있다. 미국은 제한적 국가(limited state)와 자율적인 자유주의
적 시민사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주의와 자
유주의적 시민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검사와 추적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영장없는 이동추적을 거
부하고 개인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 보건
당국은 정확한 코로나 감염환자를 파악하기 힘들었고, 코로나에 대한 최적의
대처도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미국인들은 정부를 불신한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s)와 우파 신자유주의자와 총기소지주의자
들 모두 ID 카드를 추적하는 것을 반대한다. 토크빌(Tocqueville)이 찬양했
던 자원적(self-help)이고, 자발적(voluntary)이고, 상호부조적(mutual)인

26 _ 외교 제134호 2020.7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치사회변동과 각국의 대응

미국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파편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은
미국을 계급, 계층, 지역, 인종, 종족으로 갈라놓았다. 대도시와 농촌, 토착민
과 이주민, 보통사람과 지도자들, 정규직 노동자와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서로 갈라섰다.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두터운 중산층에 바탕을 둔
자원적 시민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을 엄습했
을 때, 미국의 자원적 시민사회가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 자원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2. 한국
가. 국가주도의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조정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조정시장경제
(CME)이다.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는 한국의 국가는 조정,
지원, 산파(midwife)의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와 경제사회 내에 ‘내장된 자율
성(embedded autonomy)’을 확보하였고, 내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는 의료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협업적인 방역, 검사, 치료 시스
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환자추적과 사회적 격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물론 유교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내면화한 한국시민들의 빛나는 팔로워십(followership)
이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부상시킨 주동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 의료서비스 거버넌스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시스템은 사립의료기관이 치료를 담당하고 국가가
주로 지불하는 복합 의료서비스 시스템이다. 한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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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료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법적으로 공립의료기관
과 사립의료기관이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 가입되어있다. 국민보험의료서비스는 응급치료, 의
약품, 치과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거버넌스의 특징은 보편적 접근성, 높은 만족도, 효율
적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사적으로 운
영이지만, 한국 인구의 97%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민영화된 병원과 공공 보험 시스템 간의 이러한 균형은 보편적인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시에 우월한 대응효과
를 입증했다. 한국에서 헬스케어 비용의 상당부분이 사적으로 지불되지만,
OECD 국가 중 최고의 헬스케어에의 접근, 헬스케어 만족도, 4번째로 효율
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보편적 헬스케어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다. 방역과 질병통제 거버넌스
한국에서는 2015년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긴급방역대책 수립에 집중 투자하였고, 방역을 위한
제도를 정비,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자와 제도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은경 KCDC 본부장은 매일 두 차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황
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시, 도지사들도 코로
나 팬데믹에 관한 지역정보를 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격
리와 함께 자가격리도 시행했는데, 효과적인 자가격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원격의료감시와 접촉자 추적조사(contact-tracing)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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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감시를 통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앱을 통해 모니터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연결해주며,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스마트폰에 경보음을 울려
격리상태로 복귀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접촉자 추적조사는 양성반응 환
자의 이동경로를 GPS, 스마트 폰, 크레디트 카드, 비디오 감시장치를 통해
추적하고 양성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량검사, 치료, 격리를 지역봉쇄(lock-down)없이
해결했다. 이는 정부와 시민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은 강제적 봉쇄명령 없이 사회적, 지역적 격
리에 순응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검사와 치료, 추적 시스템을 TRUST(Transparency,
Robust screening and quarantine, Unique but universally applicable
testing, Strict control, and Treatment) 전략이라고 부른다. 투명성, 강력
한 선별과 격리, 신속하고 보편적인 대량검사와 치료, 엄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치료가 한국의 성공전략이다.

라. 국가와 시민사회 거버넌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사회격리 조치로
오프라인 시민참여, 감시, 거리시위를 조직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 하에서도
온라인 시민사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격리 조치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 안전하게 공정한 총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다.
한국인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고, 사회격리와 같은 집단적 행동에 국
민을 동원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정부가 사회적 격리를 권장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
고, 정부의 가게 폐쇄조치에 순응하였다. 어느 한국시민이 “사회적 격리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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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전체에
코로나를 퍼트리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한 데서 보듯이 한국인들은 자유지
상주의적인 이탈리아인들과 프랑스인들과 달리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덕성
(civc virture)이 충만하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팔로워십은 정부의 리더십에 기인한
다. 정부와 KCDC의 투명하고, 신속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코로나 통제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되었고, 축적된 사회적 신뢰는 정
부의 코로나 퇴치 노력에 대한 인정과 자발적 협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코로
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인들은 메르스(MERS) 트라우마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교훈을 얻었
다. 메르스 사태 이후 팬데믹 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팬데믹에 관
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해야한다는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방역투
명성이 제도화되었다.

3. 중국
중국은 전형적인 국가주도 자본주의 경제(State-led Market Economy,
SME)이다. 중국은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희생위해 지역폐쇄(lock-out)를 서
슴지 않았다.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시국가 방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였다. 중국은 디지털 경찰국가를 구축하여 우한시를 완전 봉
쇄하고 우한 시민들을 디지털 원형감옥(digital panopticon)에 집어넣어 감
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격리를 실현함으로써 코로나가 타 지역으로 확
산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한시내의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막을 수 있
었다. 중국이 시민적 자유의 희생 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주의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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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WHO에 의하면,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은 초기의 방지(containment)
전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 확산을 잡은 후에는 ‘완화(mitigation)’ 전
략으로 이동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대량발생한 중국은 초기에
는 공황상태에 빠져 우한을 비롯한 코로나 팬데믹 발생도시의 시민들이 ‘나
홀로’ 대처하도록 방치했으나, 그 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코로나 팬
데믹 확산을 잡았다. 그 후,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정부는 중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과 확산의 책임
을 둘러싸고 미국과 ‘바이러스 이념전쟁’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두 개의 전선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을 벌
이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발발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쟁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코로나
퇴치를 위한 의료, 진단키트, 마스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코
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과 달리 국가주의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
압하고 도시와 지역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국가 사회주의적 거버넌
스의 취약성을 개선, 극복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코로나 팬
데믹 대응에서 드러난 관료주의, 형식주의, 공동체주의적 거버넌스 역량의
결핍,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과 메디아의 역량부족과 같은 거
버넌스 체계와 역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일본
코로나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로 평가받고 있는 한
국, 대만, 독일은 모두 조정시장 자본주의(CME) 국가들이다. 그러나 조정시
장 자본주의국가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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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장경제의 전형으로 거론되었던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전혀 조정시장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코로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
하였고,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벚꽃놀이를 허
용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치하였다. 일본답지 않은 자유방임과 ‘무결정의
결정’이 아베의 코로나 대응정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투에서 지도자 아
베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코로나 은
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시민들의 호흡기 내에서 이미 발효,
배양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올림픽이 취소된 후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
러나고 있고 이미 한국의 확진자수를 능가하였고 유럽수준으로 증가하고 있
는 중이다.
일본의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시장경제 거버넌스에 의해서
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일본의 아베는 올림픽개최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정치화했고, 코
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올림픽 개최의 연기 또는 취소를 막기 위해 의료 전문
가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치료로 대응하기보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검사를 최소화하고, 확진환자정보를 은폐하고, 코로나 사망자를 폐
렴 사망자로 분류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의 대량 확산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사회 변동
코로나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후퇴와 국가의 귀환을 가져왔다. 코
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은 국경의 장벽을 강화하여 국가
간 격리를 감행하고 있고, 국가의 내향적이고 고립주의적 정책은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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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국가는 비상
조치를 공표하고, 국가 권력의 중앙집권과 집중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회
격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증대시키고 시키고 있다.

1. 시장의 후퇴와 국가의 귀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아인 시장이 후퇴하고 그 자리
에 국가가 들어섰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갈채를 받았으나,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브렉시트와 트럼피즘
으로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
면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무능이 드러난 반면, 국가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 과
정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비교우위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해결이라는 의료보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다시 국가가 소
환되었다. 국가는 대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단행하고, 고통에 처한 시민
들을 보살피는 ‘돌봄국가’가 되어주었다.

2.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이행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포스트 자본주
의로 이행하고 있다. 포스트 자본주의의 주역인 플랫폼 기업은 타인의 생산
수단과 노동수단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
요자를 연결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같이 나누는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은 비공식,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고객들을 연결해주고 플랫폼 사
용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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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플랫폼
경제, 온라인 경제, 원격경제, 가상현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텔레 메디슨, 텔레뱅킹, 온라인강의, 온라인배달, 공유
기업 택시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과 공유기업에서 긱(gig)
노동자와 이주노동자(frontline workers)들이 적기배달, 가사일, 가드닝을
담당한다.
긱 노동자들은 직업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고, 표준근로시간
이 없으며, 비임금(non-wage)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긱 노동자들은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대기(on-call), 적기주문형(on-demand), 제로시간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고 임신과 질병과 같은 긴급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국가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
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경제를 주도할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는 긱 노동자와 같은 불안하고 위험한
프리카리아트(precariat: precarious proletariat)를 양산할 것이다.

3.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도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세계화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세계화는 퇴조하고 있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는 사라지고 인구, 문화,
물자,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이 일국단위로 국경에 세워지고 있
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방역을 위해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함
으로써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의 흐름
을 역류시키고,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국경이 없는 세계화의 시
대에서 국경의 장벽이 다시 세워지는 영토적 민족국가시대로 되돌아가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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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원거리 공급체인에
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체인을 강화하여 내향적인 자기고립 경제를 지
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세계화를 대체하면, 글로
벌 공급체인이 약화되고 세계경제 전체가 위축될 것이다. 그 결과 1930년대
의 대공황같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4. 정치와 사회: 자국우선주의, 민족주의, 토착주의, 비대면사회
포스트 코로나 정치는 국제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세계화 시대의 정치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 비자유주의적 스트롱맨의 정치로 이동할 것
이고, 사회는 토착주의(nativism), 포퓰리즘, 비대면(untact)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제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내향적인 정치로 방향전환을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종족주의와 토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5.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주의 대안
국제협력주의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외부
효과(externalities)를 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세계대유행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국 단위로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글로벌 협력주의로 대
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기 때문에 미국 혼자 힘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공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성벽도시(walled city)’를 쌓아서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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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판 마셜플랜”을 펀딩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뢰와 지지를 되찾아야한다고 권고하였다.
제레미 리프킨은 생태학적인 지역협력주의의 대안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
데믹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에 의한 동식물 환경착취와 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
습과 복수이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주
도하여야하고, 국가의 대응은 동식물의 생물권을 인정하는 ‘공감 문명
(empathic civilization)’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외부효과가 크
고 국가 간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팬데믹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탈 화석연료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회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 뉴딜과 같은
국제적 협력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6.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신냉전의 부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 확
진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와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재앙적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실패의 희생양을 중국에서 찾으려하면
서 미･중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관계가 더욱 악
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국가 들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의 책임을 지라면서
천문학적인 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전 세계 82개 국가들
의 방역을 지원하는 ‘코로나 실크로드’를 가동함으로써 중국의 방역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기왕의 미･중 간 군사, 경제,
기술 패권경쟁은 방역 패권경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중의 승리
지상주의자들(triumphalists)이 공진론자들을 압도하고 있어서 미･중 간 패
권경쟁이 확산, 격화되고, 미･중 간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서 신냉전이 부활
할 것으로 예상된다.
36 _ 외교 제134호 2020.7

■ 특집: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질서 변화

코로나19와 인간안보위협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 개개인
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당연시 여겨온 사회적
모임도 자제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치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들
게 되었다. 기술과 정보가 급진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는 백신
이 아직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기력한 채 유일한
예방책으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고 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생존과 진보를 위해 교감을 나누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 왔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생존을 위한 일종의 ‘인위적 격리’가 요구되는 지구촌 대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고 보건 문제가 경제위기로 비화하면서 비
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관심과 정
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작지만 믿을만한(reliable) 국가리더
십이 조명받으면서 하드파워(군사력과 경제력)를 강조하는 전통안보 차원을
넘어 비전통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 상호협력, 조
정의 과정을 통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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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통적 안보개념 대신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개인의 안전이 안보
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안보를 포함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특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의 구심
점(focal point)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Ⅱ. 비전통안보 위협의 특성
일국의 안보를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힘이라고 본다면, 코로나 위기는
영토주권과 군사력 중심의 전통안보적 접근만으로는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
다. 안보개념을 국가 간 전쟁방지와 평화관리의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 기후
변화, 테러, 난민문제, 사이버범죄, 전염병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적,
비군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정
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냉전 종식 후 국가 간 직접
적인 군사적 충돌보다는 이러한 비전통안보이슈들이 국가와 개인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비전통안보위협은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의 불편이나 안전(safety)의 문제
이지만 ‘양질 전화(커다란 양적 증가로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임계점)’와 같
은 경로를 거쳐 안보문제로 비화하곤 한다. 또한, 비전통안보이슈는 전통안
보이슈와 비교하면 초국가적 특성이 강한 전 세계적인 문제(global

problematique)인 경우가 많아 국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하지
만 실제 국제관계에서는 비전통안보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상호대립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전통안보적 사고와 접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은 인도적 보호의 대상이지만, 유입국에서 일자리 경쟁,
사회질서의 불안정,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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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환영받지 못한다. 만약 대규모 난민사태나 장기체류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혹은 실제적 안보문제가 된다. 즉
난민 이슈가 수용국 내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과 연계되어 난민의 ‘안보화
(securitization)’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안보화란 국가나 개인의 안
위에 위해를 가하는 가시적인 안보위협이라기보다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규
정되면서 갈등 관계를 초래하거나 안보행위자(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평상시
라면 국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책적 조치를 강행할 수 있게 하는
정치화 과정을 일컫는다. 국가 간 관계에서 난민의 출신국과 경유국 및 체제
국 간 난민수용과 송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전통적 국가안보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라 할 수 있다.

Ⅲ. 코로나19와 인간안보 위협
코로나19로 개인 일상이 와해하면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적 화두로 등
장한 인간안보는 종래의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의 포괄적인 질을 기준
으로 안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광풍에 휩싸이면
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국가의 보호 책무가 강조되자 안보
의 최대 수혜자는 인간 개개인이어야 한다는 인간안보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
다. 이러한 인간안보는 다른 비전통안보이슈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 있어
모든 행위자의 총력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며 지구적 문제가 유발하는 안보문
제에 대하여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은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와 선택적 협력을 합리화시켜 오히려 개인 간, 국가 간 거리를 멀게
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내 구성원들 간 상호배려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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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중요한데, ‘깜깜이’ 코로나 전파의 우려 속에 “내가 걸릴 수도, 옮길 수
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가
커졌다. 동서고금을 통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인류는 이러한 공포와 좌절에
서 벗어날 돌파구로서 희생양과 파랑새를 찾아왔다. 바이러스란 실체를 몰랐
던 과거에는 역병이 돌면 신(파랑새)에게 빌며 무사하기를 바라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과 같은 비인륜적 행위를 일삼았다. 기술발달
과 과학지식의 방대한 축적으로 이제 누구도 팬데믹이 악마나 마녀의 소행이
라고 생각지 않으며 백신(파랑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 한다. 하지만 여전
히 세계적인 유행병에 취약한 인류는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누군가에 대
한 의심과 비난으로 돌리고 있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에서는 국경이나 국적이나 인종도
없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 인류 전체의 건강이 위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촌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얼마나 밀접한 상호연관
성과 상호취약성 속에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전염병은 점점 더 인
종차별 및 배제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을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 낙인찍으며 조롱부터 폭력까지 인종차별적 혐오행
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가 아프리카로 퍼지자 최초 발원
지인 중국 내에서까지 아프리카인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혐오가 퍼졌다. 최
근 한국 내에서도 중국 동포교회의 집단 감염 소식에 조선족은 중국으로 돌
아가라는 반중여론이 지난 1월 말에 이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간이 지
나면 바이러스는 사라지겠지만, 인종주의라는 또 하나의 전염병은 심리적,
사회적,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안보화’ 되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인종주의를
이용하고 포퓰리즘을 부추기면서, 국가 내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적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이
미 중국의 도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내부로부터의 분열로 인해 도
전받고 있었다. 2008년과 2010년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발발한 금융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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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상대적인 부진과 세계화의 한계를 드러냈고 불평등 심화와 배타적 민
족주의를 강화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트럼프의 미국 우
선주의, 유럽의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 가
치와 다원주의 및 관용정신을 내세우던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은
이미 쇠락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자국 내 바이러스 감염억제 및 자국 산업보호라는 정당성
과 논리(rationale)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국가의 국가중심주의, 민족주의, 그
리고 국경봉쇄가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 수상 엔리코 레타(Enrico
Letta)는 EU가 코로나라는 치명적 위험에 처해 ‘이탈리아가 먼저다’ ‘독일이
먼저다’라는 식의 ‘트럼프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EU 전체가 몰락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유럽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시대착오적인 ‘성
곽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 세계가 초국가적 비전통안보
위협인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공생을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
가들은 전통적 국가주의식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바이러스는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공포에 빠진 상황은 빈곤
층, 취약층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국제난민기구
(UNHCR), 국제이주기구(IOM),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과 강제이주자 7천만 명 가운데 75%가 보건시설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비좁은 난민촌에 빽빽하게 모여 사는 열악한 체류 환
경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에서 일하는 구호단체장의 말처럼,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관리사각지대의 위험은 난민촌만이 아니라 세계각
지의 빈민촌에 상존한다. 방역과 의료기반이 취약한 이들 저개발국, 저소득
층과 취약층으로 번질 때 대참극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민의 코로나이제이션’(coronization of populations)가 코로
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colonization)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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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코로나로 앞당겨진 언택트(untact) 사회는 기술과 온라인시대에
자원과 역량 있는 개인과 기업 및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양극단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발전과 공동체 삶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보 접근의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심화하여 정보 소외 및 부족
이 소득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화
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국경 폐쇄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힘든 저개발국 빈곤층의 인간안보는 더욱 곤궁에 빠질 것이다.
여섯째, 기술과 자원 및 통제능력을 가진 선진국은 외부적 상황변화 이후
대안을 찾아내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높다는 점에서 전염병에 대한 취
약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미국과 서구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휘청하여 국제적 신용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복원
력이 높은 국가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전 지구적 위기상황
에서 리더역할을 하기는커녕 외국인 입국 금지, 의료품 수출금지조치와 같은
신보호주의, 국가이기주의, 그리고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배타주의적 전
략을 견지하며 ‘비난 정치’(blame politics)를 구사하고 있다.
이들의 자국 이기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자국민 안전을 보
호할 수 있어 ‘정권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은 한 나라만
방역과 치료를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코로나사태로 리쇼어
링(reshoring, 제조업의 자국 이전), 보호무역주의, 국경통제 등을 내세운다
해도 이미 세계화로 상호연계성이 심화한 국가 간 관계가 완전히 절연되지
않는 이상 사람과 자본의 이동은 끊길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취약층과 취약국
가의 참극은 부메랑이 되어 지구촌 나머지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탈냉전기 국제분쟁은 군사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 자원 등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폭력분쟁을 불사한 무한경쟁과 연관된 것이다. 전염
병도 한 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 세계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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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무역규제 등으로 이어지면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인간안보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Ⅳ. 인간안보 국제협력 선도를 위한 제언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변화의 시대가 될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류 역사를 예수의 출현을 기점으로 BC(Before
Christ, 예수 출현 이전의 역사)와 AD(Anno Domini, 예수가 탄생한 해)로
구분하듯,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BC(Before Corona 코로나 발발 이전)와
AD(After Disease 질병 이후)로 나눌 만큼 그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들의 국내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
타날 텐데, 그중 전염병, 기후변화, 사이버 등 비전통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협력방식문제가 새로이 대두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정책개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들도 상호협력과정을 통해 ‘보건안보의 거버넌
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역 강국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는 한국이 인간안보라는 기존의 개념, 특성,
의의, 방안을 토대로 보건안보에 접근하면서 국제적 담론을 주도하고, 구체
적 정책제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유엔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발족한 ‘다자주의를
위한 동맹(Alliances for Multilateralism)’은 독일을 중심으로 ‘코로나 극복
을 위한 다자주의 동맹 공동선언(2020년 4월 16일)’을 하면서 보건안보 증
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며 회원국을 확대하고 있다. 한
편 한국은 2020년 5월 12일 ‘글로벌 보건안보 우호 그룹’을 만들어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와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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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방형 우호 그룹으로 회원국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독일 주도의 다자주
의 이니셔티브와 공조하여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글로벌 보건안보문제에 접
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인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위상과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악화한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양국협력을 미래지향적이
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문적, 정책적인 세밀한 논리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3T(Trace, Test, Treat)
와 일본의 3Cs(3밀(密) 밀폐·밀집·밀접 -closed spaces, crowded places,
and close-contact setting 피하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국제사회에서 양국
은 코로나 사태에 ‘선방’하고 있는 모범사례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
해 국제사회에 참고가 될 벤치마킹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목할 점은 인간안보가 1994년 국제사회에서 대두되었을 때부터 일본은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 더불어 인간안보의 선도국으로 노력을 하였다. 하지
만 캐나다와 호주가 주창한 인간안보 담론과 비교하면 일본의 구상은 국제적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 인간안보 개념을 주창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으나 안보리
진출이 무산된 이후 이 정책드라이브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안보 추구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의 인간안보 구상 및 정책방안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인간안보에 관한 필요
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인간안보의 아시아적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인간안보 협력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한국정부의 인
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목표와 접근방안의 주요한 하나의 의제로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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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과의 감염병 방역 공조와 보건분야 공동협력
과 같은 인간안보 협력을 통한 평화공동체 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안보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협력을 선도하려는 한국의 목표가 국제사회에 자
칫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수단’으로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코로나 블랙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과 국
제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존의 안보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패러다임의 확대, 즉 포괄적 안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대전제 하에
전통안보와 인간안보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협력의 의제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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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
이윤영
(전 주네덜란드 대사, 성균관대 객원교수)

I. 서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친 경제적 충격은 20세기 이후
인류가 경험한 경제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위기이며, 전혀 가본 적
이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어, 예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1998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이고, 2008년에 발
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주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관리
에 실패해서 촉발되었으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 이태리 등 남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에서 촉발되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위
세 가지 위기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극복
되었다.
이에 반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감염 우려로 인한 사람들의 왕래 및 소
비, 여행,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교역 등 일상들이 마비되면서 실물경제에 위
기가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위기와 전혀 다르다. 이제, 바이러스 전염병
이라는 외생변수로 인한 현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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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빠르게 ‘물리적 봉쇄’, 입국 금지 등 방역조치가 종결되고 언제 백신과 치
료제가 개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 분야를 먼저 살펴본 다
음, 코로나19 이후 전망과 우리에 주는 시사점을 포함한 결론 순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Ⅱ. 코로나19가 세계경제 미친 영향
1. 수요와 공급의 동시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
최근에 경험한 경제위기들은 수요 부족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수요 진작을
통해 극복된 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물리적 방역 및
봉쇄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
래하여, 세계경제는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는 –3%라고
발표했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활동 마비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로에 따라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적인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받
고 있는 미국은 올해 –5.9% 역(逆)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업율은 5월
16%로 치솟았는데, 이는 1948년 이래 최고치이다. 유로존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7.5%인데, 현재 EU내 5대 경제대국 정부지급 임금을
받는 사람만 총 노동인구의 1/5인 약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
5.2%, 중국은 1.2%, 인도는 1.9%, 아세안-5는 –0.6%,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1.2%로 전망되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5월10일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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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4%, 유로존 –8.1%, 한국은 –0.1%, 중국은 2.0%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는 “강한 보건체계, 효율적인 정부, 충분한 재정 여력을 지닌 국가가 빠르게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회복력이 큰 국가로 한국과 독일
을 꼽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거시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GDP가 최
대 9조 달러(약 10%)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에 따르면, 5월 중 태평양 컨테이너 교역의 21%가 취소된 사례에서
보듯이 올해 세계 상품교역은 10~30% 정도 감소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투
자도 1/3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의 경우, 각국이 관
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 간 자본 흐름을 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될지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과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와 폐쇄조치의 정상화 시기에 달려 있다. 또한, 코
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자국 우선의 보호주의로 후퇴하면 글로벌 경
기회복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사실,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비 감소, 제
2차 팬데믹 가능성 등 불확실성,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가능성 등으로 코로
나19 이전 수준 보다 10%가 낮은 90% 경제(90% economy)로 돌아갈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무역을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이 글로벌 경
기 회복에 핵심이라고 하면서, IMF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자금을 신청한
103개국 가운데 50개국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국가들은 글로
벌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송금이
급감해서 위험에 직면했는데, IMF측은 보건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2조5천
억 달러에 이르는 외부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48 _ 외교 제134호 2020.7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

2. 여행･이주･물류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
코로나19의 확산 공포로 인해 각국이 앞 다투어 국경을 봉쇄한데 이어 국
내에서도 셧다운(지역 봉쇄)을 단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동이 막히고 상
점･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관광/
레저,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여행･항공･석
유 회사들은 극심한 자금 압박과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4월 “코로나19 사태이후 매일 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올해 여행･관광 분야 일자리 1억 8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아시아 지역
이다. 아시아가 6,340만 개, 미주 1,410만 개, 유럽 1,300만 개, 아프리카
760만 개 순이다. 우리 국내 상황도 비슷한 실정인데, 지난 3월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은 전년 대비 93.9% 줄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95%
급감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부터 5월 4일까지 폐업한 여행사
는 283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5,695개에 이른다.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영국 히드로 공항 여
객수가 전년대비 97% 감소된 것처럼, 전 세계 운항편수가 정상 시기보다
90% 가까이 줄어들어 올해 연간 매출이 1,1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국제항
공운수협회(IATA)는 예상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글로벌 항
공사들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요 항공사들은 자국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항공운수
협회(A4A)는 총 500억 달러의 긴급지원을 요청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는
독일정부와 90억 유로를 지원받는 협상을 진행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자국
항공사들에게 긴급 지원과 면세기간 연장 대상에 항공사를 포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올 상반기 매출 피해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직원 대규모 휴직 조치, 유상 증자 추진, 정부 지원 요청 등으로 자구
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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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이 빈사상태에 빠지면서 호텔･관광･크루즈 산업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GDP의 약 15%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태리, 프랑
스, 스페인 등 유럽의 관광대국의 관광산업이 초토화되고 있고, 중국의 관광
산업도 올해 두 달에만 이미 9천억 위안(154조 원) 손실을 보았고 홍콩 관광
객 수도 96%나 감소했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타격받는 산업이 여행･항공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약 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수
요 급감으로 북미･유럽 생산량이 50~70% 가량 떨어지는 등 판매 부진으로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약 90%에 이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국경이 닫혀있는 나라에 살고 있
는데, 앞으로 많은 국가들은 보건･위생 규칙이나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만 여행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실례로 호주･뉴질랜드･싱가폴 등 일
부 국가들 사이에 여행허가제도(소위 ‘travel bubble’)가 검토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여행과 이민 이슈가 엄격히 규제대상
이 되고 국내 정치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여행･항공･운송업계 나아가 국제교
역은 상당한 지장을 받고 조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시장과 유가 폭락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문 중에는 세계 금융시장과 원유시
장이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질 조짐에 유가 급락 까지 겹쳐 3월 9
일 아시아, 유럽, 미국에 까지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였다. 코스피 지수는
주식 투매로 하루만에 4.19% 하락했고, 일본(-5.07%), 중국(-3.01%), 유럽
주요국 증시도 6~8% 대의 하락세를, 미국 증시도 –6.4%에 달했다. 한･중･
일 3국에서 하루에 감소한 시가총액이 615조 4천억 원에 달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요동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50 _ 외교 제134호 2020.7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

우려에 더해 산유국 간 원유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가격이 30% 가까이 폭락하며 4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무너지자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 이후 2주간 급락을 거듭하던 세계 주가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적극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3월
말부터 약 6주간 미국 회사채 발행액은 5,6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평상
시 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유가 폭락 두 리스크는 조기
진화가 어려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금융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국들
간에 감산 논의를 가졌지만 사우디와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양국 간 치킨게임
에 돌입하였고 생산을 증가하는데 수요는 계속 줄면서 금년 1월 1일 배럴당
61.33달러였던 WTI 가격이 3월17일 26.95달러, 4월21일에는 1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각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의 회복 기대심리와 함
께 OPEC+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하루 970만 배럴 감산 합
의를 7월까지 연장하면서, 37~39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지는 불투명한데, 미국 등 원유의 과
잉 공급과 재고도 상당한 수준에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 셰일업체를 대상
으로 공격적인 공급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원
유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에 10%에 달할 정도인데, 정유사들이 도산하거나 일
자리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아무튼, 국제 유가의
폭락은 수요와 공급의 복합 쇼크에 더해 미국과 산유국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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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 이후 전망
1. 탈세계화, ‘각자 도생시대’ 도래
코로나19 사태 이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시작된 자
국 우선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
제질서는 다극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역과 투자는 팬데
믹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립경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으로 더욱 위축되어 과거
처럼 완전한 자유무역과 사람의 이동이 보장되는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미국의 경우,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진데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 또 다른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코로나19로 경제뿐만 아니라 내치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민생･
경제 등 내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중이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길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
모디 인도 총리는 5월 12일 경제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전략적 자치(strategic autonomy)’를 언급
하고 있다.
각국의 조치들 중 일부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연방연금의 중국기업 주식
취득을 금지시켰으며 국제 유가가 폭락으로 자국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위기
에 몰리자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하였으며, 유럽 철
강업계는 EU 집행위에 고강도의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EU는 EU
기업들 주식을 사는 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미･중은 코로나19로 큰 상처를 입었다. 미국은 확진자･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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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전혀 발
휘하지 못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의 발원지에다 정보 미공개에 권위주의적
대응,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일으킨 공격적인 외교 등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
와 평가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친(親)중국 정책으로 인
해 비난을 받았던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의 지원 중단에 이은 5월 29일
탈퇴 선언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더 크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협력적 세계
질서의 중추역할을 했던 국제기구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WSJ지 기고문에서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
의 성곽시대(wall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결국, 국제무역체제는 자국 우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신뢰 약화에 이어 이
번에 경험한 지역화(localization)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러한 내부지향적 인식 변화는 세계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각국의 경제를
취약하게 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정도 확산시킬 것이다. 다만, 유발 하라리 교
수가 3월 22일 FT지에 기고한 대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모두 글로
벌 위기임을 깨닫고 글로벌 연대와 협조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다면, 국제무역･투자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구조개편) 촉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GV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국제분업 구조에서 한 부분만 문제 생겨도 전 과정이 중
단될 수밖에 없는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셧다
운을 실시하면서 효율성과 생산비용에 기반한 기존 공급망이 취약성을 드러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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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이 1월부터 상당 기간 공장 가동을 중
단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부품･물자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월4일 중국에서
오는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라인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국내 협력사가 중국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폴크스바겐 등 유럽 4개 자동차 회사들도 부품 조달이 어려워 공
장 가동을 수주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생산 거점을 안전한 국가나 역
내, 또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자국으로 옮겨(리쇼어링)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가
속화 시킬 것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중국 인건비 상승과 기술
이전 강요 등 여건 악화로 탈(脫)중국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뱅크오브어메리카 조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 리쇼어링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에서도 중국에 인근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
라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기업 유턴’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분쟁, 중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에
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던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중
국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중국 공장을 완전히 폐쇄한 삼성에 이어, 중국에서 90% 이상 아이폰을 생산
하는 애플이 15~30%를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IT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
기지 이전 압박을 받고 있다. 구글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을 2020년 4월부
터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음성인식 인공지능스피커 등은 태국공장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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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스프트도 노트북･태블릿PC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국이나 역내로 생산거점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쇼어링을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인텔에게 미국내 공장 설립을 촉구하고 있고, 유럽, 일본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 기업의 가치/환경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의 오프라인 활동과 효율성에 근거한 글로
벌 동인은 축소되는 반면 디지털화와 지역내 활동은 촉진됨에 따라, 경제 전
반의 기존 사고방식이나 가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이외
에도 두 가지 요소가 경제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수요･공급 붕괴와 국경폐쇄/셧다
운으로 인한 경기침체,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하며, 기업의 목표는 성장과 수익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꾸게 되고 채무 축소
와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외부적인 위
험에 대비한 지속성과 회복력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 보인다.
둘째, 세계경제는 그동안 시장 가격이 경제활동이나 상품의 가치를 결정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관계
가 역전되어 공공 가치가 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이동할 가능성
이 있다. 사람들은 실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건강 유지와 의료시스템에 접
근 가능성 등 이번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고 이 요소들을 최우선적
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후순위로 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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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람들은 정부에게 보다 나은 사회보장제도와 적절한 의료시
스템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전염병 퇴치에 기여하고 사회 결속에 적극 나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적 다이내미즘과 효율성의 가치들은 결속, 공정성, 책임성
과 동정심의 가치들과 함께 고려될 것이다.

Ⅳ. 결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앞서 살펴본 대로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특징 지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근본을 흔
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세계는 상당 기간 세계
교역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황금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것을 목
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Economist지는 기존의 글
로벌시대가 종언을 고했다(‘Goodbye globalisation’)면서,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정체되고 각국이 자립으로 나아가면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
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경 간 여행･이민･출장 등 사람의 이동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당한 제
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시
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세계수요 급감에 따른 세계교역 축소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글로벌 공급
망 개편 움직임, 자국 우선주의와 탈중국화 등 기존 경제환경에의 큰 변화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
망되는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수출확대 방안 마련,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상 혜택
지원, 중국･일본 리스크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과 국내생산 체제
구축, 범용제품의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

56 _ 외교 제134호 2020.7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과 조기 퇴치라는 모델국
가로서의 국가신인도 상승과 의료장비 수출 증대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제약･의료기기･백신 등 바이오산업 육성이 우리 정부
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고통을 받는 환
자･의료진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 가치 변
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재단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공공가
치 지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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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의 방향과 한국 외교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Ⅰ. 들어가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확산 속
도와 피해의 범위 및 강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경험한 국제
위기 중 파괴력이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
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 국제시스템의 변화문제가 지속 제기되
고 있다.
코로나19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를 구분
하는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분석이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탈세계화 △민족주의 부활 △
다자주의 쇠퇴 △미･중 패권 경쟁 등의 경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가
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국제질서 변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면서
민족주의와 각자도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던 국제사회의 기존 조류와 경향
을 강화시키는 촉매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유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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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유대보다 분열 △협력보
다는 자국 중심적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확
산되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국민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로써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 이하
‘유엔’) 등 기존 국제 시스템의 존재감은 눈에 띠게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거
버넌스와 다자주의의 위기가 코로나19 사태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보건의 위기가 사회･경제･정치 및 안보의
복합위기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분열된 국제사회와 무력한 국
제 시스템 자체가 재앙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유대와 협력의 퇴조는 코로나19가 개도국으로 본격 확산될
경우 더 큰 도전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발적 감염 속도로 보건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개도국은 여전히 국제
적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기존의 △열악한
보건 환경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족 △대다수 국민들의 양호하지 못
한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동반
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들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경제 전반의 위축과 경기 하
락세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 △제조업 △항공 및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
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본격적인 보건 위기가 더해질 경우 국제사회
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로 인해 대개도국 지원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제협력 필요성의 명분만으로 다자주의적 접근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
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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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형성 △국제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의 역량 강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의 존재 등이 선결적 요소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협력의 양상과 흐름을
유엔시스템을 중심으로 조망한 후, 세계화에 뿌리를 둔 다양한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에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 특히 다자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대응과 국제협력의 전개 양상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수년간 국제사회는 국제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퇴조를 목격하여 왔다. △1945년 이후 유
엔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의 고립주
의 회귀 △다자주의 규범 창출의 핵심적 동력이 되어 온 유럽의 분열 △국제
무대에서 미･중 간 대립 격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탈세계화 시
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붕괴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의 약화를 다시 한 번 확인시
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1. 코로나19 대응 관련 WHO의 구조적 한계
WHO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국제보건 문제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
다. 그런데 WHO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 사무총장의 친중 논란
과 △코로나19 확산 관련 일부 책임론에 줄곧 시달리면서, 미증유의 국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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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과 조정된 활동이 실종되
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금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WHO의 문제점과 논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
의 약화와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WHO에 집중되는 비난의 대부분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이하 ‘IHR 2005’)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다.1) 즉,
WHO가 ‘IHR 2005’ 상에 규정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전
문적 의무와 책임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코로
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일조하였다는 것이 비난의 요체이다.
‘IHR 2005’ 채택은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법이 형
성된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IHR 2005’의 특징과 의의는 △각국의 주권적 관할 사항에 머물러 있던 보
건 문제를 글로벌 보건안보의 관점으로 확대한 점 △주권적 관할 사항에 대
해 제한적이지만 국제법의 개입과 간섭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으로서 WHO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한 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IHR 2005’에 규정된 당사국과 WHO의 권한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일별
해 보면, ‘IHR 2005’의 특징과 동 규정이 국제 보건안보에서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IHR 2005’는 WHO에 △정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확대하고, △당해 국가가
1) WHO는 1951년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s)을 제정한 후 1969년 국제보건규정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1969)으로 개정하였고, 2005년 기존 보건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IHR 2005’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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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경우에도 WHO 사무총장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WHO가 국가 주권의 제한을 넘어 글로벌 보건안
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사국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핵심 감시 및 대응 능력을 개발할 의무 △
PHEIC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 및 조치와 관련해 WHO에 상세히 보고할 의
무와 소통할 의무 △IHR을 이행함에 있어 인권 관념을 도입할 의무 등이 구
체적으로 부과되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해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접근법을 탈피하고 글
로벌 보건안보 차원에서 WHO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IHR
2005’의 채택은 보건 분야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적 접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와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
는 방안이 집중 협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
민간 행위자들의 관심이 질병 퇴치와 감염병 예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
건 이슈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차원의 보건 정책과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기금 확보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이뤄진 바 있다. 이러한 국제
적 환경이 전염병 대응 차원에서 국가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확대된 권한을
WHO에 부여하는 IHR 개정 합의를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HR 2005’의 이행 과정에서 주권국가와 WHO 간의 역학관계는
의도한 대로 변화되지 못했고, 전문성과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주권국가를
견인하는 WHO의 리더십 역시 발휘되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WHO 역량 강화에 제공키로
약속되었던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IHR의
유용성과 재편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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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이하 ‘에볼라’) 발
생 시 당시 WHO 사무총장은 비정부 기구(NGO)의 정보 제공이 있었지만,
에볼라 발생 국가들의 유보적 입장으로 인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적
기에 선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WHO의 잘못된 대응으로 에볼라 사태가 국
제 보건 위기로 확산되었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재발된 에볼라 사태의 경우, WHO는 현장에
서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볼라 퇴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그러나 에볼라 대응의 핵심 사안이었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
태’ 선언은 WHO 내부의 의견 분열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콩
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사태는 보다 위험한 순간에 접어든 이후에야 WHO
의 결단이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관련 대응을 통해 우리는
WHO 리더십이 국가 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IHR 2005’ 문제와 함께 WHO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WHO와
연관이 없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또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과 같은 민·관 파트너십이나 EU 등이 현
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보건 관련 유엔
전문기구인 WHO의 전문성과 역량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핵심적 국가이익과 연관된 경
우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현실 △국제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국제기구 역량의 한계 △주요 국가 간 분열 시 국
제기구가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의 축소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WHO가 직
면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국제기구가 국제문제 해결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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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면서, 국제적 대응 실패의 손쉬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한계와 특정 대응의 실패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퇴조를 촉진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협력 모색이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 코로나19와 유엔 시스템의 위기
코로나19 사태는 WHO를 넘어 유엔 시스템 전체의 무기력과 무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3~2015년간 국제사회를 강타한 에볼라 위기 시 WHO가 ‘IHR 2005’
에 따른 적시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국제사회 공동의 협력을 견인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
리’)는 결의 제2177호에서 동 사태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
인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후 반기문 전 유
엔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유엔 에볼라 대응 미션’ 및 ‘유엔 에볼라 대응 신
탁기금’이 설치되었다. 전문기구인 WHO의 리더십 공백을 유엔 시스템이 보
완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에볼라 위기 시 선두에 나섰던
유엔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중 간 대립으로 국제 위기 시 통상적
으로 합의·발표하는 안보리의 의장 성명이나 결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유엔 사무총장이 10억 불 규모의 ‘유엔 대응·회복기금’
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게 될 개도국 지원 문제에 국제사회
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금 확보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유엔 본부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고 안보리 회의를 포함한 모
든 회의가 영상회의로 대체되면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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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 내는 유엔의 전통적인 협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코
로나19의 개도국 지역 내 본격 확산은 평화 유지, 인도 지원, 개발과 같은 유
엔의 주요 현장 기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편적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적실성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매년 9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의 경우에도 정상 등 수석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하고, 각국 본부 대표단의 유엔 회의 참여도 소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고 한다.2) 유엔 총회는 매년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정상급 인사
들이 양자 차원에서 회동하는 국제사회 최대 규모의 정치 플랫폼 역할도 담
당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다자주의와 다자주의 플랫폼의 유용성
이 더욱 급격히 감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현실화된
다면, 대체될 수 없는 글로벌 공공재로 여겨졌던 유엔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

Ⅲ.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색: 실용적 다자주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에게 국경을 넘어 연결된 글로벌 사회
의 존재를 극명하게 부각시켜 주었다. 더불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국
제공조 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약하고 부실함 또한 확인하였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이에 따른 국제적 확산이 쉽게 예측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도생 해법의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국제사회에서는 민족주의로의 복귀, 자
국 중심의 해법 모색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공
조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
닌 현실이며, 상호의존의 국제관계를 독자생존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2) “World Leaders Won’t Gather for the U.N. General Assembly for First Time in Its 75-Year
History”, Time, 8 June 2020, https//time.com(검색일:202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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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화의
이득이 세계화로 인한 위험을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대립과 같이 다자
주의적 협력을 제한하는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유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미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론
이 팽배했던 점 및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와 유엔이 보여준 무기력
함을 고려할 때,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국제적 합의와 행동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격화는
WHO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국제기구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이 지속
되더라도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는 국제사회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종의 ‘실용적 다자주의(pragmatic multilateralism)’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용적 다자주의’의 특징과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중 간 대립과 탈세계화의 국제 질서 속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성과 창출
에 중점을 둔 국제협력을 지향한다.
둘째,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의 관리와 현 국제 레짐의 복원력
(resilience)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국제협력을 추진하다.
셋째,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이 코로나19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
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안에 집중하는 국제협력을 지향한다. 불평등의 지속은 각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안과 취약성을 구조
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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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간 미국의 역량과 리더십에 의지하면서 성장해온 글로벌 거버넌
스가 미국 리더십의 부재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문제 해결 및 국제공
조를 견인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이 국제협력을 견인한
다. △기존 다자주의 체제의 핵심 세력이었던 유럽 국가들과 △코로나19 방
역에 성공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 및 △국제적인 영향력과 활동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과 같은 글로벌 민간 행위자
(private actors)들이 ‘실용적 다자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
이 높다.
다섯째,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혁신적인 협의의 방식,
협의체 구성 등을 지향한다. △유사 입장 그룹(like-mined group) 간 혁신
적인 방식의 이니셔티브 △소다자(小多者) 협력 △민･관 공동 파트너십 등이
‘실용적 다자주의’ 추진의 중요한 협력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방식
과 협의체 구성은 기존 국제 시스템 내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형식으로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다자주의적 접근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의 틀을
존중한다. 실질적인 성과와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다자주의’ 접근은
반드시 이미 합의된 국제사회 규범 및 가치 수호와 부합되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은 △
WH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독립평가 및 WHO 개혁 추진 △코로나19 백신
의 글로벌 공공재화에 대한 합의 형성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표면화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실용적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와 민간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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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외교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의 국격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
한 인식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면서 한국 외교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계적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이 새
로운 환경에서 국제사회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한 것을 목격하여 왔으며, 한
국에도 이러한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외교에 중대한 기회의 창이 열렸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미･
중 패권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한국 외
교가 직면할 위기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극
복의 국제적 공유나 ‘K-방역’ 차원을 넘는 외교적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
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외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국제적 신뢰와 영향력을
확장하여 핵심적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이러한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을 미･중 관계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자
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 다자외교 무대는 양
국 간 패권 경쟁의 전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이 미･중
으로부터 오는 양자적 차원의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활용 가능한 전략적 플랫
폼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책
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개척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수 국제기구의 수장 배출, 주요 국제회의 의장직 수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권, 개발, 평화 안보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가
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엔에서 합의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중견국
가로서의 이미지도 구축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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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다자외교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자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차원에서의 외교적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외교
적 시도를 종합적 국익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외교
적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못한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다자외교가 기존의 ‘담론 추종자’에서 ‘담론 제시
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다
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적 약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외교적 입
지 확보와 포괄적 국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
교 전략적 차원에서 다자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담론을 제시하
고 국제사회 유대를 견인해 나가는 구상 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용적 다자주의’ 접근을 코로나19 이후 다자주의적 접
근을 활성화하는 담론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전쟁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국제사회는 그
간 간과해왔던 비전통 안보 이슈가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구체적인 외교 이니셔티브는 비전통 안
보 이슈와 연계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전통 안보 이슈는 근
본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 안전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정책 기조와 연계한 담론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
다. 새로운 이니셔티브 구상 시에는 유엔 등에서 합의된 기존의 원칙과 담론
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발전 또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측면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유사 입장 국가나 민간
행위자들을 우호 그룹으로 형성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과 다자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및 협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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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전통적인 다자외교 강국 및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중견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신남방 외교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소다자 연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및 한･중･일 3국
협력 채널로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
한 기여자로 성장한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 역시 선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연대 채널을 통해 한국의 구상을 확산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의제화될 수 있는 외교적 전략도 함께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제기구인 유엔의 관여가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한국 주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개발협력이나 공공외교와 같은 한국의 외교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고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V. 맺는말
인류는 위기 시마다 공조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거버넌
스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코로나19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시기에 우리를 찾아왔고, 각국은 여전히 코로나
발(發) 복합 위기에서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제사
회가 협력을 위한 여유를 언제쯤 가지게 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보건적으로 연결된 국제사회의 안전과 발전은 인류
를 위한 단결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확신하는 세력 간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중견국 한국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평판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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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촉발하는 선두에 설 필요가 있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이야말로 한국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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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제법상 국가책임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 서론
후대의 역사가들은 코로나19를 세계화의 부정적 사례로 평가할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국제사회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세
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코
로나19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되는 다른 중요한 쟁점을 국제사회의 관심
사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는바, 국제사회가 코로나19에 거의 매몰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확인되었다. 우
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는 이후 국제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한에
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리원량(Li Wenliang)은 동료 의사에게
SARS와 유사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리
원량은 우한 경찰에게 소환되었는데, 소환 이유는 리원량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표명이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거짓 정보의 유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리원량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한 경찰이 경고하기 위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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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라 국가들은 무역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하 ‘PHEIC’이라 함), 2005년 국제보건규칙(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이하 ‘IHR 2005’라 함) 및 세계
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라 함)는 국제사
회에 회자되는 일상용어가 되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제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는 물론이며, 직면한 심각한 경제
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유발한 중국에 대하여 팬데믹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응
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추궁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국
내법원에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원, 즉 국제사법재판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라 함)에 중국을 제소하여
중국의 국제의무위반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야기한 국제적 위기상황 및 이로 유발된 복합적인 피해를 감
안할 때, 중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일견 이해될 수 있다. 국제정치
의 역학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맥락에서
중국의 국제적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중
국이 국제사회 또는 개별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특히 법적 책임을 부담
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적 규범 체제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법은 중국에게 어떠한 국제법 규범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중국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추궁
의 현실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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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에 적용 가능한 국가책임법 및 No-harm Rule의
주요 내용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전체 구조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이하 ‘국가책임초안’
이라 함)’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국가책임초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
은 아니나, 국가책임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서 국가책임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법 규범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국가책임초안은 어떤 경우에 국가가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위법성을 조
각시켜주는 사유는 무엇인지,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국가책
임이 발생된 경우 책임국은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피해국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국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타국의 선행 국제의무위반행
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법성 요건은 무엇인지 등 국가책임 전반에 걸친 주
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초안은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가책
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국가의 국제위
법행위의 요소는 ‘행위의 국가귀속 가능성’과 ‘행위의 국제법 위법성’으로 이
는 국가책임초안 제2조에 규정되고 있다. 즉,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
성하는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
성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책임초안은 제4조에서 제11조에 걸쳐 국가로 귀속되는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지위 여하,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책임초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고려할 때,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기관의 국제의
무위반행위는 관련 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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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초안 제12조는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따라 그 국가에 요구되
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연원 또는 성질과 무관하게 그 국가
가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책임초안 제14조는
국가에게 일정한 결과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러한 결
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그러한 결과가 계속되어 그 의무와 불일치
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전 기간 동안에 연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초
안 제12조와 제14조에 따라 국제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제의무위반이 성립된다.
국가책임초안 제31조는 책임국이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 대
한 배상의 형식은 국가책임초안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원상회복, 금전
배상 및 만족의 형식으로 책임국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
42조에 따라 피해국은 책임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제43조에 따
라 피해국은 책임국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책
임초안 제48조에 따라 책임국에 의하여 위반된 국제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
를 상대로 하는 경우,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주요 조항은 코로나19에 대하여
중국이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
을 제공해준다. 물론, 국가책임초안은 2차 규범으로, 관련 국제법 문제를 직
접 규율하는 1차 규범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1차 규범
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법 문제는 이후 검토할 1차
규범인 WHO헌장 및 IHR 2005에 따라 고찰되어야 하지만, 국가책임 전반
에 걸친 국제법 구조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책임초안과
함께 이해해야할 국제법 규칙으로 No-harm rule(월경피해방지의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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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피해방지의무는 자국의 영역이 타국에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월경피해방지의무는 1941
년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의 중재판정1)에서 타국에 대한 환경침
해 문제에 대해서 적용된 이래 다수의 국제판례, 국가실행, 조약 또는 국제법
문서 등을 통해 관습국제법 규칙의 하나로 확립되어 왔다. ICJ 또한 국가는
월경피해방지의무가 환경에 관한 국제법 규칙의 일부임을 재확인하여 왔
다.2) 월경피해방지의무는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라(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라는 관념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선린의 원칙(principle of good neighborliness)’, ‘영토의 무해한 사용
(harmless use of territory)’ 규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비록 월경피해방지의무가 주로 국제환경법 문제에 적용되는 관습국제법
규칙이지만, 타국의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 또한 코로나
19 문제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상 원칙이다. 상당주의 의무에 따라 국
가는 위험, 위협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상당주의 의무는 소위 ‘선정(good governance)’의 판단기준으로 위험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Ⅲ. WHO헌장 및 IHR 2005의 주요 규정
WHO헌장은 국제보건체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법
규범이다. 코로나 19 관련 중국의 국가책임 추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주
1)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 (United States v. Canada), Arbitral Trib., 3 U.N. Rep. Int’l Arb.
Awards 1905 (1941).
2) The Legality of the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 241, par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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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WHO헌장 제75조는 WHO 회원국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WHO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
된 분쟁이 교섭 또는 WHO총회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ICJ에 회부되어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WHO헌장은 제21조에서 IHR 2005와 같은 규칙을 채택할 권리를
WHO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WHO헌장 제22조는 제21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은 적절한 통지 후, 모든 WHO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됨을 규정하고 있
다. WHO헌장 제64조는 WHO 회원국에게 WHO총회가 결정한 방법에 따
라 통계적 및 역학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WHO헌
장 제37조는 WHO사무총장 및 직원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 또는 WHO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WHO 회원국은 WHO
사무총장 및 직원의 배타적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
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IHR 2005 제56조 3항은 WHO 회원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WHO
회원국에 대하여 IHR 2005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강제중
재 수락 의사를 언제라도 WHO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음을 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IHR 2005 제6조는 IHR 2005 회원국이 자국 내에
서 PHEIC을 구성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WHO에 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IHR 2005는 또한 제7조에서 PHEIC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근원이
나 원천과 무관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공중보건 사태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증거가 있는 경우, IHR 2005 회원국은 모든 관련 공중
보건정보를 WHO에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IHR 2005 제6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한 WHO헌장 및 IHR 2005는 중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1
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국제보건규범의 1차 규범에 해당된다. 상기에서 언
급한 국가책임초안 및 월경피해방지의무의 적용 여부는 국제보건규범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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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해당되는 WHO헌장 및 IHR 2005의 관련 조항의 검토가 선행된 후
판단되어야 한다. WHO헌장과 IHR 2005는 WHO 회원국 및 IHR 2005 회
원국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배
상책임문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국제의무위반의 존재 여부, 유
책성 및 배상책임 관련 쟁점은 국가책임법초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국제의무위반이
존재해야 하는바, WHO헌장, IHR 2005 및 월경피해방지의무의 위반 여부
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책임초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쟁점을 검토함으
로써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책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Ⅳ.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 및 현실적 한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는 국내소송 및 국제소송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상기에
서 언급한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책임을 묻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둘째, ICJ를 비롯한 국제법원을 통하
여 중국의 국제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국제의무위반이 결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중국에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의 국내소송 제기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코로나19 관
련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전략은 정치적 전략 측면에서는 적지 않
은 함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즉, 미국의 경우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the Foreign
State Immunity Act, 1976)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법적 책임 추궁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확립된 것이며, 비록 절대적 주권면제에서
상대적 주권면제로 주권면제의 개념 자체가 변화되었지만, 일국의 법원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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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비주권적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된 경
우,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이와 부합되지 않는다.
ICJ를 활용한 국제소송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한 것이 된다. 실질사항
으로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WHO헌장 및 IHR 2005 위반 여부가 확정
되어야 하며, 절차사항으로 ICJ의 관할권 성립에 관한 중국의 동의 여부가 선
결되어야 한다. 중국의 IHR 2005 위반의 근거로 주로 거론되는 조항은 IHR
2005 제6조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IHR 2005 제6조에 해
당되는 사항을 WHO에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IHR 2005 제6조
위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IHR 2005 제7조는 제6조의 내용이 전면적
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의 IHR 2005 제6조 및 제7조의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중국의 리원량에 대한 태도, 우한 보건 당국의 조치, 중국의 공중보건정보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IHR 2005 제6조 및 제7조를 위
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PHEIC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활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제공의 어려움 및 코
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PHEIC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
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WHO헌장 제75조에 규정된 ICJ 활용 또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WHO헌
장 제75조는 동 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이에 관한 분쟁이 교섭 또는 WHO총회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아야 하며, 분
쟁 당사국이 분쟁 해결에 대한 다른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ICJ에 비
로소 분쟁이 회부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상기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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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이 ICJ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관할권 성립에 대하여 동의할 가능
성은 매우 낮다.
아울러, WHO헌장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채택된 IHR 2005에 대한
중국의 위반을 WHO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로 간주하려는 시도
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WHO헌장 제21조와 제22조는 WHO총회의 보건 관
련 규칙 채택의 권한 및 이의 시행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WHO헌장 제
21조와 제22조를 근거로 WHO헌장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취약함이 있다.
WHO헌장 제64조에 따른 중국의 WHO헌장 위반 여부도 제기되고 있지
만 이는 IHR 2005 제6조 및 제7조와 연계하여 감안할 때, IHR 2005 제6조
및 제7조의 위반이 결정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WHO헌장
제37조에 따라 중국이 WHO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WHO
헌장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중국이 WHO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
력을 행사했을지라도 WHO의 중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감안
할 때, 이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주장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WHO헌장 및 IHR 2005를 근거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가책
임을 추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바, 국가책임초안 및 월경피해방지의
무 등을 통하여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가책임추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에 따라 중국이 IHR 2005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
였는지 여부만으로 중국의 국가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라 중국의 국제의무위반, 즉 WHO헌
장 및 IHR 2005 위반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우한 보건 당국의 조치 및 중국의 대응 조치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치라는
점은 명확한 바,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인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 여부는 충족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IHR 2005 제6조 및 제7조의 위반 여부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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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연 보고 등의 사실상 정황을 감안할 때, 중국이 IHR
2005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중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에
대한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을 통한 책임 추궁의 주요 목적이 코로나19로
유발된 피해에 대한 중국의 손해배상을 얻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
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 인한 국제의무위
반과 이에 따라 발생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확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중
국이 IHR 2005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위반과 피해가 직접
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책임초안 제31조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책임국은 피해국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IHR 2005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것이 결정된다면, 중국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피해의 원인이 중국에 배타적으로 귀속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제기되는
사실과 같이 중국이 이를 WHO에 보고를 지연하거나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각국은 이에 대한 방역조치 등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IHR 2005 제6조에 부합
하게 보고를 하였다 하여도, 각국이 코로나19의 자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공중보건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발생된 피해의 성격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경감의무(duty to mitigate)에 따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국은 회피 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3)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국은 어떠한 실질
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매우 복잡한 문

3)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ICJ Reports, 1997, p. 55, par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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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국가책임법의 원칙상, 코로나19에 대
한 중국이 지연보고에 귀속될 수 있는 피해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야기된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WHO에 대한 중국의 지연보고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월경피해방지의무 또는 상당주의의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의 발발을
인지한 후,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한다. 월경피해방지
의무 또는 상당주의의무에 따라 중국은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여도, 적어도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노
력하거나, 타국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사실, 코
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국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상당주의의무 또는 월경피해방지의무의 성격을 행
위 의무(obligation of conduct)로 볼 것인지 결과 의무(obligation of
result)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당주의의무는 국가가 실현 가능한 조치 중에서 어떤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결정할 때, 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주고 있다
는 점이다. 즉,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 및 이의 확산 가능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재량적 판단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량적 판단에 대하여 타국은 중국이 코로
나19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추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활용 가
능한 과학적 정보에 따른 재량적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국
은 이에 대하여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책임
을 추궁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소송의 경우, 주권면제법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국제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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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중국에 WHO헌장, IHR 2005, 월경피해방지의무 및 상당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방
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유발한 막대한 피해가 중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설령, 중국의
국제의무위반 및 이에 따른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이 ICJ와 같은 국제법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V. 결론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넘어서 세계적 욕설(pan-damn-it)을 유발할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코로나19의 최초 유발자에 대한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의 시행 및 감염병의 확산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
한 대응방안이 소위 분노 표출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대응이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잠재적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전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국가책임 추궁에 대하여 피들러(Fidler) 교수의
평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4) 즉, 왜 IHR 2005와 같
은 대표적인 국제보건규범이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이 야기한 피해에 대하여
4) D. Fidler, “COVID-19 and International Law: Must China Compensate Countries for the Damage?”,
Justsecurity (Mar. 27, 2020)
(https://www.justsecurity.org/69394/covid-19-and-international-law-must-china-compensa
te-countries-for-the-damag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 2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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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
로 국가들은 PHEIC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심각
하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역 또는 여행제한조치의 시
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책임법초안,
WHO헌장 및 IHR 2005를 코로나19 사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감
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경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은 어느 국가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들로 하여금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
가책임의 추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자제시키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18~1919년 파괴적인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의 기원은 불분명하지
만, 미국은 잠재적 발원지의 목록에 있었으며, 2009년 H1N1은 미국에서 처
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까지 실질적인 국가책
임의 추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의 공유된 이해를 반영해 온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감염병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
각한 악영향을 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어떠한 체제를 수립
해야 하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감염병 문제
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감염병 확산의 초점을 사후
대응체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의 태도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측면에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
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협, 도전 및 변화에 대한 고
위급패널’(the High-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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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고서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는
감염병 확산 관련 UN안전보장이사회는 WHO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의심스
럽거나 압도적인 감염병 발발의 경우에 협력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 UN안전보장이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감염
병의 확산이 아직까지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문제로서 적극적
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무기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를 어
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국제보건 역량강화에 있어서 국가들에게 어떠한
협력이 요구되는지, 국가들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국제규범체제의 설계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코로나19가 국제법에게 던져준 화두일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이 국제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측면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국제사회의 구태의연한 태도의 대유행
을 우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태도에서 유발되는 피해에 대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59/565] (2004), para.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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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미･중관계
- 가치와 이념의 갈등 주재우
(경희대 교수)

Ⅰ. 서언
작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국 실망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1874년 사상 첫 중국행 상선의 출항 때부터 중국의 변화를 대중국 정책의 기
조로 삼았다. 당시 미국의 중국정책과 오늘날의 것은 차이가 거의 없다. 약
200여 년 전부터 미국은 교역과 교류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는
나라로 변화할 것을 기대했다. 즉, 당시 미국의 중국정책의 최상 목표는 중국
의 기독교화, 민주화, 개방화, 시장경제화의 실현이었다.1)
개혁･개방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상 목표는 과거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기독교화가 누락되고 민주화가 중심에 올랐다. 오늘날 미국이 원하는 중국은
민주화, 개방화와 시장경제화가 정착된 중국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40
여 년간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화와 국제사회
와의 교류 증대 및 세계자유질서의 편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
문이다.2) 그러나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위는 중국의 저항 의
1) James Bradley, The China Mirage: The Hidden History of American Disaster in Asia, (N.Y.:
Little, Brown & Company, 2015).
2) James Mann, About Face: a history of America's curiou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Nix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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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국의 부상이 또 다른 사회주
의 강국의 출현임을 증명하는 계기였다.
코로나19사태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주장이 무색해지는 가운데 미･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 견해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 세계적인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사태 때 세계는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이론을 근거로 중국의 미국 추월론이 기승했다. 이 과정
에서 두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세
력전이로 국제질서는 물론 국제체제에 본질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번 코로나사태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분리(strategic
decoupling)’부터 ‘대분리(great decoupling)’와 ‘신냉전’까지 또 한 번 국
제질서의 변혁이 예견되고 있다.3) 3월 20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특집호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12명의 회의적인 의견이 게재했다.4) 헨리 키신
저 박사는 4월 3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기고문에서 세계
질서의 영원한 변신을 예견하면서도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원리를 보호해
야한다고 주장하며 반향을 일으켰다.5)
이들의 위기의식은 코로나사태를 대응하는 국가들의 행위에서 비롯됐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원한다. 대응
책 마련에는 보호주의가 활용된다. 상호신뢰가 저하된 세상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은 국수주의와 고립주의에 의존하려는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Clinton, (N.Y.: Vintage Books, 2000).
3) Sagatom Saha, and Ashley Feng, “Global Supply Chains, Economic Decoupling, and U.S.-China
Relations, Part 1: The View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Brief, Vol. 20, Issue 6, April 1, 2020
pp. 19-24.
4) John Allen, Nicholas Burns, and et. al.,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5) Henry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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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의 인류 보편
적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는 신념에서 행동하기 때문이
다. 이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세계에 입증하려는 야
욕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결과다. 2013년 시진핑은 미･중 두 체제 간의 협력
과 갈등의 경쟁 결과를 자본주의의 소멸과 사회주의의 승리로 설명했다.
2017년 시진핑은 중국이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하는 사명을 알렸다. 이의 방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시스템의 강화
를 촉구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이념과 가치의 우월성 경쟁으로
몰아가는 방증이다.
중국의 행위에 대한 코로나 피해국들의 불만은 사태 해결에 있어 중국이
국제적으로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데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증거인멸과 사태은폐를 조작하고 국제사회
의 정보요청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바이러스의 진원을
2019년 10월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들의 소행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사태는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
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구조를 오랫
동안 유지해왔다. 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양국은 1979년 수교 이후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갈등구조가 더욱 명확
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양국은 지난 1월 1차 무역협정을 체
결하면서 양국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던 주요인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
다.6) 이런 미･중 양국의 관계 전환 노력을 코로나사태가 잠식시켜 버렸다.
따라서 코로나사태로 미･중관계에 갈등구조가 다시 한 번 득세하고 있다.
사태 진정을 위한 미･중 양국의 책임공방전은 미･중관계의 회복에 회의적인
인식의 근간이 되고 있다. 양국의 책임공방은 상이한 가치와 이념에서 비롯
6) “What's in the U.S.-China Phase 1 trade deal,” The Reuters, January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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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이유의 결과는 미국의 대중국 불신이라는 창과 중국의 가치와 이
념으로 무장된 ‘예외주의’ 방패간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Ⅱ. 미국의 중국 불신과 전방위 압박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의 일방적인
압박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급소와 약점에 집중 타격이 과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기조가 현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기본 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무역거래를 정정(訂正)한다. 둘째, 과거 행정부의 과오
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다. 셋째, 이를 위해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한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런 기조사상은 중국에 모두 적용된다. 1983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은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 2002년 이후부터 그 적자폭은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이후 거의 매년 적자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7) 미
국의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연 4,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러나 관세인상
의 효과로 2019년 미국의 적자는 17.6% 감소한 3,456억 달러를 기록했다.8)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세 가지 해결방안을 시도했다. 하나는 협상을
통한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세아개발은행(ADB), 국
제통화기금(IMF), 세계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WB), 국제무역기구
(WTO) 등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해 공정거래의 방식과 규범을 터득하게 만
드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관세 인상 등 제재와 같은 압박 수단으로 중
국의 교역행위를 인위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첫 두 가지의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
7) “대미 무역 흑자 사상 최고? 웃지 못한 중국”, 『머니투데이』, 2019년 1월 15일.
8) “美 무역적자 6년만에 감소…대중적자 17.6% 감소”,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2020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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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연간 단위별로 이뤄지면서 중국에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협상
전후에 합의된 사항을 연 단위로 이행하면 해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국제기구
가입 전후에도 중국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입 전에 가입조건의 이행 의
지를 확고하게 표명하고 가입 초기에 일부만 수용한 후 무시하는 행동을 보
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도가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도 묵인
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 방법은 효력을 보지 못했다. 과거에 이를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간 미국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미국이 중국과 벌인 관세인
상경쟁은 이런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했다.9) 비록 1차 무역협정이 지난
1월에 타결되었지만 코로나사태로 이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홍
콩문제라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예기치 않게 또다시 양국의 관세인상 및
수입제한조치가 또다시 동원되고 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에 대한 재고
의사를 표명하자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고려로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대중국 협상뿐 아니라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된 대만문제와 홍콩에 대해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미국은 자국군함을 대만정박 허용법안의 통과를 필두로
‘대만여행법(2018.3)’, ‘대만관계강화법(2020.)’,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국 가입 승인법(2020.3)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의 무기판매 승인, 2018년의 방산업체의 교류 재개 조치와 2018년 8월의 차
이잉원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 등도 압박수단으로 동원됐다.
홍콩의 경우 1992년의 홍콩특수지위법의 통과 이후 올해 홍콩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결의되었다.10) 홍콩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연례 평가에 따
라 홍콩의 특수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연동법안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전

9) Bob Woodward,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N.Y.: Simon & Schuster, 2018).
10) “United State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 PUBLIC LAW 102-383—OCT. 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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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 부여 문제를 매년 결정해야하는 정치경제학
의 구조가 미국의 홍콩 교역의 프레임으로 잡힌 것이다. 따라서 홍콩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 없을 시 미국은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의미
다.11)
이밖에 지난 200여 년 동안 시도되었던 ‘중국 길들이기’에 새로운 전략방
식을 트럼프 행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의 핵심은 중국의 배제와 고립이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다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다. 경제･교역 방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배타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을 추진 중이다.12) 군사·안보영역에
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중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의 추진과 한반도의 사드 배치다. 정치･외교 방면에서 미국은 G7 회의 대신
중국을 배제한 G11 또는 G12 회의의 개최를 구상 중이다.13) 기술안보 측면
에서 미국은 가치공유의 나라들에 중국과의 기술협력과 중국의 기술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을 다방면
에서 견제하여 국제질서와 제도, 그리고 규범에 더 순응시키기 위함이다. 이
는 미국이 지난 200여 년 동안 추구한 중국정책의 최대 목표인 중국의 민주

11)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PUBLIC LAW 116–76—NOV. 27,
2019.
12) Andrew Korybko, “The U.S. anti-China infowar is driven by its 'Economic Prosperity Network'
plans,” CGTN, May 4, 2020,
https://news.cgtn.com/news/2020-05-04/The-U-S-anti-China-infowar-is-driven-by-ownplans-QdGnXWWs9O/index.html (검색일: 2020년 5월 10일);
Special Briefing with Keith Krach,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Growth, Energy,
and the Environment; Cordell Hull, Acting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dustry and
Security; Dr. Christopher For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nd Ian Steff,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 for Global Markets, The
Department of State, May 20, 2020.
13) “Trump postpones G7 summit, seeks to expand invitation list,” The Aljazeera, Ma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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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개방화와 시장경제화의 구현이다. 이는 미국의 가치를 완전히 수용하는
중국의 본질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배제와 고립
을 통해 중국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다.
2019년 중국의 대미 흑자가 대폭 감소한 사실이 이의 방증이다.14)

Ⅲ. 중국의 버티기: ‘예외주의(exceptionalism)’
중국의 이른바 ‘예외주의’는 오랜 기간 묵묵히 표방되어 왔다.15) 이는 중
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서 잘 표방되어왔다. ‘예외주의’는 자신과
남의 차별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의 근본을 다른 가치관에 두고 있다. 이는 국
가의 형성과정과 국내적 팽창과정을 대외적으로 확장하면서 국익 수호와 영
향력 확대를 위해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대국의 외교적 형상이다. 이 과정에
서 ‘예외주의’는 자칫 ‘우월주의’로 망각될 수 있다. 자신의 특별하고 차별적
인 가치관을 토대로 국익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
리적인 작용 때문이다.16)
중국의 예외주의는 이른바 ‘국제관계의 민주화’의 원칙 중 하나와 일맥상
통한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 일원들의 다양성, 즉 제도와 체제의 상이성과 이
를 각자가 채택한 결정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문명이 인류사회에 공
존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적 상황(國情)에 따라 선택한 사회제도, 통치체제
와 발전전략을 권리와 결정의 결과를 존중하자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독
특한 특성을 가진 중국에게 다른 나라의 사회적 발전 규범(민주, 자유주의,
국제법 등)을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모델

14) 2019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품수지적자는 3456억 달러(409조 3632억원)로 17.6%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저치였다. "U.S. trade deficit narrows in 2019 for first time in six years," The
Rueters, February 5, 2020.
15) 张锋, “‘中国例外论’刍议”, 『世界經濟與政治』, 2012年 第3期, pp. 82-104.
16) 黃仁偉, “美國例外論 vs. 中國例外論”, 『社會觀察』, 2013年 4月,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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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중국에 적합하다는 식이다.
중국의 예외주의 논리는 중국의 정체성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국
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 역량과 위치 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중국의 정체성은 상응하는 진화과정을 겪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지난 40년 동안 ‘발전중국가’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경제대국’과 ‘지역대
국’으로 거듭났다. 문제는 중국이 정체성을 거듭할 때마다 예외성을 항상 모
색하고 제기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데 있다. 이를 국가가 자신의 국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그러
나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모순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중국이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지역대국’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중국 자신도 인정한다. 중국
의 인정은 IMF, IBRD와 WB에서 의사결정권의 증대 요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국익 수호와 극대화를 위해 중국은 국제금융기관과 WTO 등
에서 2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대국과 지역대국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지기에 역
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예외하려 한다. 즉, 2대 경제대국과 지역대국의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 한다. 대신 발전중국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국민소득, 빈곤층, 극빈층 등)로 이런 모순적 행위를 합리화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예외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국제체제와 국제금융기
관에서 더 많은 혜택과 특혜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예외주의’는 미국의 것과 다르다. 일례로, 영향력
확대에 있어 가치를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 외교에 가치관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중국 나름의 가치관(예: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가치관 16개 등)을 구비했다고 최근 반론한다.17) 그러나 중국이 주장
17) 중국공산당은 18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포했다. 이 가치관을 부강(富强), 민주
(民主), 문명(文明). 조화(和谐),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爱国), 경업(敬業), 진
정한 신뢰(诚信), 우호(友善) 등으로 정의했다. 胡锦涛,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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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치관은 중국 자신만의 고유 사회주의 가치관이다.18) 인류가 보편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사회주의
를 무기로 국제 규범과 질서에서 자신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주
장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념을 빙자한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신흥세력이 가치와 이념의 우월성을 무기로 기존질서에 도
전해서 승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기존질서가 장기간 유지되는 이유
가 있다. 인류가 질서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
제질서는 자유, 인권, 민주, 개방, 법치, 공정과 상호주의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다. 반면 중국의 행태를 근거로 본 인류운명공동체의 가치는 인권탄압, 자
유 억압, 감시와 통제 등의 통치수단으로 공산정권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예
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국익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권력(power)이다. 자신의 급증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중국은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시장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힘을 토대로
중국은 자신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국제기구의 위치에서 제3세계 국가나 발
전중국가와 연대하여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주력한다. 과거에 이런 중국의 행
위가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두드러졌다면 지금은 경제협력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대일로 사업이다. 보편적 인류가치가 결여된 이
사업은 재력과 혜택 및 특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투자대상국의 파산에 냉
정하고 자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일대
일로 사업이나 중국과 경제협력을 한 국가들 내부에서 반중국 정서가 팽창하
는 이유와 직결된다.

建成小康社会而奋斗』, (北京: 人民出版社, 2012年 11月 8日).
18) 王红续, “新中国外交的价值取向与战略抉择”, 『国际关系学院学报』, 2011年 第6期, pp.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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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하향평가하면서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체제에서 발전중국가로서 모든 이득과 혜택 및 특혜를 누렸다. 그러
나 국제사회가 표방하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와 국제 법, 제도와 규범을 수용
하는 데는 인색했다. 그 결과가 미국이 2005년부터 주장한 ‘책임 있는 국가’
로서 행동하는 대신 ‘예외주의’에 입각한 자기만의 해결방식을 고집하는 태
도가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Ⅳ. 기존의 국제질서 존속 이유와 국가 행위의 패러다임 변화19)
오늘날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분리’
의 가능성이다. 서언에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의 가능성에 무게
를 두고 있다. 이들의 예측은 지금까지 국가들이 사태수습과정에서 드러낸
국가 행위의 사상적 토대에 근거한다. 왜냐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태의
책임 공방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경제회복의
최선의 수단으로 호소되고 있다. 심지어 국수주의와 배타주의가 국제질서의
변혁 논리를 정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우
선, 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선순환적 회복 가능성을 간과한다. 코로나사태의
초기 발생국의 조기 회복으로 이들의 경제재건이 우선 시작될 것이다. 이는
세계 생산체인의 복원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
라서 중국이 우선 회복할 경우 미･중 간의 전략적 고리의 단절보다 연결의 촉
매가 될 것이다. 물론 올해 미국의 대선으로 ‘중국 때리기’의 정치적 공방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1차 무역협정의 타결이 방증하듯 경제회복을 위한 미･
중의 공조는 불가피하다.

19) 본 절은 『아주경제』의 <주재우의 프리즘> “코로나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제도와 규범도 바뀌어
야” 2020년 5월 15일자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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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또한 숱한 세계적 재난과 재해를 겪으면서 회복기간을 단축해온
경험이 있다. 금융위기나 다른 전염병 사태마다 세계 운명에 대한 비관론은
항상 동반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반대였다. 기대 이상의 급속한 회복이
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에 배타성이 강한 압박정책을 취할 수 있겠
으나 고립주의를 표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공세정책은 미국을
국제무대와 아･태지역 정치에서 종횡무진하게 만든다. 특히 동맹국과 가치
공유국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어불성설이다.
종합하면 국제협력과 공조의 가치는 재평가 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결과
적으로 제도와 규범의 강화와 개선을 통해 세계자유질서의 기반은 더욱 견고
해질 것이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는 세
계경제의 회복과 세계자유질서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국제관계의 역사는 비전통안보(NTS)요인이 국제질서의 재편이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추동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
드대 교수의 명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도 이를 뒷받침한다. 책
의 부록에 제시된 16개의 국제질서의 변혁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20) 제시한
사례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패
권국이나 신흥세력의 패망을 전제한다. 이런 전제는 절대적이다. 즉, 전쟁이
나 국력의 쇠약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패권국이나 신흥강국의 멸망을 전제
한다. 그렇지 않고서 새로운 체제의 국제질서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대신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를 기
대할 수 있다. 사태의 처방전으로 동원된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학습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류의 행동 양식과 규범이 바
뀌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 가능해진 이유에는 4차 산업의 발달 결과

20)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N.Y.:
Houghton Miffl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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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정보기술(IT)을 토대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생활경제에
깊게 침투하면서 인류는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체제와 질서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
력은 없다. 단지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기존의 양식, 규
범과 제도에 변혁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새로운 행동 양식과 규범은 새로
운 행동 메커니즘과 이를 수반하는 법적, 제도적 혁신을 요구한다. 이런 혁신
이 그러나 국제질서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하다. 왜냐면 이를
지탱해주는 국가의 힘(국력)을 잠식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또한 새로운 국제체제와 질서의 창출로 이어지
기는 어렵다. 만약 이런 기술을 세력 확장이나 영향력의 확대 수단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국가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비트코인, 드론, 5G 기술 등을 세력과 영향력 확대
하고 상대국을 패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사이버 전쟁이 아니고서는 말이다. 전산망과 통신망에 혼란을
일으키는 해킹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사이버 전쟁은 ‘핵전쟁’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이
사이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공멸로 이어진다.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로섬’의 결
과가 자명하다는 의미다. 사이버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 차원의 제도와
질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핵무기의 통제 수단으로 마련된 비확산
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실험금지조약, 전략무기제한조약
(SALT) 등의 제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이버안보를 위해 사이
버공격을 기존의 질서체제에 새로운 통제대상으로 추가할 수는 있다는 의미
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체제를 대체할 수준의 것은 아니다.21)

21) Newt Gingrich, China vs. Trump: Facing America's Greatest Threat (N.Y.: Hachette Book
Grou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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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새로운 사회적 운동으로 유발되는 새로운 행위 양식과 규범이 새로
운 행동의 패러다임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개인,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이
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자가 격리’까지 등의 사회적
운동은 생활경제는 물론 기업과 국가 행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사회구조와 경제체제가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
령, 원격회의는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화에서나 봐왔던 가상
세계의 소통방식을 인류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원격세
계에서 상호 소통의 기술력이 한 층 더 강화되면 소통의 패러다임마저 바뀔
것이다. 핀테크 역시 생활경제에서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
가상 금융이 한 층 더 발전하면서 생활경제의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기축통화 개념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계기다.
기업은 재테크와 최소한의 인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역으로 4차 산업의 미래 경영 방식을 조기에 경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가가 위기사태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기업경영에
창의적 혁신을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이후 기업은 직접 경험한 경영혁
신을 현실화할 태세다. 가령, 이번 사태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
행되는 가운데 IT와 4차 산업 기술로 인력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과 효율을 극대화할 있어 이를 내심 반기고 있다.
국가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
야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 또한
제조업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이다. 그간 선진국은 서비스업, 금융업 등 3차 산업이 발달한 경제체로
정의되어왔다.
작금의 위기사태로 제조업 없는 3차 산업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현실을 선
진국들은 깨닫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글로벌 공급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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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도산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잠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에서 인류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
한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코로나사태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 파급
효과는 개인과 기업의 행위는 물론 국가의 행위에 창의적 혁신을 불러일으키
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더욱
발달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
서 인류의 행동 패러다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Ⅴ. 결언
미･중 양국의 갈등관계는 지난 몇 년 간 상승했다. 상승의 속도는 양국의
관세인상경쟁과 안보딜레마로 가속화되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준 중국
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국의 불안한 갈등관계를 점화시켰다. 점화된 도화선
이 소화(消火)될지, 아니면 소화(燒火)되도록 양국이 수수방관할지가 미래 세
계의 평화와 안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전자는 미국이 다시 한 번 인내를
가지고 ‘중국 길들이기’는 유화책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중국의
부상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더 배타적인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의 고
립을 심화시켜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기간 내에 미국의 전략은 후자에 편향될 것이다. 왜냐면 현재로서 미국
은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과 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를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스크럼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재조직하는 것은 그러나 국제 체제나 질서에 본질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미국의 중국 강경책이 중국 배타주의의 색채가 농후하지만 사
태 진정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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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2)
미국과 그 연대세력국가들이 중국과 협력을 재개할 때까지 중국은 미국의
연대압박전략을 중국 ‘예외주의’로 대항할 것이다. 미국의 강경책과 중국의
‘예외주의’는 양국의 가치와 이념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빚어진 갈
등요인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양국의 ‘치킨게임’을 연상하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단 사태가 진정되면 그러나 미･중 양국은 냉정한 현실정치로 복귀
할 것이다. 즉, 전략적 이익을 위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역사가 이
를 증명한다. 냉전시기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이 전략이익을 위해 협력
을 모색한 경험이 재연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 경쟁으로 인식을 고수하면 미･중 갈등관계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사태의 대응성과를 사회주의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과오와 치부를 덮는데도 악
용한다. 결국 아직까지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인류의 안위와 건강은 안중
에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중국이 주창하는 인류운명공동체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꿈’의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국은 중국과 ‘역사의 종결’을 두고 한판 승부를 펼쳐야한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이다.
인류는 수많은 재앙과 재해를 극복하면서 지혜로워졌다. 회복기를 단축하
는 노하우도 터득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대안 마련에는 준
비되지 않았다. 왜냐면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심화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자유질서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의 보완과 강화만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코로나사태의 회복과정으로 말미암
아 국제질서가 변혁보다는 국가 행위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하면서 패러다임

22)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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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관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물질적 이
득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선택은 쉬워진다. 보편적 가치의
보장보다 국민의 화합, 단결과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은 없다. 국
익을 위한 전략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
상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를 우리의 가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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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한반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Ⅰ. 코로나19와 국제질서
흔히들 코로나19를 세계 대공황에 비유한다. 대공황은 산업혁명 이후 수
요와 공급구조의 붕괴가 주요 원인이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생산과 유
통망의 와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비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구조와
인류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체로 세
계적인 석학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존 개념들이 수정되고 국제화와
정보화의 관점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래 ‘뉴 노멀(New Normal)’이
라는 용어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수반하는 새로운 표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율, 소비위축 등의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의 확산은 국가
간의 왕래를 위축시키고 국내적 산업구조를 변경시키면서 코로나19 이후 새
로운 ‘뉴 노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쟁이나 경제 분쟁과 같은 전통적 갈등요소에 추가하여 초
국가적 위협에 대한 주도권이 새로운 국가 간 갈등 요소로 부각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무차별적 전염병 확산의 과정에서 인류가 쌓아온 세계화의
토대는 붕괴되고 자국이기주의, 국가들 간 이합집산 현상도 재차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대만 등 국가 방역 과정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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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임도 드러났다.
미국이 지고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지 역시
도 견해가 분분하다.
안보적 관점에서 보자. 탈냉전이후 전 세계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
반한 국제질서를 구축･유지해 왔다. 탈냉전 직후는 미국이 유일 강대국이었
지만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유럽은 나름대
로 유럽연합이라는 블록을 안착시켜왔다. 경제위기는 몇 차례 있었지만 민족
주의와 보호무역의 출현을 경계하면서 나름 국제적인 균형도 이뤄왔다. 그러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 연대와 다자주의의 전통적 관점을 무너
뜨렸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올해 코로나19의 출현으
로 탈냉전 이후 구축해온 미･중관계와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확산에 대해 초강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미･중 간 헤
게모니적 갈등을 넘어 전염병, 기후변화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해
협력이 절실했다. 그러나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됨으
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정치적 리더십들이 책임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가운데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난 5월 14일 중국과의 관계단절 등을 선언하였고 중국기업 화웨이에 대한 경
제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우방국들을 끌어들
이면서 반중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
고 미국이 이에 대해 경제제재로 대응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1980년대 미･소 간 군비경쟁과 같은 군사적 대립
을 수반한 냉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중 간 협상의 근본 틀을 건드리지
않는 일시적･부분적 양상으로 갈 지는 향후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부
각되고 안 그래도 어려워 진 세계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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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특성상 미･중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 상황 역시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과연 코로나
19로 촉발된 미･중 갈등 관계는 우리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것인지, 도전요인
이 될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자문자답
을 요구한다.

Ⅱ. 코로나19와 한반도
그간 한반도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중 간 협력이 강화되면 주변 강
대국은 분단문제에 있어 현상타파적인 경향을 보여 왔고 반대로 미･중 간 갈
등이 심화되면 한반도 분단문제도 현상 유지(status quo)적으로 가져갔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 분단구조가 미･중 간 헤게모니 대결의 완충지대
(buffer zone) 역할을 하면서 미･중 갈등의 대리전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물론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등과 같이 우
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온 적도
있었다. 남북관계가 앞서나가면서 주변국들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
도 확인한 바 있다. 일례로 판문점 선언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
키면서 우리의 중재력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2002년 북･일정상회
담은 남북정상회담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자주적인 시도도 북･미 간 갈등을 비롯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좌절감을 맛보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나가
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진 방역･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투명한 대처를 함으로써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한국형 표준(K 방역)을 세우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불투명한 대처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철저한
방역체계를 적용하지 못한 미국 혹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선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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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대응 경험을 살려 초국경적 위협의 대처에 있어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언택트(untact)의 기반이 되는 최고 수준
의 I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의 산업구조 개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그린 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을 개발
해 나간다면 해외 투자 유치도 늘어나고 세계 경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위상 강화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틈새가 된다. 초국가적 공동협력을 선도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
19를 통해 신장된 국력을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힘에 논리에 엮여
반세기 넘는 분단을 타파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
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목표와 외교지향은 분명하다. 미･중관
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남
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할 순 없다. 보편적
인 가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분단구조의 숙
명과 패배주의를 타파하는 데 우리의 위상강화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Ⅲ. 코로나19와 남북관계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연말
시한설정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고 미국의 결단을 압박했다.
어렵게 지난해 하반기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북･미 간 서
로의 주장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레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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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이례적으로 신년사를 생략하고 당 전원회의
결과 공표를 통해 ‘정면돌파’, ‘자력갱생’을 통해 대미항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은 어떤가? 올해 말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
부는 북한 문제가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하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낮출 생각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
라 국가들 관계가 일시 단절됨으로써 북･미대화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유동적이다. 2019년 남북관계는 북･미 간 기싸움에
밀려 한발 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북한은 보통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
한 그들의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올해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
다. 올해 북한이 자력갱생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제재국면을 타개해
보려던 계획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도 방역활동
에 총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잠
잠해 질 때까지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도 제약될 것이다.
지난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를 완전 철
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내
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선을 차단하였다. 올해 6월부터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문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결속과 대북제재에
막혀 진전이 없는 북･미협상과 남북관계에도 원인이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
와 관련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미국을 압박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에도 불
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단계로 오기 이전부터 제재와 무
관한 분야에서 남북 간 독자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북･미관계를
기다렸으나 북･미관계의 더딘 진행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남북은 생명
공동체로서 ‘유무상통’하면 얼마든지 평화경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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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전염병, 기후변화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 개별관광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대북 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동반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와의 공
동 방역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간 연대와 협력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
하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경색 국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 등을 감안, 우리로서는 단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마련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
산에 대한 위협이자 남북관계에서 백해무익한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차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접경지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남북관계는 공동방역과 보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부터
전개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북한도 강력한 수요가 있다. 북한의 열악한 방
역･보건 체계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위협으로부터 앞으로도 자유로
울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까지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
도 보건의료분야의 낙후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단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선민후관(先民後官)
에 입각하여 민간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개방되고 다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미뤄왔던 관
광산업의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우리측 인원의 북한 내 개별관광 문제
도 물살을 탈 것이다. 국제 체육행사가 다시 시작되면 스포츠 교류가 재개될
것이고 인도, 사회문화 분야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의 대북
협력사업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연계가 가능한 접경지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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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작된다면 접경지역 소비경제를 살릴 수 있고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안정적인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IT를 기반으
로 하는 언택트 방식도 국가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계의 방식으로 정착될 가
능성이 높다. 우리의 선진적인 IT 시스템이 남북 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촉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작업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는 남
북 당국 간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상향식(top-down) 이건 하
향식(bottom-up) 방식이건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관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비핵화만으로는 해
결될 수 없고 비핵화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중재적 역
할을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미･중 갈등이 진정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
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방안
1단계

2단계

대북전단 문제
해법 마련

초국가적 협력
- 방역
- 보건의료
- 물자지원

특사 파견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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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재개
개별관광
DMZ 평화적
이용

3단계

당국 대화 재개
- 고위급
- 실무급
비공식 대화
남북정상회담

4단계
･북미대화 견인
- 북･미실무
대화
- 북･미정상
회담
한･미/
한･중정상회담
활용

코로나19와 한반도

Ⅳ. 앞으로 우리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난과 위기가 아닌 도전과 기회의 창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짐해나가야 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치된 국민적 단결이 중요하다. 코
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국민적 단결력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방역
모델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시키고 초국가적 위협의 선도역할을 자처해
야 한다. 촛불혁명에 이어 폐쇄와 통제가 아닌 개방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민주주의 2.0’)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는 별개로 가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맞는 디지털 경
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것이 안보에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
어나가야 한다.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
회에서는 상생과 협치로 국민적 통합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촉발된 동북아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외교 관계에서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야 한다. 포스크 코로나 새로운 한반도식 ‘평화협력 외교’를 준비할 시점이다.
일방주의나 보호무역주의의 출현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우리의 입장에 동조
하는 국가들 간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과 중국의 갈
등 구조는 심화될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관건이나 누가 대
선에 승리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처참히 당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도 수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가
치동맹보다는 이익동맹을 추구하고 중국에 대응하여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
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적인 우리로서는 안보적인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적 논리에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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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과 한･
중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중반 데땅뜨 시절 국제사회가 추진했던 ‘헬싱키 프
로세스’를 기본모델로 하는 ‘서울 프로세스’를 우리가 창안할 필요가 있다. 포
스트 코로나 시대가 국가 간 갈등 시대가 아닌 동반자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가 직
면한 경제침체 위기에 있어 북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북한은 오래 전부
터 자력갱생식 폐쇄 경제구조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대북지원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등 무기개발과 국방력 강화에만 재원을 투입하다면 경제구
조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미･중 간 신냉전 구조에 특정
국가를 동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조가 드리워지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전되기 어렵다. 남북이 신냉전 구조가 한반도에 미
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
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북한도 동참해야 한다. ‘통미봉남’이 아닌
‘통남통미(通南通美)’, ‘선남후미(先南後美)’가 그 해법이 될 것이다. 현재의
북･미 간 대립구조가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과
의 개인적 친분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를 급속히 진전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북･미관계의 개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레거시가 되겠지만 북･미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
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재선 이후에는 보다 느긋한 자세로 협
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갈등구조 속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북한으로서는 2018년의 사례처럼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하여 미국과
의 관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혹자는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도, 비핵화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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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비판한다. 우리의 안일한 대북접근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협력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패배주의
로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얻은 한국의 메리트(Korean Merit)를 문제해결
에 투영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우리
의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하
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제재공조를 와해하려는 것이 아니
고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 대북관여를 통해 북한
의 결단을 견인하고 다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확실한 상황으로 평화를 향한 마지막
기회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역사적 응전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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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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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군은 잇달아 단거리발사체를 쏘아
댔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는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지
키로 한 북‧미 정상합의와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남북군사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 9.19군사
합의서 정신에는 반하며, 일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발사체 4종은 노후화된 전술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고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 내 주요 군
사기지 타격, 연합군의 상륙 저지, 보급 차단 등 ‘영토 밖에서’ 저지할 수 있
는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단거리발사체의 실전배치를
통해 전략군의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결합해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군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
지더라도 국방을 위한 적정군사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
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북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비통제는 플랜B일 뿐이고 군사적 억제가
플랜A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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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잇단 단거리발사체 시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발사체를 계
속해서 쏘고 있다. 2019년에는 5월 4일 첫 발사 이후 1차례 2발씩 12차례에
걸쳐 4종류의 단거리발사체 24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수중전
략탄도탄 북극성 3형을 수중발사장치에서 1차례 1발을 시험발사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서도 1차례 2~3발씩 4차례에 걸쳐 9발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다. 또한 4월 14일에는 단거리 순항미사일 금성 3형을 수 발 시험발사
하기도 했다.
단거리 발사체의 유형을 보면, 풀업 기동을 해 북한판 이스칸데르(Iskander)
라 불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탄(합참 코드 19-1), 사드(THAAD)나 패트리
엇(Patriot) 미사일의 요격에 회피기동이 가능해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합참 코드 19-2/19-3), 확산탄의
다연장발사가 가능해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로 불리는 새 무기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합참 코드 19-4), 그리고 북측은 방사포로 부르나 신형 단
거리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이는 초대형방사포(합참 코드 19-5) 등 크게 4
종류로 나뉜다.1) 그밖에도 수중발사장치에서 시험발사한 수중전략탄도탄
(SLBM, 합참코드 19-6) 북극성 3형이 있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미국을 협상장으
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와 달리 미국 전문가
들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대외용 메시지라기보다 국내용이라는 평
가를 내놓기도 했다.2) 북한의 잇단 단거리발사체의 시험발사를 둘러싼 엇갈

1) 편집자, “북한의 신종무기 4종 세트”, 『국가안보전략』 2020년 5월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pp. 16~17.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3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월 29일의 단거리발사체를 초대형방사포라고 보
도했으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 Timothy W. Martin and Dasl Yoon, “Kim Jong Un Disappeared From View, But North Korea’s
Problems Never Left- Leader signals focus on the home front as Pyongyang faces economic
strains, corona virus threat”, The Wall Street Journal, May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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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평가 속에서, 이 글은 먼저 북‧미 정상합의, 9･19남북군사합의서, 유엔안
보리 대북결의 등 국제합의 위반 여부를 평가해 보고, 다음으로 단거리발사
체와 관련된 북한 측의 주요결정과 개발 배경 및 군사전략적 함의를 분석한
뒤, 끝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과 국제합의
1. 국제사회의 규탄과 북한의 반발
일련의 단거리 발사체 및 잠수함발사탄도탄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규
탄결의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미국이 불참하는
바람에 유엔안보리 이사국 내 유럽국가들만 모여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다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몇 차례 발표하였다. 2019년 10월 8일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
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6개국, 2020년 3월 5일에는 폴란드가 빠진 유럽
5개국, 그리고 3월 31일에는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폴란드를 포함한 6개
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는 것에 깊은 우
려”를 표명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내 유럽국가들의 규탄 목소리에 대해 북한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유엔안보리 유럽 6개국이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 시험발사(2019.10.3.)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10월 10
일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일언반구하지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조치만 걸고 문제 삼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북한의 방사포 사격훈련을 ‘도발’이
라고 규탄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내 유럽 5개국의 3･5성명에 대해서도 2020
년 3월 7일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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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 없는 통상적인 훈련만은 매번 이상한 나라들의 화제에 꼭꼭 올라 규탄
의 대상이 되곤 한다”며 “통상적인 훈련을 규탄하는 것은 우리가 자위권을 포
기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반발했다.
2020년 3월 2일 북한이 새해 첫 단거리발사체인 초대형방사포 2발을 쏘
자,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군사
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중단을 촉
구했다. 그러자 이튿날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저능한 사고에 경악
을 표한다”는 제목으로 개인담화를 이례적으로 발표해 “우리는 그 누구를 위
협하고자 훈련을 한 게 아니다”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
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
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3월 25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지원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
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협조와 북‧미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3월 22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공정성과 균
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잇달아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것
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자 3월 30일 북한은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
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라고 반발했다.

2. 북한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의 국제합의 위반 여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가 국제합의 또는 유엔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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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와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나 결의
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서의 비공개 합의이고, 둘째는 2018년 9월 남북국방장관이 합의한 「9.19 남
북군사합의서」가 있으며, 셋째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요구사항이다.
먼저, 북‧미 정상합의 위반 여부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제
7차 3기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IRBM, ICBM)
의 시험발사 중지라는 한계선을 설정하고,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들을 폭파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결의와 행동을 바탕으로 6월
12일에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았지
만 상호 신뢰조치로서 북한의 한계선 견지와 미국의 한·미 군사연습 중지의
맞교환에 합의하였다. 한·미 군사연습 중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은 ‘대규
모’라고 해석하고 북한은 ‘크고 작은 일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
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단거리발사체는 그것이 탄도미사일일지라도 중거리
를 넘지 않아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3)
다음,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반 여부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
속합의서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
선 5㎞ 이내에서 포병 및 연대급 이상의 군사훈련을, 해상에서는 남측 덕적
도, 북측 초도 사이에서는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9년 11월 25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황해도 창
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철원지역 우리 군 GP에 대
한 고사총 발사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북한이
실시한 단거리발사체의 경우는 모두 군사분계선 5㎞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딱히 9･19 군사합의 내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9･19 군사
합의의 취지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점에서 ‘합의의 기
본정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면죄부 받은 북한 단거리 발사...‘정당한 군사훈련’ 인정 우려”, 『미국의 소리(VOA)』, 2020월 3월 18일; “김
정은 ‘발사’ 지휘...중국 ‘유연한 태도’ 강조”, 『미국의 소리(VOA)』, 2020월 3월 11일.

119

외교논고

끝으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여부이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유엔안
보리 결의 2397호 제3조를 보면, 북한에 대해 “모든(all)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으
로 즉각 폐기하고 모든(all) 관련 활동을 즉각 중지하며, 여타(any other) 대
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D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IRBM, ICBM뿐만
아니라 준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의 단거리발
사체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
의 위반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보다 북‧미 정상합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
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
해서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내 유럽국가들의 성명에도 미국은 참가하지 않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했기 때문인지 북한당국도 한·미 군사당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
되지 않는 방사포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발사체가
방사포에다가 탄도미사일의 유도조종기능을 결합한 것이라는 군사기술적 요
인과 함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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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단거리발사체 시험의 군사적 배경
1. 당 중앙위 전원회의 및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결정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
화에 동의한 뒤,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집권 초기에 채택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5년만에 종료하
고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실험과
IRBM, ICBM의 시험발사 중지도 선언하였다.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2년
여 만인 5월 18일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최
고지도부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군부의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
안 마련, 핵무기 폐기에 대비한 첨단 전술유도무기 및 재래식무기 중심의 새
로운 ‘국가방위 개선대책’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4)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
의서 채택이 불발된 뒤, 북한은 4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
의,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개
편과 함께 미국에게 연말 시한으로 ‘새로운 셈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5)
같은 해 9월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제2차)가 긴급 소집되어
태풍13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비상대책가 논의되었다.
미국에게 요구한 ‘새로운 셈법’이 끝내 거부되자 북한은 12월 28~31일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총력노선을 기본노선으로 유지하
되,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성을 띠고 있어 당분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 어
렵다고 보고 새로운 길로서 자력갱생에 의거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였다. 여
기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하며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
4) 이준혁‧김보미,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이슈브리핑』 18-17,
2018년 6월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p. 1~2.
5)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
의 시정연설(2019.4.12),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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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북한의 ‘장기
전’ 태세와 군사적 자력갱생의 추진을 담은 12월 21일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6)
2020년 4월 11일에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2020년 국방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라인의 정비가 이루어졌
다.7) 또한 5월 23일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핵
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포병 화력 타격능력의 증대, △새로운 부대의 조직
편성이 결의되었다.8) 그 동안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핵억제력이라
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작년 12월 14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제3차 전원회의의 ‘새로운 전
략무기’ 표현에 이어 이번에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
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2. 노후화된 전술무기 교체와 북한군 포병의 강화
가. 노후화된 전술무기 교체
지난 5월 23일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 가운데서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에 대한 언급이
다. 북한군 포병은 우리 군이 다연장로켓포(MLRS)라고 부르는 방사포를
5,500여 문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장사정포 보유국이다. 방사포는 사거리가 길

6) 김보미,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분석과 평가」, 『이슈브리핑』 통권 162호, 2019년 12월
2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p. 3~4.
7) 『로동신문』 2020년 4월 12일; 이승열,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
사점”, 『이슈와 논점』 제1707호, 2020년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pp. 3~4.
8) 조성렬, “북한의 전략도발 막으려면”, 『내일신문』 2020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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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간당 1만여 발을 포격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은 서
울과 수도권을 겨냥해 122㎜ 방사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런데 북한군의 장사정포들은 상당수가 수명인 30년을 이미 훨씬 넘겼
다. 북한군의 주력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도 1980년대에 실전배치된 스
커드-B(화성-5형)은 물론 1990년에 실전 배치된 스커드-C(화성-6형)도 수
명주기가 다했거나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우리 측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가했을 때 북한군의 한계가 잘 드러
났다. 북한군이 방사포를 포함해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으나 불발탄이 무려
30%에 달했고 연평도 내 우리 군의 중요 군사시설에 떨어진 포탄도 30%에
불과했다. 이는 북한군의 탄약 보관에 문제가 있으며 북한군이 보유한 대포
의 원형공산오차(CEP)가 매우 크고 방사포를 운영하는 북한군 전방부대의
교육훈련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9)
북한군 지휘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
문에 북한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도가 높고
유도기능을 가지며 사거리를 늘려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
는 초대형방사포, 신형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북한판 이
스칸데르 등 신형 단거리발사체의 개발을 서둘러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
한이 단거리발사체에 집중한 이유가 미국과 합의한 한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의도 외에 노후화된 장사정포와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새로운 단거리
발사체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는 것이다.

9) 편집자, “북한의 신종무기 4종 세트”, 『국가안보전략』 2020년 5월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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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북한의 신형 단거리발사체 제원
북한명칭

신형전술유도탄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새무기

초대형 방사포

합참 코드
(별명)

19-1 (KN-23,
Iskander-M)

19-2/19-3*

19-4 (KN-24,
북한판 ATACMS)

19-5 (KN-25)

’19년 8월24일,
2019년 5월4일,
’19년 8월10일, 9월10일, 10월31일,
2019년 7월31일,
발사 시기
9일,
16일
11월28일
8월 2일.
7월25일, 8월6일
’20년 3월21일**
’20년 3월2일,
9일, 29일
정점 고도

37~50km

25~30km

30~40km

30~97km

최대사거리 600km이상 (추정) 250km이상 (추정) 400km이상 (추정) 400km이상 (추정)
타격 범위 남한 전역

특이점

현무2B와 외형유사.
사드, 패트리엇 등
요격대비 회피기동
및 저고도비행

평택 주한미군기지
및 육해공군 본부 남한 전역
소재 충남계룡대
사드 및 패트리엇
등 요격대비
회피기동 및
저고도비행

남한 전역

전술지대지미사일.
북한은 방사포 주장.
탄두에 소형폭탄
전형적인 탄도미사일
수백 개 넣은
포물선 궤적 비행
확산탄 형태

* 합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평가하고 두 차례
시험발사된 발사체를 같은 명칭이 아닌 ‘19-2’,‘19-3’으로 달리 분류했으며, ‘북극성-3형’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을 ‘19-6 SLBM’로 명명.
** 합참은 2020년 3월 2일, 9일, 29일의 단거리발사체를 초대형방사포로 평가했으나 3월 21일
발사체의 종류는 미확정.

나. 북한군 포병부대의 강화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와 관
련해 ‘무력구성의 불합리한 기구편제적 결함’을 바로잡고 군사적 억제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부대의 조직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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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전략군에게 넘겨주고 방사포, 자주포, 견인포 등
순수하게 로켓포만 운용해 왔다. 이처럼 전략무기는 북한군 전략군이 담당하
고 전술무기는 북한군 포병이 담당하는 임무 분장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북한군 포병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전술적
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신형 로켓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작
년부터 대구경조정방사포,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무기 등 신형 로켓포가 개
발되고 실전배치가 임박하자,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략군과 포병의 임무를 조
정하고 새로운 부대를 조직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군이 노후화된 군
사장비를 새로운 무기들로 교체한 뒤 그에 맞춰 새로운 포병부대를 신설하고
부대들을 재배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자인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북
한군 포병사령관 출신으로 작년 9월에 총참모장에 임명된 박정천 대장이 차
수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친솔군종인 전략군과 달
리 북한군 포병은 총참모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는데, 새롭게 전술무기들이
포병에 증강 배치되면서 이번에 총참모장의 지위도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과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
가. 북한군의 반접근 작전 개념
북한이 노후화된 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전략군과 포병의 임무를 재조
정하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 핵무기 폐기가 이루어
질 경우 또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어 군사적 긴장이 재고조될 경우 등 불확
실한 안보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그에 따른 군사전략의 전환
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군사위 제7기 1차 확대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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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개선대책’에서 첨단 전술유도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개발이 결정되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미 결정된 국가방위 개선대책에 따라
비밀리에 개발해 온 전술무기들의 시험발사를 본격화한 것이다.10)
앞서 살펴본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을 분석해 보면, 북한군은 북한지역
을 전략기지와 전술기지, 작전기지의 3개 미사일 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전
략기지에는 일본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를 겨냥한 IRBM,
ICBM을 배치하고 전술기지와 작전기지에는 남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해 목표물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
이 단거리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전쟁공간에서 한･미연합군뿐
만 아니라 전시증원군을 겨냥해 거부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11)
미 신안보센터의 밴 잭슨은 북한군의 신군사전략을 반접근 작전개념
(anti-access CONOPs)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북한군이 재래식 및 핵‧미
사일 사용을 통해 (1) 미군 및 유엔군의 대규모 유입의 지연 및 방지, (2) 동
서해안으로 북한지역에 상륙을 시도하는 수상함의 접근 방지, (3) 공군기지
타격으로 연합공군력의 우세를 무력화, (4) 보급 차단을 통한 한･미 연합지상
군의 북한영토 진입 저지 등 네 가지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12)
김정은 위원장은 “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에 대해 “어떤 적이든 우
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
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3) 이것
은 북한군이 한･미연합군의 해상봉쇄를 뚫고 미군의 전시증원을 어렵게 만들
10) 김보미‧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전략보고』
no, 59, 2020년 2월, p. 16.
11) Dan DePetris, “North Korea’s First Missile Launch of 2020 Shouldn’t Be a Cause for Concern:
There’s no need to panic over North Korea’s latest missile test.” The Diplomat, March 4,
2020.
12) Jackson, Alliance Military Strategy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Nuclear Future, U.S.-Korea
Institute at SAIS, September 2015, pp. 11~12.
13)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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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미연합군이 의도한 군사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부적 억제, 이
른바 ‘북한판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14) 북한은 이러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형전술무기의 배치와 함께 3,000천 톤급 중형잠수함의 개발을 통해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15)

나. 전쟁공간의 확대와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로 국한된 전쟁 수행계획을 짰으나 해외에서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이 증원되면서 당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전쟁공간을 미국이 주도하는
전시증원전력의 거점이 될 서태평양 전진기지인 괌도까지 확대해 거부적 억
제력을 확보한 뒤, ICBM으로 위협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응징적 억제
력을 확보함으로써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
고 있지 못한 북한은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래식무기
와 핵무기를 결합한 새로운 전쟁수행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 남북 간에 포격전 공방을 벌인
직후 전선지대에 ‘준전시태세’를 선포하면서 군비태세를 총 점검하고 기존
재래식 군사전략의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군은 기존의 재
래식 전쟁 수행과 함께 핵‧미사일을 배합한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전환하기 시
작했다. 북한군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재래식 전쟁수행 방식을 토대로 반접근‧
지역거부(A2AD)와 응징적 억제를 전략적으로 배합한 ‘재래식-핵 배합 전략
(Conventional-Nuclear Combination 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롭게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계획을 밝힌 것이 2017년 8월 14일 김
정은 위원장이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에게 보고받았다며 8월 15일 조선중앙
14) Jackson, Alliance Military Strategy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Nuclear Future, pp. 11~12.
15) 황일도, "북한 SLBM과 우리 해군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4호, 2016년 3월 21일, p. 1.

127

외교논고

통신이 공개한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작전구역(BMOA)을 남조선작전지대, 일본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배치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작전지대를 다시 4
개의 미사일 타격권역으로 구분했는데, 전술무기에 기반해 한국군과 주한미
군을 상대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일본작전지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
략군 기지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전력에 기초해 각각 거부적 억제전략과 응징
적 억제전략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 전시증원군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일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전시증원전력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
(A2AD)를 위해 핵‧미사일 공격의 목표를 미군 서태평양 전진기지인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 아프라 해군기지까지 확장하고, 일본열도 내의 주일미군기
지 및 괌도에 도달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화성 7형(노동),
화성 9형(노동-ER)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 10형(무수단), 화성
12형 등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수소탄 실험을 통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실현 및 ICBM급인 화
성 14형 및 화성 15형의 개발로 하와이, 알래스카 및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응징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무력화하고
자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동아시아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포함한 전시증
원군이 괌도, 오키나와, 일본열도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
서, 동시에 응징력의 확보를 통해 유사시 미 본토의 핵전략자산의 이동을 억
제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연계를 차단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Ⅳ.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와 국가안보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는 시험발사를 넘어 시범사격을 거친 뒤 새로운 부
대의 편성조직과 함께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3월 21일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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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군이 2발의 단거리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시범사격
은 새 무기체계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
접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해 실전배치를 앞두고 북한
군 지휘부에게 시범사격을 한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사격에 대해
“새로운 우리식 무기체계들의 연속 출현은 국가무력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이라고 평가하였다.16)
이처럼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는 일부가 아직 개발단계에 있지만, 일부는
개발을 끝내고 실전배치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군의 단
거리발사체 시험발사 및 실전배치가 우리 국가안보에 갖는 함의를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이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 기술들의 원천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군의 주력이던 스커드 미사일의 기술은 중동전쟁 때 이
집트를 도와준 대가로 입수한 뒤, 자체적으로 역공학 방식으로 개량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은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 묶여 사거리 500㎞ 이하로 개발한 신형 이스칸
데르-M과 유사하다. 미국은 러시아가 사거리가 500㎞를 넘는 준중거리탄도
미사일(MRBM)을 개발해 INF조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북한판
이스칸데르-M의 경우 최대사거리가 60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국 측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각종 첨단 미사일 기술을 입수했는지 하는 것
이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북한의 핵기술과 이란의 미사일기술 간의 협력 가
능성이다. 이란은 금년 1월 6일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 주둔 현지사령
관이 사망하자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
용된 미사일은 적외선영상탐색기가 장착되어 원형공산오차(CEP) 3m 정도로
매우 정밀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적
16)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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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정비 및 지원시설들을 정확하게 명중된 것으로 알려졌다.17) 이러한 이
란의 첨단 미사일기술이 북한에게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갖는 군사작전 상의 의미이다. 북한은 노후화
된 전술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
사거리를 늘리고 화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군의 초대형방사포
는 평택에 소재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와 F-35A를 배치한 청주 공군기지
와 같은 핵심표적을 겨냥하면서 비행고도를 최대한 낮춰 성주에 배치된 사드
(THAAD) 미사일의 요격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8)
이처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수도권을 넘어 주한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
은 앞서 보았던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사례를 통해 군사적
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금년 1월 6일 이란군은 이라크 내 아인 알-아사드
(Ayn al-Asad) 미 공군기지에 17발, 에르빌(Erbil) 미군기지에 5발 등 22발
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
지들은 6시간 동안 폐쇄됐고 한동안 정상 기능을 되찾지 못하였다.19) 이처럼
북한군이 주한 미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군사기지를 공격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
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실전 배치에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대응태세
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금년 초 이란군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공격
하자, 1월 8일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정부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검
토하기 시작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 영토가 미국과 이란의 ‘전장’이 될 것
을 우려해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3월 하순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보호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 공군기지와 군사기지에 패트리
17) 신영순, “최근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 의도”, 『국가안보전략』 2020년 5월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pp. 32~33.
1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3월 2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함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707호,
2020년 3월 6일, 1쪽.
19) 『미국의 소리(VOA)』, 2020월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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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미사일 1개 포대씩 배치했고 추가로 2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 40㎞ 이하의 한국형 미사
일방어체계(KAMD)와 전략적 타격체계를 구축하였다. 북한 전략군에 맞서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하였고,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해 육군 포병부
대들은 일찍이 대포병화력을 구축해 놓고 있다.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우리 해군도 탄도미사일과 전술함대지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
치(VLS) 4기를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Ⅲ(SS-Ⅲ)을 개발 중이다. 또한 북
한군의 신형단거리발사체에 대항해 현무1~4의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였다. 특히 개발을 완료한 현무4는 북한 군
지휘부의 지하벙커와 지하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신형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40~150㎞의 고고도용인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20) 제1단계로 사드의 유선
지휘방식을 원격 무선조종방식으로 바꾸어 성주에 배치된 6기의 사드 발사대
일부를 100~200㎞ 북쪽으로 분산 배치해 캠프 험프리스뿐 아니라 수도권
방어까지 사드의 작전운용 반경을 확대한다. 제2단계는 탐지거리 1,000㎞인
사드 레이더를 활용해 조기에 북한군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탐지거리 100
㎞에 불과한 패트리엇이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3
단계는 저고도용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고고도용 사드 체계를 통합 운용하
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추진을 통해 사드 레이더나 포대의 추가 배치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고자 하고 있다.
북한군은 IRBM, ICBM 개발에 더해 단거리발사체를 보유함으로써 새로
운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을 완성해 가고 있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현재
20) Jon A. Hill, Michelle C. Atkinson, “Department of Defense Press Briefing o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21 Defense Budget for the Missile Defense Agency”, Department of Defense,
Feb. 10, 2020. (https://www.defense.gov); 김열수, “사드 성능개량 계획과 안보적 함의”, 『월간
KIMA』 2020년 3월호,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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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설사 한반도 비핵화가 이
루어지더라도 북한군 나름의 적정군사력(optimum military forces) 보유
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IRBM, ICBM이 해외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겨냥한 것과 달리 단거리발사체
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 같은 단거리
발사체의 실전배치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북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
사적 위협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억제와 대화‧
타협의 병행이 불가피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비통제는 플랜B일 뿐이고 군사
적 억제가 플랜A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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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황일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 국문초록 >
김정은 체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정책노선 변화과정의 특징은 △높은 수준
의 메시지 변화와 △낮은 수준의 인적 교체로 요약할 수 있다. 급격한 노선 전
환의 와중에도 인적 교체의 폭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러
한 특징은 핵 협상으로 대표되는 안보영역과 시장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요
약되는 경제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성향의 관료그
룹을 제거함으로써 노선 전환을 정당화했던 이전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바, 김
위원장 개인의 재량과 권한을 극대화하고 높은 수준의 가변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미･대남외교에서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
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과 함께 정책결정 과정의 개인화
(personalization)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 관료그룹의
위상축소와 맞닿아있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협상에
참여하는 북측 인사들의 재량과 권한은 김정일 시기 전임자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문제제기
흔히들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깜깜한 블랙박스(the blackest box in
the world)’라고 말한다.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까닭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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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정책결정 혹은 정책변경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도 극단적인 제
약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양의 정책노선 전환 과정은 상당
부분 지도자 개인의 변심 같은 표피적 요인으로 거칠게 해석되는 경향이 강
하고, 주요 전환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징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그간 누적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6월 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현재 국면은 이러한 고민을
한층 더 깊게 만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 북한 특유의 험악한 말
들은 그 진의와 목적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일방
적인 단절과 보복만을 강조한 논리구조는 언제나 그렇듯 곤혹스럽기 일쑤다.
요컨대 평양이 어떠한 의도와 계산으로 정책전환에 임하는지 분석하는 일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북한이 보여준 다양한 정책노선 전환 케이스는 이러
한 한계를 일정 부분 넘어설 수 있는 몇 개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요
한 전환을 전후해 드러나는 메시지와 인적 변화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김정
은 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이 이전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지형도
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보는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평양은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핵·경제 병진노선’ △이후 2019년 4월
까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이후 현재까지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노선’을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보·경제 현안에 대응해온 바 있
다. 안보영역에서 이러한 노선 전환은 거칠게 구분해 △2016~2017년의 고
강도 핵·미사일 개발 국면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교착 국면으로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시
기별 변화가 북측의 정책결정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
지만, 이들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기조가 상당한 진폭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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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경제영역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감지되는 바, 2019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
의를 통해 공식화되고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경제 정책의
내각 통제력·책임성 강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북〮미 교착국면 지속과 경제제재 장기화라는 안보영역에서의 변수가 상당부
분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90년대 후반 이래 누적돼 온 사경제 영역의 확산
혹은 사경제의 공식경제 하청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투영돼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렇듯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나타난
노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북한 최고지도
부 정책결정 무게중심을 추적해보려는 시도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
해 김정은 체제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가늠함으로써 향후 핵 협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본 분석틀
최근의 정책노선 전환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작업은 전통적으로 평양이 기존 노선을 변경할 때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통상 평양의 정책노선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대내 메시지 차원의 변화와 △핵심관료그룹 교체 등의 인적 변화라
는 두 가지 현상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왔다. 특히 이러한 메시지 차원의
변화와 인적 변화의 수준이 동기화되는 것이 이전 시기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5

외교논고

1. 정책노선 전환과 메시지 무게중심의 변화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와 달리 평양은 정책적 방향성을 지시하는 체제 담
론을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나의 담론 패키지 안에 둘 이상
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심어두고, 필요에 따라 이들 사이의 강
조점을 옮겨가며 최근의 정책변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대
표적이다.

예컨대 1992~1998년 출간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현재
까지도 안보와 경제 이슈를 막론하고 선대의 유훈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공식담론이 자주 인용하는 텍스트다. 총 8권으로 이뤄져 있는 이 회고
록 주요 메시지의 공출현 횟수를 집계해 구축한 인식지도(cognitive ma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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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앞의 그림과 같은 얼개로 구성된다.1) 주요 메시지가 언뜻 안보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평양은 경제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간 부분에서 드러나듯 ‘세기와 더불어’는 규범 차원에서 △무력투쟁의
절대성이나 의지와 사상의 중요성 같은 강경한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주체
성·창조성이나 모험주의의 배격과 같은 상반된 지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구체적인 정책적 선호 관련 메시지를 집계한 하층부에서 △비대칭
전략이나 공세적 방어 같은 공격적 태도와 △통일전선이나 적과의 타협 같은
유화적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그림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렇듯 사실상 모든 정책적 옵션을 제시하는 와중에도 비중의 차이
는 명확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등장빈도나 강조점, 주요
노드(node) 사이의 공출현 횟수 수준 등을 감안하면 초점은 “의지와 사상의
힘으로 상황이 불리할수록 공격적 태도를 견지하라”는 메시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다. 공격적 태도가 주된 선택지라면 유화적 태도
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 선택지에 해당한
다는 뜻이다.
이후 이러한 김일성 시기의 정책 메시지는 두 번의 후계세습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화돼왔다. 이는 국제·국내 환경이 큰 폭으로 변한
현재까지도 평양이 이전 시기의 정세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의 원천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군사력·경제력 같은 물리적 요소 외에 사상적 충
성심이나 혁명정신 같은 관념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은 북측이 공식
적으로 “동구 사회주의가 모두 몰락하는 와중에도 사회주의를 수호할 수 있
었던 이유”로 꼽는 차별점에 해당한다.
1)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 52. 그래픽의 첫째 줄은 정체성 메시지, 둘째
줄은 규범 메시지이며, 셋째 줄은 정책선호 메시지에 해당한다. 각각의 메시지가 상위범주나 하위범주 혹은 동
일범주 내에서 얼마나 자주 함께 출현하는가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연결선 위에 표시된 숫자가
각 메시지의 사이의 공출현 횟수이며 연결선의 굵기 또한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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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측 관영언론은 강경론 혹은 공세적 태도가 필요한 수세국면
에서 의지와 사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반면 남
북정상회담 등 유화국면에서는 창조적 대응과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메시지를 주로 차용하곤 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김일성 담론의 기본적
인 무게중심은 ‘공세적 태도’에 가까우므로, 유화국면에서는 선대 텍스트에
대한 인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2. 정책노선 전환과 핵심관료그룹의 인적 변화
평양이 정책노선 전환 과정에서 활용해온 또 다른 방식으로는 특정분야
책임자들을 문책·교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결정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오류는 당시의 관료그룹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적
기에 발견한 지도자의 능력을 칭송함으로써 위상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의 주요한 정책변화 시기마다 높
은 수준의 인적 교체가 수반되는 현상을 지켜봐 왔다. 거꾸로 특정 그룹의 제
거를 정책변화의 전조로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지도자의 결심에 따라 특정 노선을 주도한 관료그룹 전체를 교체 혹은 제
거하는 이 같은 방식은 북한 정치에서 숙청 혹은 처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
던 배경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인적 교체는, 관료그룹 내부에 존
재하는 노선의 차이 혹은 조직정치적 갈등을 활용해 노선 전환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그룹을 경쟁·견
제하게 만드는 한편, 큰 폭의 노선 전환이 필요할 때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수
단으로 인적 교체를 단행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평양이 상황변화 등을 맞이해 기존 노선을 전
환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대립되는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복수의 그룹이 내부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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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쟁을 벌이고, △최고지도자가 최종적으로 특정노선을 선택하면 해당
노선의 지지그룹을 승진 기용해 책임을 맡기지만,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이들을 교체한 뒤 새 노선의 주도세력을 발탁하는 패턴이 그것이다. 이
는 선거와 정권교체를 통해 최고위 수준의 정책전환을 공식화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메커니즘을 권력엘리트 내부의 인적 교체로 대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안보영역
이상의 분석틀을 최근 수년간의 정책노선 전환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우
선 안보영역의 경우다. 안보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북측 관영언론이 제시했
던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제국주의 대(對) 반(反)제국주
의’라는 전통적인 국제정세 인식 틀이 2018년 초 협상국면 돌입과 함께 크게
엷어졌고, 그에 따라 한동안 관영언론에서 ‘제국주의’라는 단어 자체의 등장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대신 이 시기 북측 관영언론은 ‘행성을 진감하
는 대담한 외교’ 같은 표현을 통해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구분선(fault
line)을 뛰어넘는 김정은 체제의 ‘창조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다. 즉
선대의 유훈이 담고 있는 정책 메시지 가운데 부수적 선택지에 해당하는 ‘창
조적·탄력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
한의 선전 메시지에서는 기존 담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포괄하는 ‘반미 블록화’ 프레임의 강조로 귀결
됐다. 북측의 메시지가 이렇듯 변화해 온 과정을 드러내는 지표로는 선대 텍
스트를 인용하는 빈도를 들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민
주조선 등 북한의 15개 매체가 2015~2019년 사이 ‘세기와 더불어’를 인용
한 월별 빈도를 합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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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5~2019년 북한 관영언론의 ‘세기와 더불어’ 인용 빈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otal

2015

10

5

13

28

13

24

39

41

28

25

4

8

238

2016

19

23

33

42

36

39

39

63

15

26

13

24

372

2017

18

18

23

61

24

48

41

43

18

22

17

35

368

2018

31

22

37

27

7

22

18

35

12

15

6

17

249

2019

17

12

28

44

7

21

41

22

24

30

9

19

274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 2015년에 총 238회였던 인용빈도는 고강도 핵·
미사일 개발과정이 이어지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72회와 368회로
뛰어오른다. 대화국면이 시작된 2018년에는 201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인 2019년 3월부터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기 시작해
소폭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들어 인용빈도는 한층 더 증가해 1
월 25회, 2월 39회, 3월 31회, 4월 35회, 5월 19회에 이른다. 최근 북한 관
영언론이 매우 자주 김일성 텍스트를 활용해 최근의 정책적 선택을 정당화하
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9년 말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북한의 공식담론이 정면돌파전·자
력갱생·공세적 태도를 강조하며 사상교양과 ‘수령에 대한 충성’에 압도적인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이래 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를 필두로 각 부서·공장·기업소·조직 등 5만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백두산혁명대학’ 캠페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상황이 수세에 접어들면서 과거 혹은 선
대에 대한 회귀를 통해 ‘버티기 장기전’으로의 노선 전환을 정당화하는 흐름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렇듯 명확한 메시지 차원의 변화에 비해 인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 고위급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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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며 연말 대미 비난 성격의
개인담화를 발표하고 6월 대남 비난 담화에 이름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의 퇴진이 4월11일 당 정치국회
의를 통해 공식 확인된 바 있으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하노이 회담 이
후 대미협상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승진했고, 최강일 부국장
은 최근 오스트리아 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언뜻 ‘포스트 하노이’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
어 기존 라인을 문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
라 통일전선부의 주요 구성원이 대부분 교체·숙청됐던 이전의 인적 변화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메시지 차원의 변화가 매우 급
격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준의 인적 변화는 이전에
비해 폭이 크게 줄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말
긴장고조 국면을 거치면서 외교라인의 대대적 숙청을 예상했던 상당수 외부
관찰자들의 관측이 어긋난 배경이다.

Ⅳ. 경제영역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특징이 경제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는 점이다. 서두에서 설명했듯 평양은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상
당한 폭의 경제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후 공개된
연설문을 통해 “지난날의 타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경
제사업체계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각책임제와 내
각중심제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체제는 제재 장기화가 야기한 자원부족을 타개하기 위
해 공식영역의 주요 기업소·공장이 사경제 영역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생산
품 상당량을 다시 해외 밀무역을 포함한 사경제 영역에 판매해 재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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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각자도생 모델을 오랜 기간 용인해 왔다. 최근의 북한 경제가 공
식경제와 사경제의 혼종 경제(hybrid economy)로 평가 받아온 이유다. 이
러한 현실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에서 ‘청산리방
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이전 시기의 생산·기업관리 방법론이 삭제됨으
로써 준(準)공식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전원회의 직전까지 경제운용의 탈중앙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감
안하면, 그 정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의 통제력 강화 방침은
사전징후가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돌연한 정책기조 변경
은 △전환이 매우 갑작스럽게 결정됐으며, △경제영역 고유의 논리보다는 안
보영역 변수인 핵 협상 교착 장기화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시사
한다. 이후 최근까지 관영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통제력 강화기조의 방향은,
2009년 화폐개혁처럼 장마당 등 사경제 영역 확산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
시도하기보다는 중앙이 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주의 직업윤리와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식
일자리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함께, 각 경제영역이 ‘수자 경제(Digital
Economy의 북한식 번역어)’에 따라 투입량과 생산량을 정확하게 중앙에 보
고하라고 강조하는 구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 전체
경제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제재가 장기화되
는 동안 내구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를 김정
은 체제가 뼈저리게 느껴왔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영역의 인적 교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4월 박봉주 당시 총리가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으나 이후에도 공식행사 참석은 물론 지방 현지시찰 일정 등을 이
어왔으며, 후임자인 김재룡 총리의 활동 폭에도 최근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
다. 특히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정중앙에 최룡해·박봉주·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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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3인이 자리함으로써 이들의 위상이 재확인된 바 있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담긴 최고지도자의 통렬한 비판을 감안하면 이들의 건
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질책과 기조
변경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내각 보고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됐지만, 그럼
에도 최고책임자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이전의 패턴과는 사뭇 다
르다. 안보영역에서의 인적 변화가 이전에 비해 온건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면, 경제영역에서는 아예 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3월 초 확인된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의 해임을
이와 연결해 해석해볼 수 있겠지만, 당시 공개된 경질 이유가 부정부패의 관
리책임 문제였음을 감안하면 직접적 관련을 유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
려 두 사람의 해임은 김정은 체제가 최근 들어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
부패 캠페인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한층 적절할 것이다. 노동신문 3월
14일자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논설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형식주의를 ‘사상적 변질’ ‘반혁명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Ⅴ. 종합분석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최근 북한의 정책전환 과정과 관련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안보와 경제영역 모두에서 정책
노선 전환에 따른 인적 변화는 이전에 비해 상당부분 줄었고, 대신 메시지 차
원의 변화가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바꿔 말해 메시지 변화와 인적 변
화 수준의 동기화가 크게 약화됐다는 뜻이다. 근래 들어 평양에서 권력엘리
트의 대규모 숙청·처형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된 이유다. 급격한 정책노선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 책임자가 직위나 활동공간을 유지하는 일은 이
전의 평양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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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최근의 공식
문헌에서 ‘민생단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면
에서는 노동신문 2019년 8월 15일자에서 처음 등장해 올해 4월 27일자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언급되면서 ‘혁명적 동지애’로 이견을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정책결정그룹 내
부의 노선 논쟁이 대규모 숙청 등으로 귀결된 뒤 최고지도자가 그 파장을 수
습하는 과정에서 주로 인용돼 왔다. 1990년대 후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고위관료 상당수를 숙청·처형한 ‘심화조 사건’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용서와 포용의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을 시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의 민생단 언급에 이러한 패턴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
각해볼 수 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된 이래 ‘협상 노선으로의 전환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진행돼 왔으며 △장기 교착을 각오
하면서 안보에서는 과거 담론으로의 회귀, 경제에서는 정면돌파전으로 전환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협상 국면을 책임졌던 이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
이나 문책 없이 포용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최종결정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
이다. 북측 관영언론에서 2019년 8월을 전후해 ‘과오에 대한 용서’ 같은 표
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분석은 다시 몇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우선 김 위원장이 국
내정치적 불안정을 염려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모두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듯, 집권 초기 김 위원장은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등 주요 인
사들을 연쇄적으로 숙청·처형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을 절감했다면, 정책노선 전환마다 인적 교체를 단행했던 이전
시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
단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적 교체를 자제하는 최근의 태도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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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전환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이전 노선 역시 여전히 선택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선 전환마다 숙청·교체를 반복할 경우 관료그룹의 노
선 토론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해관계의 싸움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고,
특히 새 노선을 입안한 그룹은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에 강하게 저항할 공산
이 커진다. 반면 노선 전환과 인적 교체의 동기화를 줄이고 메시지 차원의 변
화에 주력하는 현재 모델은 이전 노선으로의 회귀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
서 김 위원장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특징은 관료·테크노크라트 그룹의 정책 영향력을 최
소화하고 김 위원장 본인의 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관료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흐름 역시 테크노크라트 그룹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례로 노동신문은 3월 19일자부터 1면 우측 최상단에 실리는
구호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이 땅 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
떠세우자’로 변경한 바 있다. 2018년 대미 외교행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
지 못하면서 흔들린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리더십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북측 선전선동부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핵 협상과 연관해 해석해보면 대략 다름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그와 관련한 북측의 정책결정이 상당한 수준의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전에 목표와 경로가 뚜렷한 시나리오를 정
해두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내부논쟁을 거치며 좌충
우돌 하면서도 복수의 선택지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
다. 이는 북〮미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
난해 연말을 거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했던 북측이 예상됐던 강경
행동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이 닿는다. 강경해진 메시지에도 불구하
고 실제 행동에서는 극단까지 가지 않는 ‘계산된 행보(calibrated mov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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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는 배경인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 초 협상국면으로의 진입 결정에 대한 새로운 해
석도 가능해진다. 특정 관료그룹의 제안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기
획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담한 가설이다. 이른바 ‘협상파’가 따로 존
재해 이들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여 협상에 나서게 만들었다면, 하노이 회담
의 결렬 이후 최근까지 과거 노선으로의 회귀를 공언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 교체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당시의 결정이 김 위원장 본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의 책임을 묻기
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게 개연성 높아 보인다는 의미다.
결국 김 위원장은 북핵 협상국면에서도 특정성향의 관료그룹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본인의 정책적 선택지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으
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 최근 북측 공식담론이 반복해 제기하고 있는 관료그
룹에 대한 비판 혹은 질타는, 북〮미 협상의 전 과정에 걸쳐 톱다운 방식
(Top-down approach)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행동 패
턴과 맥락이 정확히 일치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미·대남 외교와
관련해 개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관료그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신
혹은 회의감이 김 부부장의 역할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흐름은 북〮미협상과 대외정책의 개인화(personalization) 경향으로 요
약할 수 있는 바, 김 부부장의 3월 3일 첫 담화와 6월 3일 이후 최근 담화에
포함돼 있는 감정적 언사가 보여주듯 이는 외교행보를 언제든 불안정한 게임
으로 만들 수 있는 약점에 가까워 보인다.

Ⅵ. 최근 상황에의 함의
6월 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로 시작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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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역시 이러한 틀 위에서 살펴볼 때 한층 심도 있는 해석을 얻을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이렇듯 돌연한 국면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듯 최근 수년
간 심화돼온 대외정책의 개인화라는 요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듯 극과 극을 오가는 정책전환이 가능하
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의 체제를 구축해왔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교착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반대 방
향으로의 가변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의 담화가 실린 노동신문 6월 4일자 2면에 함께 실린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국제부 대변인담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5월 31일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대중(對中) 비판을 규탄하면서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악랄하게 걸고 든 것’은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이
라는 비난과 함께 △‘순차는 다르지만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우리의 사회주
의’를 다음 타깃으로 삼으려는 ‘허황된 개꿈’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 틀은 최근 북측 당국의 메시지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홍콩, 타이완,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 관영언
론은 워싱턴의 문제제기를 반박하는 중국측 성명･발언을 빠뜨리지 않고 지면
에 게재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5월 30일 홍콩 문제 관련 중국 지지 입장을
표명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6월 6일 리선권 외무상의 홍콩 문제에 대한 중
국측 지지 입장 발언 △노동신문 6월 7일자 중국의 홍콩 보안법 채택 지지 논
평 같은 공식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남 비난의 수위 고조와 중국에 대한
밀착 메시지가 거의 시차 없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러한 흐름은 남북관계가 요동쳤던 현 상황과 관련해 북측의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의 대남 비난 국면이 단순히 남북관계 혹은
대북전단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북측은 대중･대미관계를 포
함해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혹
은 최소한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대외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147

외교논고

상당한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내린 뒤에 대남 비난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 관영언론이 ‘미국의 대중(對中) 비판을 반박하는 중국측 공식입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측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패턴의 증감은, 앞서 살
펴본 안보영역에서의 메시지 무게중심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즉 △2018년
북〮미대화 국면까지는 이러한 언급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노
이 회담 결렬과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등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증가
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미･중 갈등의 고조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중국
과 소련 사이에서 가변성 높은 외교를 이어감으로써 ‘몸값 높이기’를 노렸던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21세기 미･중 사이에서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평양의 이러한 행보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당장 사회주의라
는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해 중국에 대한 지지의 근거로 활용하는 논리구조는
정작 베이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을 체제와
사상의 대립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대중(對
中) 강경파의 사고와 유사하고, 이러한 틀이 고착화될 경우 중국은 대다수 자
유주의 국가와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에 가깝
다. 평양이 이를 모를 리 없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행보는 중국에 대한 구애
못지않게 북･중 밀착 과시를 통해 장차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평양은 대남 비난을 대대적인 동원 캠페인으로 확장하는 와
중에도 대미 비난은 메시지의 수위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경우 최근의 공격적인 비난 행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주민생
활 개선과 경제담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김정은)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가급적 손대지 않으려는 이러한 태도는, 핵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1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남북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미 관계에서는 여전히 가변성을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읽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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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대남 관련 메시지에서 등장한 극단적인 공격적 언사에
도 평양은 여전히 11월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최소한의 유보
적 가능성은 견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김영철을 비롯해 2018년
협상 국면을 책임졌던 이들이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후 전개과정을 통해 대남뿐 아니라 대미 관계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공식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정책결정그룹 역시
이 같은 선택이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파급을 깊게 고심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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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제6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pactum de contrahendo(조약 체결의무)를 중심으로 김영원
(전 주네덜란드 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 국문초록 >
NPT 조약은 세 개의 지주(pillar)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지주는 비확산, 두
번째 지주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며, 세 번째 지주는 군축이다. 그간 소위 북
한을 비롯한 많은 불량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NPT 조약은 191
개국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조약으로서 핵무기의 비확산과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한 대체로 성공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NPT 조약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지주인 핵군축의 달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먼저 NPT 조약의 핵군축 관련 조항인 제6조의 의미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조약법 협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국제사법재판
소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태도를 통해 제6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서 제6조
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6조의 의무의 성격이 ‘pactum
de contrahendo(조약체결의무)’인지 아니면 단순히 ‘pactum de negotiando(조
약체결을 위한 교섭의무)’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평기기준에 비
추어 NPT 당사국들, 특히 핵군축에 책임이 있는 핵보유국들이 제6조에 규정된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향후 제6조의 의무
이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Keywords>
NPT, 조약법, 제6조, pactum de contrahendo, pactum de negotiando, 핵군
축, 핵보유국,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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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금년은 NPT(Non-Proliferation Treaty) 조약이 발효 된지 50주년 되
는 해이다. NPT 조약은 그간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군축
과 비확산 노력의 중심에 있다.
NPT 조약은 세 개의 지주(pillar)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지주는 비확
산, 두 번째 지주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며, 세 번째 지주는 군축이다.
그간 소위 북한을 비롯한 많은 불량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NPT 조약은 191개국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조약으로서 핵무기의 비확산과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대체로 성공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된다.1) 그렇다면 NPT 조약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지주인 핵군축
의 달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먼저 NPT 조약의 핵군축 관련 조항인 제6조의
의미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조약법 협약)의 해석원칙에 따라 분석하
고, 국제사법재판소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태도를 통해 제6조의 정확한 의
미를 파악함으로서 제6조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분석한다. 끝으로 이러
한 평기기준에 비추어 NPT 당사국들, 특히 핵군축에 책임이 있는 핵보유국2)
들이 제6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향후 제6조의 의무 이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1) Experts asses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50 years after it went into effect, Brookings,
March 3, 2020,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0/03/03/experts-assess-the-nuclear
-non-proliferation-treaty-50-years-after-it-went-into-effect/ (2020. 5. 9 방문)
2) NPT 조약은 국제관습법화 되었으며 따라서 핵보유국이란 NPT 당사국으로서의 핵보유국과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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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PT 조약 제6조와 핵군축 의무
NPT 조약은 전문에서 ‘가능한 조속한 일자에 핵무기경쟁의 중지를 성취
하고 또한 핵군비축소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당사국의
의사를 선언하며’라는 문언을 통해 궁극적인 핵군축 달성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3) 나아가 제6조는 전문의 문언과 정신을 확인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
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in good
faith)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
여기서 제6조 후반부에 규정된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
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 한다’는 문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
여 문언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제6조의
해석상 NPT 조약이 의도한 핵군축 목표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 당사국들, 특
히 핵보유국들은 동 제6조로부터 어떠한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
제가 지금까지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하 제6조를 조약법 협약의 조약해석원칙에 따라 검토한다.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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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법 협약에 따른 제6조의 분석
가. 제6조의 모호성
NPT 조약은 전문에 구현된 핵군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를 마련하였다. 제6조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목
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핵군비 경쟁을 종료시키고, 둘
째는 핵군축을 달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핵군축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완전
한 군축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6조의 문언은 당사국들의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해
석상 논란이 야기된다. 제6조의 문언적 의미에 대하여는 핵보유국과 비핵국
가들을 중심으로 해석이 나누어진다. 먼저 제6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핵군축
조약의 체결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긍극적으로 핵군축 조약의
체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핵보유
국들의 인식과 일치한다.5) 반면 일부 비핵국가들은 제6조가 핵보유국들에
대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핵군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핵보유
국들이 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핵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의무 불이행은 결과적으로 NPT 조약의 유용성을 희석시키고 나
아가 일부 비핵국가들로 하여금 NPT 체제를 이탈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
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그 밖에 제6조의 의무를 국제법상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의무적
(mandatory)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당사국들의 그러한 희망적 의도
(intent)를 표명하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
한 해석은 지금까지의 핵군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
5) "U.S. Compliance With Article VI of the NPT",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acronym.org.uk
6) J. Mishra, "NPT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oncept Publishing Compa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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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6조의 문언적 의미
(1) pactum de contrahendo와 pactum de negotiando의 구분
국제법상 용어로 pactum de contrahendo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조약체결을 목적으로 ‘장래에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인 pactum de
negotiando를 넘어 적극적인 결과, 즉 ‘교섭을 종료하고 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법적 의무(agree to complete arrangement)’를 말한다.7) 학자들에 따라
서는 pactum de contrahendo와 pactum de negotiando를 엄격하게 구
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pactum de contrahendo가 pactum de
negotiando에 비해 당사국들에 대하여 더 큰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양자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음에 비추어 제6조가
pactum de contrahendo인지 또는 pactum de negotiando인지를 구분
할 실익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조약문언의 내용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가의
문제가 국제재판소에 제기되는 경우 재판소는 동 문언이 어느 개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6조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구분의 첫 번째 기준은 문언의 구체성이다. 구체성
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은 문언
의 해석이며 그 기준은 조약법 협약상의 조약 해석 원칙이 될 것이다.

(2) 제6조의 문언적 의미 분석
① 제6조의 구체성과 구속력 여부
먼저 첫 번째 기준에 따른 구체성 문제이다. 제6조의 문언이 법적의무를
7)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pactum de contrahendo or pactum de
negotiando is a binding legal instrument under international law by which contracting parties
assume legal obligations to conclude or negotiate future agreements. Despite this seemingly
straightforward explanation, however, distinguishing a legally binding pactum de contrahendo
or pactum de negotiando from non-binding political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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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specificity)을 가지며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
인가. 문언이 구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석이 분명하여 판단이 어렵지 않
을 것이다.
제6조의 문언이 구체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목
표와 사용용어가 분명해야 한다. 제6조가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undertake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는 표현 대신 명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
고 종료하여야 한다(shall pursue and shall conclude negotiation)’고 하
였다면 이는 분명 구속력 있는 pactum de contrahendo로 볼 수 있을 것이
다.8) 그러나 NPT 조약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shall’ 대신 ‘undertake’
를 사용하여 의무가 아닌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표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바로 문언의 모호성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제6조는 분명 구체성이 없으며 의무에 대한 해석도 모호해진
다. 물론 조약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선언적 성격 내지는 연성법적 성격의
조약도 있고 조약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서는 선언적 성격의 구속력 없는 조
항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NPT 조약 및 동 제6조의 구속력을 처음부터 부인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 조약의 해석을 통해 제6조의 성격과 구속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조약의 해석 원칙은 조약법 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다.
② 조약법 협약 제31조의 적용
조약법 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으로 (1) 조약은 조약문의 문
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8) Christopher Ford, Debating Disarmament-Interpreting Article 6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4, No. 3, 2007. 11월,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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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2) 조약문의 문맥은 조약의 전문 및 부속
서,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도 함께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NPT 조약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은 NPT 조약에 서명하였을 당시 비핵당사국들은 조약 제 1조에 따라 핵보
유국들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비록 핵무기로부터는 배제되지만
제2조에 의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핵국
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6조에 따라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을 위한 교섭
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으로서 전 지구적, 지역적 및 개별
국가 차원의 안보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도 비핵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개발을
저지하는 한편 비밀리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불안전한 핵기술의 이전을 통제
하기 위해서도 핵군축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약속은 비록 제6조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
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로 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군축의 달성이며 핵군축 조약
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means)이며 동시에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당사국들은 NPT 조약의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협상에는 시
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제6조는 조약당사국들이 엄격하
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을 위한 조약 체결을 위하여 성실히 교
섭할 것을 규정함으로서 조약의 체결을 교섭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약의 구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비록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언제까
지인지가 불명확하나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핵보유국들은 궁극적으로는 성실하
게 교섭하여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기존의 핵무기는 파괴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후속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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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 근거는
제6조를 전문과 함께 전체로서(as a whole)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9)
전문은 제6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전문의 제7항에서 강조된
것은 당사국들이 제6조에 적시된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의도(intention)를 표
명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의도는 핵군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도의 표현이지
이것이 구제적인 법적의무를 의미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조치가 반드시 행해
져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전문의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핵무기의 제조중지, 핵무기의 비축해소 및 운반수단의 제거 등의 조치는
이후 체결될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조약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단 핵
보유국들이 군축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NPT 조약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동 제9항은 후단에서 조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 긴
장완화와 국가 간의 신뢰증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분
위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조약의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6조가 요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문과 제6조는 목표 달성의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at an early date)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조약이 구체성을 일
부러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 핵보유국들의 반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한이 없다는 것은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일도 달
성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쩌면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6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최소한 교섭을 할 의무는 부담하지
만 교섭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여 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조약법 협약 제32조의 적용
조약법 협약 제32조는 제31조의 해석에 따른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해
지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교섭기록(traveaux preparatoire)이나
9) 위의 주,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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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당시의 사정(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을 고려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 제6조의 핵군축 조항은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의도된 것은 아
니다. 일부국가들이 핵군축을 위한 협상과 일정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등 핵보유국들에 의해
수락되지 않았던 점이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만일 제6조가
pactum de contrahendo를 의미한다면 분명 이들 핵보유국들이 동 조항의
문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6조는 pactum de negotiando
만을 의미할 뿐이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초기 교섭단계에서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6조의 문언에
따른 일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의 달성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NPT 조약이 중간단계의 목표일뿐 최종목표는 아니므로 향후
더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10)
둘째, 다음으로 교섭과정에서 군축과 비확산(non-proliferation)의 연계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수반하는 비확산
조약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칫 양자의 연계가 양쪽 어느 하나의 목
표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핵무기 비확산에 있었다. 미국은 당시 비확산 문제가 군축 등 다른 사안과 연
계 되어 영향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비핵국가들도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동의하였고 그 결과 ENDC(UN Eighteen-Nation
Disarmament Committee)내 비동맹 8개국(Non-Aligned Eight)은 비확산
이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라는 긍극적인 목표 달성의 과정이라는 요지의
공동각서를 발표하였다.11) 그러나 이 각서에는 군축을 위한 조치가 NPT 조약
의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NPT 조약 초안은 전문에 포함
10) 위의 주 p. 405.
11)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69), p. xi, p.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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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현대로 핵군축을 향한 핵보유국들의 의도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성실한 교섭(negotiations in good faith)’이 제6조 문언의
출발점이 되었다.12) 따라서 이러한 교섭 기록과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제6조가
핵군축 조약의 최종적인 성취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
적이다.
④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의 적용
조약법 협약 제31조 3항은 조약의 해석이나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
국간의 추후의 합의(subsequent agreement)와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을 문맥과 함께 고려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6조에
대한 해석은 NPT 조약 체결 이후 나타난 핵보유국들의 태도 등 후속관행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5개 핵보유국들이 2000년 5월 1일
NPT 조약 및 동 제6조의 완전한 이행과 실현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
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13) 이들 핵보유국들은 동 선언을 통해
핵무기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및 핵폭발장치를 금지하는 효과적인 국제협약의
필요성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이러한 목적의 작업 수행 계획에 조속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핵보
유국들의 성명은 우선 제6조가 pactum de contrahendo 임을 확인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핵보유국들의 실행도 있으
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한편 핵보유국들의 태도와 함께 후술하는 국제재판소의 판단이나 국제기
구(유엔 등)의 선언 또는 결의 등도 후속관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
준이 될 것이다.

12) Ibid. p. 87.
13) UNSC permanent members express full support for non-proliferation treaty, reaffirm
commitment to IAEA, March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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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약법 협약 제26조
조약법 협약 제26조는 모든 발효 중인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하
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실하게(in good faith)의 의
미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당사국들, 특히 핵보유국들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in good faith가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기준은 결국 객
관적인 합리성이다.
제26조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6조의 성실한 교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
연히 그 결과는 pactum de contrahendo의 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어야만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만일 우리가 제6조의 의무를 pactum de negotiando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의무는 교섭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결과에 대하여는 무책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교섭의 결과를 조약당사국들의 선의에 맡기는 결과
가 될 것이므로 제6조의 성실한 교섭의무와도 모순될 것이다. 따라서 제6조
의 의무는 궁극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pactum de contrahendo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태도
ICJ는 유엔총회가 요청한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합법성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권고적 의
견(advisory opinion)에서 핵무기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해석상의 충돌이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NPT 조약 제6조에 규
정된 완전한 핵군축의 달성을 통해서만 이러한 국제질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먼저 제6조에 규정된 ‘성실하게 핵군축
교섭을 수행할 의무’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ICJ의 제6조 관련 입장
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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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까지 체결된 거의 모든 핵군축조약은 예외 없이 제6조와 유사
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핵군축 조약들은 제6조를 원용
하여 ‘... 핵군비경쟁의 종식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교섭을 성실하게
수행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은 결국 pactum de
contrahendo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직
까지 효과적인 핵군축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ICJ는 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와 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가 각각 협약의 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하였듯이 핵군축 조약의 체결은 긍극적으로 핵무기의 제거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14)
둘째, ICJ는 만장일치로 제6조가 핵보유국은 물론 비핵보유국들도 공동으
로 성실하게 교섭하여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하의 핵군축 조약의 체결
을 달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15) 다시 말해서 ICJ는 제6조의 의
무가 ‘단순히 행동할 의무(mere obligation of conduct)를 넘어서 구체적
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할 의무(member states have a duty
to complete those negotiations with a result)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
이 ICJ는 제6조의 의무를 pactum de contrahendo로 보고16) 이를 두 개의
중첩된 의무(twofold obligation)로 설명하였다. 즉, 첫 단계로 교섭에 임하
는 의무, 두 번째로 효과적인 핵군축조약을 창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
여 이를 종결지을 의무와, 세 번째로 만약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
협상실패를 주장하는 당사국 이외의 협상참여자들이 이를 중재 등 사법적 방
식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로 구성된다고 보았다.17) 결론

14) I.C.J. Reports, July 8, 1996, paras. 57-58.
15) Ibid., para. 99, 105(2) F(the Final Conclusion in the Advisory Opinion)
16) Ibid., para. 100.
17) David Simon, Article VI of the NOn-Proliferarion Treaty is a Pactum de Contrahendo and has
serious legal Obligation by Implication, p. 9,
https://www.law.upenn.edu/journals/jil/jilp/articles/2-1_Simon_David.pdf (2020. 5.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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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ICJ는 제6조에서 말하는 ‘성실하게’의 의미는 단순한 행동(action)이
아닌 정확한 결과(precise result)를 당사국들에게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ICJ의 판단은 매우 획기적이다.
셋째, ICJ는 제6조의 핵군축의무를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로 보고 NPT 비
당사국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과 유엔총회의 관련 결의를 국제관
습법적 증거로 들었다.18) ICJ는 그만큼 핵군축의무가 국제평화와 안전과 얼
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ICJ는 2014년
10월 5일 마샬 아일랜드가 핵군축 의무의 국제관습법적 성격과 NPT조약을
근거로 핵보유국(NPT 당사국 5개국과 비당사국 4개국)을 상대로 제소한 제
6조의 의무 불이행 관련 소송에 대하여 법적 쟁점의 결여를 이유로 기각하였
다.19) 이 사건에서 ICJ의 태도는 물론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적어도
핵군축 관련 쟁송사건의 경우 사안의 정치성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
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ICJ의 태도가 반드시 상기
권고적 의견에서의 입장의 후퇴는 아니다.
넷째,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ICJ의 판단을 비판하는 입장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에서 나온다. 이들은 먼저 ICJ가 유엔총회의 권
고적 의견의 요청 범위를 벗어났다는(ultra virez) 점과 동 권고적 의견은 구
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교섭기록을 근거로
권고적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에서 표명된
ICJ 재판관들의 공통된 입장은 권위 있는 것으로 국제법의 보충적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향후 제6조 해석의 기준이 될 것이다.

18) I.C.J. Reports, July 8, 1996, para. 101.
19) John Burrough, Looking back: The 1996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ms Control Association, July/Au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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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의 태도
핵군축에 대한 유엔차원의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도 1946년 1월 24일자로 만장일치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는 핵무기를 포함
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철폐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이후
1954년 결의 808 A(IX)도 만장일치로 핵무기 사용과 제조의 완전한 금지를
지지하는 등 총회는 지속적으로 핵군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20)
또한 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표명된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사국들
이 핵군축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여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교섭이 재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조약 체결
이후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핵
군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동
시에 제6조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1995년 결의 984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NPT당사국들에 대
한 제6조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핵군축을 촉
구하였다.21) 또한 2013년 유엔총회결의 68/51도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확인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공동의 조
치를 요구하였다.22) 이와 같이 NPT조약 체결 이후 채택된 유엔의 결의들은
후속관행으로 제6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ICJ의 판
단대로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핵군축 관련 미래의 방향을 제
시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국제법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 GA Res. 808 A(IX) U.N. GAOR, 9th Sess., Supp. No. 21 (1954)
21) 앞의 주, para. 103
22) GA Res. 68/51, 2013, United action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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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보유국들의 제6조 의무 위반 여부
제6조의 의무는 NPT 규정상 핵보유국들만의 의무는 아니다. 모든 NPT
당사국들은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 ... 교섭을 성실히 추구할 것을 약속’
하였다. 여기서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undertake to pursue)’는 의미는 엄
밀한 의미에서 의무적(mandatory)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보
편적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권위있는 ICJ의 판단이나 유엔의 태도와는 매우
괴리가 크다. 따라서 의무위반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보다도 국제법원칙
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강행규범성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은 제6조를 준수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
무의 성격과 범위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반대의견에
도 불구하고 제6조의 의무가 최소한 pactum de negotiando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pactum de negotiando의 궁극적인 목표가
pactum de contrahendo이며 pactum de negotiando는 pactum de
contrahendo의 과정임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NPT 당사국들
은 최소한 pactum de negotiando에 따라 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국들, 특히 핵보유국들이 동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
거나, 수행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행하더라도 NPT
조약 체결이후의 후속합의와 관행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경우(핵보
유국들의 입장 표명에 반하는 행위 등)에는 제6조의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
이다. 더욱이 제6조의 의무를 ICJ의 판단에 따라 pactum de contrahendo
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에는 pactum de negotiando의 의무를 넘어 구체적
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쟁점 해결
을 위한 공통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경우 조
약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64 _ 외교 제134호 2020.7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제6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 아직까지 제6조를
염두에 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NPT 당
사국들이 과연 어떠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성과를 거두었는가, 당사국들의 노
력은 반드시 제6조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동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의 과정인지의 여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섭을 성실하
게 추구한다’를 판단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원래 교섭이란 합의된 양해사항
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으로 이를 위해 관련국간 서로의 의견과 다른
가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교
섭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일방의 성실한 노력에만 의
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다른 상대방의 상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당사국 모두의 책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제6조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핵보유국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6조의 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pactum de contrahendo, 즉, 교섭의
종료(conclude)는 아니더라도 pactum de negotiando, 즉, 최소한 정도의
성실한 추구(pursue)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 NPT 조약 검토회의
의 원칙과 목표(Principles and Objectives),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2000년 NPT조약 평가
회의에서 채택된 Thirteen Practical Steps등은 핵보유국들에 의한 핵무기
의 완전한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핵보
유국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 5월 1일 NPT 조약 및 동 제6조의 완전
한 이행과 실현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CD가 핵군축 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즉각 시작하고 조기에 종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
계획에 조속히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별국가들의 실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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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방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제6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성실한 노
력을 추구(pursue)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불량국가들이 제2
조의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함께 CTBT를 비준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약인 2017년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대하여는 핵보유 5개국 모두 당사국이 아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핵전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제6조의 위반이다. 이란의 지속적인 핵개발 시도와 1991년 이전의 이라크의
경우도 제2조의 비확산의무 위반이며 동시에 제6조 위반이다. 이란과 터키는
NPT 조약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23)
이러한 핵보유국들을 포함한 일부 비핵당사국들의 태도에 비추어 제6조
의 의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이들 국가들이 제6조의 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해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의 조
약의무 위반에 대하여 타 당사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즉, 조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
가책임최종초안’ 제42조에 따라 핵보유국들의 조약의무 위반으로 책임추궁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24)

Ⅲ. 평가 및 결론
NPT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을 살펴보면 제6조의 문언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고뇌의 과정을 거친 의도된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23) Sarah Bidgood, The 2020 NPT Review Conference and Article VI: Yes, We Care, Eur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19.
2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최종초안’ 제42조(a) (ii)는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하는 일단의 국가들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그 의무가 상대로 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입장을 그 의무의 추
후 이행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변경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 피해국으로서의 책임추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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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투명하다. 모든 당사국들이 ‘교섭을 성실하게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는 제6조 말미의 표현이 오히려 당사국들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
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제6조가 핵군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확인하고
있음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나 조약 기초자들은 언제 어떻게
이 목표가 달성되어질 수 있는가의 구체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그 결과 제6조의 의무의 본질적 성격을 둘러싸고 pactum de negotiando
와 pactum de contrahendo 간 해석상 대립이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 즉, 조약 문언,
준비문서 등 교섭기록과 비준 당시의 당사국의 의도 및 당사국간의 후속합의
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6조의 의무를 pactum de contrahendo로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6조의 문언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는 점, 내용상의 구체성 결여, shall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속력이 제한적이며, 교섭기록에 나타난 비확산과 군축의 비연계 등 핵보유국
과 비핵국가들간 ‘주고받기’식 교섭의 결과라는 특징에 비추어 pactum de
negotiando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NPT 조약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과 ICJ의
권고적 의견 및 유엔 결의 등 이후의 국제사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
조의 ‘성실하게 교섭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는 pactum de contrahend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ICJ의 판단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에 따라 국제법의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subsidiary means), 즉, 보
조적 법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6
조의 의무의 성격을 ‘당사국은 성실하게 교섭하여(pactum de negotiando)
핵군축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할(pactum de contrahendo) 국제법상
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25)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가 희망하는 핵무기 없는 사회
25) 그리스와 서독 간 독일의 대외채무 중재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pactum de negotiando를 양측이 성실하게
노력하여 타협에 의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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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러
한 점에서 pactum de contrhendo가 조약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pactum de contrahendo의 의무는 잘 이행되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조약 이행 결과는 어떠한가. 핵보유국들은 지금까지 제6조의
pactum de contrahendo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가. 당초
NPT조약 성안과정에서 제6조를 포함시키면서 당사국들은 미래에 완전한 핵
군축을 달성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약속하였
다. 따라서 당사국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은 바로 핵군축 달성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시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NPT 당사국 중 핵
보유국들이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사실과 미국과 중국의
CTBT 미가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 NPT 조약의 목적과 대
상을 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제26조에 따른 조약의 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조약의무 위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가. 먼저 NPT 당사국들은 제6조의 의무가 pactum de contrahendo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핵보유국들은 지금까지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교섭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여야 한다. 유감을 표
시하는 방식은 유엔총회의 결의나 핵보유국들의 공동 선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약 체결을 위한 목적의 국제회의가 소집되어야
할 것이며 교섭은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가 주
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의 지금까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유감스럽게도 제6
조의 의무의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 어느 경우에도 핵보유국들이 핵을 포함
방을 다루기 위한 양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7 I.L.R. 418, 523-554(7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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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목표를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00년 5월 1일 5개 핵보유국들이 NPT 조약과 동 제6조의
실현과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결론적으로 제6조의 의무를 pactum de contrahendo 또는 pactum de
negotiando 어느 것으로 보든 현실적 적용면에서 결과에 차이는 없다.
pactum de negotiando라고 하더라도 성실한 교섭의 궁극적인 결과는
pactum de contrahendo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섭의 시작이다. 시
작이 있어야 종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집중하여야 할 것은
pactum de contrahendo 또는 pactum de negotiando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우선 교섭을 시작하고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는
pactum de contrahendo의 실현이 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지
는 않더라도 성실한 교섭추구는 핵무기 없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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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유고설’이 헤프닝으로 끝난 지 일주일 지나 북한 문제를 전문적인
학문으로 다루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안호영 총장을 찾았다.
주미국대사를 역임한 북한대학원의 총장으로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남･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안호영 총장: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 ‘경제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김 위원장이 가지는 솔직한 문제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특히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부러울 것이 없으며, 주
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병진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북한이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
(結束)’한다고 밝히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면서
‘병진노선’이 5년여 만에 막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의 대전제는 북한이 핵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2019년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이러한
대전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유지한
채 영변 핵시설을 내주면 유엔안보리 결의 5개를 없애달라는 요구의 관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노이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오판인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자 최선희와 이용호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더 나은
안은 없다. 최선의 안을 제시했었다. 미국의 셈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밝혔습니다. 거래용 입장 (bargaining position)이 아니라 마지막 입장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문제는 교착상태(stalemate)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김 위원
장이 결단을 내려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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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오판이 북한의 톱다운식 정책결정 때문인지, 미국의 입장을 잘못 읽
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 같은 제3의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 안 총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고 덧붙였다.
안 총장: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2019년 2월 중순 동아일보에서 개최된 화
정월례강좌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때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관심사항은 이것이 빅 딜 (big deal)이
될 것인가 스몰 딜 (small deal)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합
의가 이루어진다면 빅 딜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스몰 딜을 받아
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핵 대표로 임명된 비건이 2019년 1월 스탠포드대학에서 공개된
연설을 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행동에 기초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건이 대외적으로 로드-맵을 이야기 한 것은 제 기억에
그 때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 비건이 방북을 하였고, 곧 이어서 하노이 회담
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저는 로드-맵에 기초한 진전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하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건과 김혁철과의 실무협
상에서 김혁철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mandate)이 없다고 하면
서, 그러나 김 위원장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기다려 달라”는 입장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이 제시한 것은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
일 수 없는 안이었던 것이죠.
미･북 관계이건, 남･북한 관계이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결단(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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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관심은 우리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게 되지만 현
업에 묻혀 짚어보지 않고 지나쳤던 문제, 즉 학문으로서 ‘북한학’의 존재 자
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안 총장: 우리나라에서 ‘북한학과’가 처음으로 개설된 것은 1989년 경남
대학교에 개설된 것이 그 시초이며, 그 기초 위에 현재의 북한대학원대학교
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북한대학원 30주년을 기념하
고, 그 일환으로 ‘북한학 3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동 세미나
에서도 역시 ‘학문으로서 북한학’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수(서
강대), 최대석(이대), 양문수･이우영(이상, 북한대학원) 교수 등 북한학의 중
진들이 다수 참가한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학문으로서의 북한학,
특히 기존 전공 분류, 가령 지역 연구, 비교 정치, 한국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의식, 동원되는 방법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연구와 유사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리해서
분석･해석하고,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노력 들을 합
니다. ‘북한학’도 여느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면서 발전
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사람, 이런 것이 모이는 ‘마당(場)’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대가 바로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학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점은, 여느 학술단체나 1년에 1
회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북한학회는 1년에 4회 모일 정도로 구성
원의 열의가 뜨겁다는 점입니다. 북한학은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여건이 어려운 분야인데, 학회 회원들의 비상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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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에 대한 ‘열의’와 관련, 우리가 북한을 학문으로 다루는 장점과 단
점에 대해,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타연구기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었다.
안 총장: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
상 국가의 언어, 지리,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라고 보는데, 이것
은 우리나라의 북한 연구가 갖는 큰 장점이지요. 특히 우리가 북한에 대한 문
제의식과 관심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갖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솔직
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북한 연구에는 ‘가치’가 너무 많이 부여
되어 ‘결론이 정해진 연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자성(自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위
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사람과 자료와 역사입니다.
북한학과 개설이 1989년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연구에 대한 박재규
총장의 열정은 국제정치가 냉전으로 얼어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권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하나 축적되어 온 것이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자료이고, 연구진이며, 교육 커리큘럼, 연구 실적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는 어떤 배경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안 총장: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 관련 일을 하게 되고, 관
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지요. 주미대사로 근무 시절에는 우드로 윌슨센터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간의 교류를 관찰하게 되었고 관련 활동
을 눈여겨 볼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북한대학원을 설립한 박재규 총장의
워싱턴 방문 기회도 자주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외교부 퇴직 후 박재규
총장, 그리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선준영 전 주
유엔대사 두 분의 권고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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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이 임기라고 해서, 총장으로 부임 후 업적과 향후 과제 및 포부
를 물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대학 환경에 적응해 온 기간이므로 업적이
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겸손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안 총장: 앞서 말씀 드린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모든 발제자들이 북한
연구의 국제화, 국제적 경쟁력 있는 북한 연구자 양성을 향후의 과제로 꼽았
고, 저도 그 분야에 기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한 예로, 통일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북한연구 국제장
학프로그램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이 응모하여 위탁을 받았
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빅터 차 교수도 오래 전에 북한대학원 지하
1~2층 연구층(‘magma’층이라는 별명)에 연구원으로 와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통일부 국제 장학 위탁 사업을 통해서 역량
있는 펠로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학 석･박사들을 양성해 나가면 북한
학의 국제화 저변이 당연히 넓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저널(journal)도 중요합니다.
Johns Hopkins 대에서 인쇄하고, SSCI Index에 등재된 『Asian
Perspective』를 외국 저널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편집은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이미 그 역사가 40년이 넘습니다. 앞서 말
씀드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맞물려서 앞으로 북한학의 국제화에 더욱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총장은 면담 후 우리 편집위원들을 북한에 대한 특수자료를 모아놓은
‘특수자료실’로 안내하였다. 그 곳에서 정치･경제･법률･문화･예술에 대한 북
한발간 자료가 잘 비치되어 있고, ‘특수자료실’ 앞에는 로동신문 같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컴퓨터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진)

178 _ 외교 제134호 2020.7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특수자료실’에서 북한발간 자료 앞에 선 안호영 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북한연구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며 안호영 총장과의 아쉬운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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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선진’ 재외국민 보호
 한･러수교 30주년 양국관계 현황과 전망
 시진핑의 마오쩌둥 모방은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외교칼럼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선진(先進)’ 재외국민 보호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Ⅰ. 서언
올해 한류열풍의 주역은 ‘K-방역’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면서 민주적인 방역 모델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금
년 초 잠시나마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진의 선공후사(先公後私)적 노고와 헌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한국은 금세 방
역 모범국으로 우뚝 일어섰다. 아직 재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
황이지만, 우리의 선진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은 이미 전 세계에 각인됐다.
그런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내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해외출국자 3천만 시대를 맞아 세계 도처에 우
리 국민이 진출해 있다. 이들 모두가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국내에서
보건당국이 감염병과 불철주야(不撤晝夜)로 싸우는 동안, 국외로는 외교부가
우리 국민 보호에 나섰다. 외교부가 고수한 원칙은 단 하나, ‘해외에서 위급
한 상황에 처한 국민은 정부가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
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었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에서 나오는 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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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염병 최초 발생 우한,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첫 전세기를
투입하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3일,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가 사실
상 봉쇄됐다. 우한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천 여 명이 하루아침에 오도 가
도 못하는 신세에 처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부는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
기 위한 전세기 투입을 처음으로 검토했다. 이전까지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
에서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가 투입된 바는 있었지만, 감염
병 창궐 지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목적으로 전세기가 투입된 사례
는 전무했다.
전례 없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다. 당
시만 해도 국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었다. 언제라
도 외부에서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팽배했
다. 해외 위험 지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한 고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혹여 국내 감염이 촉진될지 모른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국내적 우려로 임시생활시설을 선정하
는 데에 큰 홍역을 치르는 상황도 있었으나, 관계부처와 주민들의 협조로 원
만하게 일단락되었다.
전세기 운항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자국 내 외국인이 정기항공편이 아닌 본국 임차 전세
기를 통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에 다소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중국 정
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부의 전방위적 교섭이 전개됐다. 교섭 과
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1대씩 전세기를 운
항하는 데에 대한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1월 30일 밤, 마침내 첫 번째 전세기가 우한 톈허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인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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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전세기에 탑승했다. 텐허공항은 거의 텅 비어 있었
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우
리 정부팀이 왔다는 간단한 인사말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나왔다. 그 동안 정
부의 전세기 파견을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국민들은 모두 신속대응팀의 안내
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의 남
다른 시민의식이 느껴진 장면이었다. 다음날 새벽, 우리 국민 368명을 태운
첫 귀국 지원 항공편이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이어서 2차 전세기도
무사히 우한에서 333명의 재외국민을 싣고 돌아왔다.

<중국 우한 톈허공항에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모습(2020.1.30.)>

2월 11일에는 우한 체류 재외국민과 그 중국인 가족까지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3차 항공편을 파견했다. 이 항공기에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차원에서
한국에 체류하던 우한 주민 16명도 탑승시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총 3차례의 항공편을 통해 도합 848명의 재외국민이 성공적으로 귀국
했다. 출입국 검역 및 시설 격리 중에 일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철저
한 방역을 유지하며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당초 제기된 국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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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국내 관계부처 합동팀은 이들이 국내에 도
착할 때부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퇴소하기까지
검역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꼼꼼히 챙겼다. ‘재외국민 보호’의 기치 아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모두 의기투합하여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였다.
중국 지역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주중국대사관과
주우한총영사관은 중국 당국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며 전세기 운항 관
련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주우한총영사관은 도시 봉쇄로 교
통이 차단된 상황 속에서 탑승객들이 공항으로 올 수 있도록 주요 거점 지역
에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우한 이외 지역에서 집을 나선 탑승객
들을 위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주었으며, 공항에서는 공관
원 가족들과 함께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2020. 1.28.)>

정부의 성공적인 첫 재외국민 귀국 지원은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 이때의 경험은 일본(크루즈선), 이란, 이탈리아
내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됐다. 확산하는 바이러
스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정부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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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 사태 초기 일련의 귀국 지원 성공 사
례를 통해 얻은 값진 수확이었다.

Ⅲ. 한국에 빗장 거는 세계, 힘겨운 고군분투(孤軍奮鬪)를 이어 나가다
2월 중순 이후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무렵 대구
를 중심으로 급속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평
가받았던 한국은 금세 중국 다음 가는 코로나19 최대 위험 국가로 전락했다.
2월 23일 우리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한국
의 상황에 우려를 가진 일부 국가들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에 대해 ‘여행금지’에 이르는 강도 높은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국가가 며칠 만에 우
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세계 곳곳에서 급작스럽게 고립되거나 격리되는 우리
국민의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외교부의 대응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2월 22일 이스라엘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텔아비
브로 비행 중인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간 17쌍의 국민들이 격리 조치되었다. 세
계 각지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민원이 외교부에 빗발쳤고, 영사콜센터는
폭주하는 민원 전화로 북새통이 됐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고립무원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외교부는 각국에 우리 정부의 방역 역량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거듭 요청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조치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차
례 공지함으로써 우리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3월 초에는 베트남에 격리 중인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3
개 팀, 총 12명)을 파견했다. 당시 베트남에는 300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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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격리된 상태였다. 신속대응팀은 베트남 당국에 우리 국민 격리 해제
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우리 귀국을 지원하
거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기업인들
을 위해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도록 교섭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국가 간 경제활동을 완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
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진행하던 사업 중에는 하루라도 지연할 수 없는 건설
사업이나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던 자동차 현지 공장, 기술진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등 첨단공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았다.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들 건설사업과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인과 기술진의 현지방문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안건을 우선순위에 두고 외교 교섭에 착수했다. 우리 기업인의 출장
길이 막히면 상대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주요 경제 사업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우리 기업인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도
록 하여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취지였다. 교섭 노력의 결
과, 일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에 대해 문을 열기 시작했고, 5월 말까지 총
13개국에서 거의 8천 명에 이르는 우리 기업인이 예외적 입국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혐오범죄도 증가하기 시작
했다. 북미·유럽·호주 등지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사건이 공관에 여러 건 접수됐다. 재외공관에서는 사건 발생 인지 시 즉각적
으로 현지 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국민
에게는 심야기간 외출 자제 당부, 유사 시 대처방법 안내 등 혐오범죄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휩쓸던 이 무렵은 외교부의 대응도 가장 힘든 시기였
다. 한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거절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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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설득을 펼쳐야 했다. 사실 이 무렵 국내 상황이 타
국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단지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 진통을 겪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휩싸인 반면, 한국의 국내 상
황이 크게 호전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Ⅳ. WHO 팬데믹 선언, 한국의 달라진 위상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
을 경험하다
3월 11일 WHO는 감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중동이나 중
남미 등 여러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옮겨갔다. 중국이나 한국, 이란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됐던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됐고, 대다수
노선의 항공편이 두절됐다. 관광지가 폐쇄됐고, 곳곳에 봉쇄령이 내려졌다.
감염병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이동이 마비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졌다.
선진국들이 차례로 혼란에 휩싸이는 동안 반대로 한국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3월 13일에는 국내 신규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체계, 메르스 사태의 경험과 노하
우, 선진 정보통신기술(ICT), 성숙한 시민의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
장: 국무총리) 중심의 효과적인 정부 대응체계 등 한국이 가진 우수한 자원이
빛을 발하게 됐다. 진단키트 등 한국의 우수한 의료장비와 함께 방역 노하우
를 전달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앞 다투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무총리께서는 “해외 위난에 처해 있는 재외
국민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외교부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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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차관 주재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설치했다. T/F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대책을 논의
했다. 5월 말까지 T/F 회의가 총 34회 개최되는 동안 외교부는 109개국에서
33,770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무사 귀국을 지원했다.
재외국민 귀국 지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 우한
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전세기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총 6개국에서 1,707명
의 우리 국민이 귀국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20일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수단 총 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60명이 남수단 한빛부대 12진 1제대
복귀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사례도 포함된다. 외국 정부 또는 항공사와
비정기 민간항공편 운항 또는 기종 변경을 통한 추가 좌석 확보 방안을 교섭
함으로써 30개국에서 우리 국민 18,225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등 8개국에서는 정부가 한인회 주도의 항공기 임차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
민 6,319명의 귀국을 도왔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귀국 지원에 창의성이 필요했다. 타국 정부가 자국민
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차한 전세기에 우리 국민을 함께 탑승시키는 방식으
로 49개국에서 820명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모로코 등 9개국에서
는 한국의 의료물품(진단키트, 방호복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에
서 파견하는 한국행 특별항공편에 우리 국민을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2,326
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그 외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연계하여 귀국
을 지원하거나, 귀국 항공편이 마련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선박 침몰로 고립된 우리 국민 선원 11명을 쇄빙선
아라온호에 탑승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 우리 재외국민 귀
국 지원 계기에 타국 국민 674명의 탑승을 함께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재외국민이 귀국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 머물거나, 혹은 생계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귀국을 포기한 국민도
상당수 있다. 외교부는 해외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190 _ 외교 제134호 2020.7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선진(先進)’ 재외국민 보호

위해서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
동수칙 등 안전정보를 SNS나 한인회 등 가용 수단을 통해 적극 전파하는 한
편,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팬데
믹 상황에 따라 각지에서 재외국민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 세계 재외
국민 확진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지에서 소외받는 우리 국민 환자가
없도록 했다. 재외공관에서는 우리 확진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섭하고, 환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의 협조 하에 확진자
에 대한 화상 의료상담도 진행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외교부의 전방위적인 ‘재외국민 보호’
노력이 전개됐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안정을 찾은 국내 상황은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됐고, 역으로 외교부는 체계적
인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통해 국내 방역에 기여했으며, 우리의 우수한 방역
역량을 대외에 알렸다. 지난 4월 29일에는 국제협력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를 발족했다. 향
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Ⅴ. 맺음말: 우후지실(雨後地實), 위기를 통해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국민 보호
2021년이 되는 내년은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아주 특별한 해다. 오랜 기
간을 두고 준비해 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년간의 유예 기
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시행되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이제 법률로써 구체화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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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체계를 반영하는 선구자적 시도로서 동 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은 그 동안 큰 위기를 거치며 성장해 왔
다. 특히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2004년 이라크 내 우리 국민 피살 사건
이후 영사 서비스는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
화 시대에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국가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외국민 보호
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지속 강조해 왔다.
내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
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최초의 전세기 투입, 8차례의 신속대응팀 파견, 3
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에 대한 귀국 지원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물론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이 사태를 온전히 극복해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위
기 극복 능력과 우수한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의 대
정부 신뢰도를 제고한 점은 분명하다.
정부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함께 높아
져 갈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재외국민 보호 분야의 성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
기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혹은 또 다른 미지의 위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
운 도전을 제기해올지 예단할 수 없다. 그저 정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해외에
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인 영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
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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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얻은 경험이 우리에게 값진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그리고 세계가 지속된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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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수교 30주년 양국관계
현황과 전망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

Ⅰ. 한･러수교 30주년에 맞는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9월에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냉전의 격동기에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동구 제국(諸國)
및 소련 그리고 중공과의 수교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대북 외교·안보
우위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가 이
루어지지 않은 채 남·북 간 외교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
제정치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한국은 이런 비대칭성을 북한에 대한 압박
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런 전략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지속
적이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것이 한반도 미래를 위한 최선인가에 대한 이견도
점차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방정책의 성과도 점차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런 과거를 넘어 북방정책을 좀 더 확장된 한국 외교의 틀로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
출범 초 신북방정책을 의욕적으로 표방한 현(現) 정부도 이런 필요를 인식

1) Beom Shik Shin, “Northern Policy of South Korea: Historical Retrospect and Future Prospect”,
Foreign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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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신남방의 해’를 성공적으로 보
내고 2020년은 ‘신북방의 해’로 정하여 다양한 한･러수교 30주년 행사를 기
획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5･24조치의 지속으로 나진핫산 프로젝트가 유야무야가 되면서 한반도 관계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
지 못한 러시아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성
화 해보려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양국 정
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모든 계획들을 한방에
날려 버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높아진 글로벌거버넌스의 변동가능성과 초(超)불확
실성 시대의 도래는 러시아의 취약성을 더하고 있으며, 고조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조건은
러시아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함으로써 미･중 경쟁이 고조되는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 창조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
는 여지를 더욱 축소시킬 것이며, 이러한 악조건은 한국 외교를 위한 자율성
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매력을 더욱 사그라뜨릴 공
산이 크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현실화 및 발전으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간 한･러관계의 경험이 말해주는 양국관계
발전을 추동 내지 제약해 온 원인은 무엇이며,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위상 및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현실화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적
및 지역적 맥락에서 한･러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 즈음에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Ⅱ.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명(名)과 실(實)
한･소/러 수교 30년 간 양국관계는 다양한 굴곡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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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속도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9월 30일 이래로 양국은 국교수립 및 관계 정상화, 양국관계의 급속
한 과열과 냉각기,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기,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추진기 등을 경험하면서 포괄적 분야에 걸쳐 협력관
계를 완만하지만 꾸준히 발전시켜 온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은 2018년 기준
으로 교역액 248억 달러, 상호방문객수 69만여 명을 돌파하였다.2)
이 같은 양적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협력
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
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을 모색하면서, 2008년 양국 관
계의 발전의 지향점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면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전략적 협력이란 양자 차
원의 국익 실현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 등 지역 질서의 발전과 장기적 공
영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서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동방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 등과 조우하면서 이
같은 전략 협력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키우곤 했지만, 결국 양국은 동북아 지
역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러시아 정책을 포함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방 파트너와의 관계가 가지는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 관계를 북한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강화하면서 차차 대북 효과를 모색하기
보다 대러 관계를 대북 정책에 섣불리 종속시킴으로써 ‘북한 환원주의의
덫’3)에 걸려 번번이 대러 정책이 좌초되는 오류를 반복하여 왔다. 이번 문재
인 정부도 시작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듯했지만 결국 동일한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보인다.
2) 외교부 유라시아과,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 6. 17).
3) Sh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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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러관계 전개 과정
구분

시기

국교 수립 및 1990.9.30
관계 정상화
~
1995
시기

양국 관계
조정 시기

1996
~
1998

공식적
관계 규정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a constructive
and mutually
complementary
partnership)

주요 정상회담

· 국교 수립과 대러 차관공여
노태우-고르바초프(모)
· 「한·러 기본관계 조약」(1992)
노태우-옐친(서울)
· 급속한 과열과 불협화음
김영삼-옐친(모)
· 모스크바 공동선언(1994)

무(無)

(1994.6.)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
발전 시기

1999
~
2002

2003
~
2008

상기 관계의
지속·강화
(1999.5.)

특기 사항

김대중-옐친(모)
김대중-푸틴(뉴욕)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
노무현-푸틴(모)
(a comprehensive
노무현-푸틴(부산)
partnership based
on mutual trust)

· 4자회담과 급속한 냉각(1996)
·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발족 및 정례화(1997)
· 양국 경제위기(1997/1998)
· 외교관 맞추방 사건(1998.7.)
· 5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
· 한·러 수교 10주년
· 러시아 남북한 등거리외교

· 6자회담에 러시아 참여
· 6차례의 정상회담 및 만남
·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수립 (2005.11.)

(2004.9.)

미래지향적인 2008. 9.
전략적 협력
~
2015
추진 시기

· 3~4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이명박-메드베데프(모)
데 합의
“전략적 (협력) 박근혜-푸틴(서울)
· 한러대화(KRD) 출범
동반자 관계” 박근혜-푸틴(블라디)
· 2013 정상회담 공동성명(35개항)
(a strategic
· 2016년 극동개발 로드맵
cooperative
partnership)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색

2016
~
현재

(2008.9.)

문재인-푸틴(함부르크) · 2017년 문대통형 동방경제포럼
문재인-푸틴(블라디)
연설 ‘5개 협력의 틀’과 ‘9개의
문재인-푸틴(모)
다리 전략’ 마련

출처: 신범식 외 (2015): 114쪽의 <표 1>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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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를 통해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
적 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상호 인식하게 된 당사국들이 그 협력의 내
용을 지속적으로 채워가면서 구성되는 관계인데, 이 전략적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첫째, 전략적 소통, 둘째, 전략의 조율, 셋째, 공통의 전략
적 결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 협력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러관계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전략적 소통과 조율
그리고 전략적 기획의 모든 면에서 아직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단계에 도달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4) 따라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전략협력이
라는 관계의 형식을 채워갈 협력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Ⅲ. 한･러관계 발전의 장애요인
한･러 간 전략 협력이란 형식의 내용을 채우는 과제와는 별개로 양자관계
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재된 제약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 많은 연구자들이 수
없이 지적해 온 것처럼 한･러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의 구조에서 유사한 지정학적 전략지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관계
발전의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협력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거의 무력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양국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의 문제이다. 상대에 대한 인식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서로에 대한 인식은 냉전
시기에 경험한 관계의 단절과 적대적 이미지의 유산 때문에 매우 비균질적이
며 현실적이지 못하여 양국 간 오해와 갈등으로 불거지곤 해 왔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미 의존적 외교의 한계를 양국 안보관계의 증진에 가
4) 신범식 외,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외대출판부, 2015): 123-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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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제약 속에서도 러시아와
한국은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 에너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진행
되는 협력을 자연스럽게 안보적 영향력을 가진 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중･장
기적 전략의 모색도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의 국가 규모나 경제규모가 러시아의 아시아 파트너로
서 가지는 한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을 주변국, 즉 일본
이나 중국의 대러 협력을 유도하는 자극제 정도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인식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은 러
시아와 한국 사이에만 존재하는 협력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
다. 이는 한국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한국이 러시아
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활용하고, 이를 지역정치 전환의 계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둘러싼 양국 협력에 대해 러시아와의 진
솔한 대화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 인식은 말에 비해 행동이 따르지 않
는 나라라는 생각이다. 과거에 수많은 공동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지만, 성취
된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
설된 현대자동차 공장의 직접투자는 러시아 측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성
공사례로 들 만하다. 가스관 연결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과 같은 남･북･
러 3각 경협 사업은 이런 부정적 인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
를 지닌 사업이지만, 이는 북한 요인으로 인하여 추진되기 쉽지 않은 사업으
로 드러났다.
한국 측 대러 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전반적 대외정책 지평에서 러
시아가 차지하는 너무 낮은 존재감이다. 물론 러시아가 주변 주요국들 중 가
장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한
국의 외교정책 지평에서 러시아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탐구의 노력은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인식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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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러시아 자체가 무시되면서 러시아 관련 의제들은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허다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적 가치를 적
극적으로 탐구하고 실현해 보려는 노력은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외교안보 부처 내 러시아 관련 조직의 보완 및 인
사의 충원이 필요하다.
냉전의 유산과 체제전환기 러시아에 대한 경험은 한국 정책결정자들에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러시아의 외교적 행태를 해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미국과 서방
의 인식 틀에서 러시아를 해석하는 것을 답습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가지고 있
는 협력의 여지와 가능성을 가려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러시아의 자
의적 외교기준 등에 대한 비판의식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뢰는 꾸준한 대화와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그리고 성공사례들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한 수준에서 러･중 전략적 협력의 축에 러･북 협력의 축이 결
합되면서 과거 냉전시기 존재했던 북방 삼각협력의 구도가 부활할 수도 있다
는 전망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잠재적 적대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러
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이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가능성과 대북 영향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며, 러시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반 위에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실용적 태도들이 증대되고 있음은 그나
마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양국 사이에 나타나는 인식 상의 문제의 대표적 원인은 결국 넓은
의미의 전략적 소통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양국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지향이 부재하고, 다음,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 지평의 범위와 그 수준
이 상이하며, 또한, 신뢰가 쌓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성공사례들의 축적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 간 상호인식의 수준이 절
대적 및 상대적 수준에서 낮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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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해 양국은 상대국 외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
축하고,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위한 대화채널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
고, 양국관계 증진과정을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수준의 교류를 확
대해 나가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국제정치적 구조가 가져오는 제약 요인이다.
가령, 한･미 동맹의 축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들이 러시아의 한반도 내지 동북
아에서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 측면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아･태전략에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전략적 행위자로서
의 입지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구도 속에서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는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조율이 여의치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ABM 조약 폐기를 둘러싼 러･미 간 갈등에 한국이 곤
란을 당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양자관계, 지역정치, 국제정치에 따른 인
식의 수준이 양국 간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
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전략을 좀 더 다차원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조성되고 있는 국제적 긴장 국면에서 한국 대러
협력 사업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재를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 및 발전시켜 가고 있는 미국과 유
럽의 기업들의 항태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떤 수준과 영역보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 협력이 가지는 의의
는 한반도와 관련된 지역정치에서 찾아질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에서 영
향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고리는 러･북관계의 개선으로 가능하다. 푸틴 대통
령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러･북관계는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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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의 중요한 채널이다. 일견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카드
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과 미사일 개발 시도로 인하여 러시아의 대북 사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심 러시아는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을 희구
하며, 북한을 둘러싼 큰 충돌이 없을 경우 양국 간 협력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하여 온 경제적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러시아에게 대북관계의
유지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생길 수 있는 북한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태에 대한 보험이며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의 이해 당사
자 위상을 지지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1990년대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
한 탈링크 정책은 러시아 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
었다.5) 북한은 지역정치 수준에서 러시아에게 기회이자 숙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러관계가 녹녹한 것은 아니다. 한･러관계는 기대만큼 충분한
성과가 나지 않았다. 양국 모두 불만이 있다. 한･러관계의 평가는 ‘양비론’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6) 양국관계 초기에 ‘안보’와 ‘경협’ 중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 한국의 대미 중시의 외교로 인한 대러 협력의 한계,
러시아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부정적 인식의 영향, 정책 일관성이나 약속된
사항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실천, 러시아의 시장질서의 발전단계 상 한계, 미･
러 갈등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가지는 제약성, 북한 및 북핵에
대한 한･러 간 인식 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양국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으
로 작용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러관계는 세계 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구도
의 측면에서 한･미, 한･중, 한･일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가진

5) 신범식,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지역 세력망구도 변화와 러시아의 가능성 및 한계』,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2014년 8월): 10쪽.
6) 서동주, 이상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러시아연구』 제
28권. 2호 (201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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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책적 구도이다. 그렇지만 한･러관계는 주변국 관계 보다 한반도 통일
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호혜적인 실질협력의 중
심축이 될 높은 가능성을 가진다. 동북아 지역정치의 변동 방향에 따라서는
한･러 협력은 동북아 지역정치에서 협력 모티브를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의 높
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재균형’ 그리고 ‘자유롭고 개
방된 인·태(FOIP)’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본
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맞물린 동아시아 질서 재편
에 대응하여, 푸틴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창설하고 동시에 극동시
베리아 개발에 힘을 쏟는 ‘신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블
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2019년까지 5차례나 개최하였다.
푸틴 정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극동·시베리
아 개발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와 남･북･러 3각 경협 등과 같은 실질협력
을 강화하고, 6자회담 내지 지역적 안보대화 구도를 통한 북핵 및 한반도문
제 해결을 주장하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기회주의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의 기조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약진을 모색하는 러시아는 한국에는 도전
이면서 기회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정치 환경 하
에서 한･러관계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은 긍정적 방향으로나 부정적 방향으
로 모두 가능한 창이 열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 통
일, 북한 급변사태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하여 중간자, 브로커 등의
역할을 견지하려 함으로써 한국에 전적으로 우호적인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
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대러 제재 동참 및 대일 관계 개선 그
리고 미사일방어체제 가입 등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
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가입할 가능성에 대
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7)은 한･러관계가 지역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7) John Power, “Russia: Korean THAAD Deployment Is a Security Threat,” The Diplomat, (April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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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동북아 지역정치의 구조적 환경
의 변화는 한･러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
동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역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과 연동하여 풀어낼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향후 러시아
에게 던져질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자산이 될 수 있는가”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는 상황
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은 기존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미･
일･호･인도로 연결되는 쿼드 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러･중 협력의 고리를 어떻게 이완시킬 것인가를 고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과 관련해 미국에게는 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로
서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부분적으로 러시아와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회복
하거나, 러시아와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추진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결국 미국이 러시아
와의 전략적 상호작용 및 협력의 카드를 제시할 경우 러시아는 이에 호응하
여 동북아 지역정치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에 집중할 가능
성은 여전히 높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인정이 자신의 역내 전략적 가치
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심 기다리고 있거나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시
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키신저는 러시아를 대중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는 한･러관계
변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성패는 역
설적으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못지않게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의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현존하는 서방의 압력과 가능한 중국의 압력에
동시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기회주의적이
면서 동시에 미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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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러 전략적 협력 발전의 전망과 정책 제언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 요구하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 자율성의 공
간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다면적으로 모색해 왔다. 탈냉전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조건 하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한반도
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의 전략적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전통적 영
향권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요구는 러시아 역내 영향력의 축소는 물
론 중국의 하급 파트너로 전락할 위험성도 내포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경제적 서진 전략에 편승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향력 강화를 통한 균형화 전략에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러시아는 우리 외교에 대하여 어떤 가능성
과 도전이 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정책적 지향으로 한국이 유의해야 할 점
은 무엇인가?
첫째, 북핵 및 미사일 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활용하여 북한
문제를 풀려하기보다 현 조건에서 양국이 양자 수준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실
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하고 실천하는데 대한 우선적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물
론 북한 문제가 개선되면 남･북･러 3각협력을 비롯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상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있겠지만, 현 북핵 및 북한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 국면에서는 한･러 양자관계에 좀 더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환원주의’라는 블랙홀의 흡인력에 의해 한･러관계 발전
의 잠재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러 간에 창조적 전략협력을 위해 양국은 긴밀한 논의 구조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한･러 경제관계 발전의 동력을 현실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외교이다. 한동안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
지 못했으며, 현 정부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
상 수준에서 북핵 문제 등과 같은 다른 국제적 변수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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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양국이 직접 제어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실질적 협력의 진전을 통한 양자관계의 강화를 바탕으로 소
다자 협력을 추진해 가는 수순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대러시아 교섭 및 논의의 창구를 정비·확대해 나갈 필요 있다. 현재
외교부를 통한 대러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더하여
1.5/2,0트랙 전략대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러
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러시아의 전략
문제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현대발전연구원(Institute
for Modern Development), RIAC(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스콜코보재단(Skolkovo Foundation) 등 러시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와
정례적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다이 클럽, 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 야로슬라블 포럼 등 러시아의 주요 정책 포럼에 한국 측이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러시아 유력 인사들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러시
아의 건설적 기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추진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선(先)핵폐
기 후(後)관계강화를 추진하는 옵션이 우선 선호되지만, 현재와 같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동결,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세 목표를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소지역협력을 북
한과 연관시켜 유인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한
다면,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이러한 3각협력은 북한의 고립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임
에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러 삼각 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러 직접 협
력의 다양한 토대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적 수순을 고려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의적 협력과 안보 체제의 구축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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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연루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공조체제를 구
축하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넷째,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이다. 사실 신북방경
제협력의 구도는 북한을 우회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
문제와 연루되지 않으면서 중앙유라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의 틈새를
파고드는 접근도 가능하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에 초점을 두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광역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이 그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러 양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경제 협력의 문제와 안보 협력의 문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러 간에 미･중
대결 구도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협력의 지경학적 협력 구도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다섯째, 동북아 내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을 활성화하는 협력의 추
진이다. 그동안 소다자주의는 한･미･일 사이의 안보 협력이나 한･중･일 사이
의 경제·사회적 협력 등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서 소다자의 효용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남･북･러 삼각 협력 및 GTI를 중심으로 하는 소지역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하지만 북핵 국면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연루되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로 한･일･러 삼각
협력의 활성화를 시도해 봄직하다. 한국, 러시아, 일본은 전략경쟁에 몰두하
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유사성을 지닌 중간국(中間國)8)
이다. 중간국들은 양대 강국의 전략적 대립 구도에 따라 편승이나 균형 등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지만, 중간국 연대전략을 통해 지역 정치의 세력균형을
모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8) 중간국이란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위치하여 경쟁하는 두 강대국/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압력 하에 노출
된 지정학적 위치를 지닌 국가로 중견국(middle power)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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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국 외교의 자율성 공간을 확보하는 소다자 협력으로 한･일･러 협력의 가
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과 협력을
위해 북한이 덜 경계하는 지역협력의 구도를 사전에 정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러시
아의 정상과 2016~2017년 연속으로 만나기도 했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향후 이 포럼을 활용해 한･일･러 3자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환동해 협
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한･일･러 소
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한･러관계로 러･일관계를 헤징하는 방식으로 러
시아에 너무 큰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도 3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도를 창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일･러 3각협력의 중심 아젠다를 발굴하
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 같은 한･러 전략 협력을 통하여 소다자주의에 입
각한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동북아에서 창출하는 것은 다가오는 북방항로
의 시대를 지역적 협력을 견인하는 각도에서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으며 미국을 포함한 해양 권역의 대륙과의 융합을 견인하는 단초가 될 수 있
다. 나아가 동방경제포럼은 향후 포괄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관계의 압도적 성격이 동
북아의 중심적 세력구도의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일단 지정학적 중
간국가라고 볼 수 있는 한･러･일 간의 협력을 소다자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
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중･러 협력의 가능성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삼자협력은 중국
의 동북과 러시아의 극동을 연계하는 구도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구도에서 북한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연상된다. 하지만 ‘북한 환원주의’의 덫
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북
방정책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도리어 한･중･러 구도에 일본이 참
여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지역 협력의 구도가 북한과 무관히 잘
진행되고 안정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 구도에 대한 참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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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면 나오는 상황이야말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
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장기적 한･러관계의 발전 지향점을 전망해 보자면,
향후 한국의 대러 외교의 중심적 과제이자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과
거의 진영논리와 같이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 형성에 기여하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해 낼 수 있는 지역 협력을 촉진해 나
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양국
간 공유이익을 전략협력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양자,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
서 내실화시켜 나가는 과제로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남방 및 북
방 3각 협력 진영의 형성 및 고착화를 방지하고, 소위 한, 일, 러 등과 같은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중간국 연대를 통해 역내 안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의 완화 그리고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전략적 연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지향의 기초도 역시 미･러관계의 개선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미･러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동안 러시아 외교의
제약으로 작용해 온 러시아의 대미 및 대서방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
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설적 기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틀을 미･중
및 일･중 간의 대립 및 그와 관련된 의제로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협력적으로 부각하는 한･러 전략협력의 지향
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의 의제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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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마오쩌둥 모방은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상모
(전 주니가타총영사)

Ⅰ. 서론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국내적으로 자
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공세
적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내에서 그의 권력집중 강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의 마오쩌둥(毛澤東)의 모방에서 나오는 것
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모방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서, 공산주의
이념의 강조, 자신의 권력집중 강화, 강경한 대외정책이다. 특히,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오
쩌둥과 공통점이 있다.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모방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9년 중
국 공산당정권 설립 이후 마오쩌둥 시대(1949~1976년)와 덩샤오핑 시대
(1978~2012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1) 마오쩌둥 시대는 소위 ‘신중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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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마오쩌둥식의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시기였고, 덩샤오핑 시대는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 시기였다. ‘신중국’ 설립 이후, 공산당정권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의 지도이념과 정책을 통해 통치하여 왔다. 즉,
마오의 ‘이념과 열정’ 대 덩의 ‘실용주의와 신중함’의 순환이었다. 마오와 덩
은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든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방법은 달랐다. 두 지도자의 스타일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서 순
환을 보여 왔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공산당정권의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시진핑은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비교하
고,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본 후, 중국이 맞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Ⅱ. 마오쩌둥과 덩샤우핑의 비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이다. 마오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열정으로 중국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덩은 실용주의와 신중함으로 중국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마오와 덩은 사람들과의 면담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오는 사람을
대할 때 철학적 글과 우화나 비유로 돌려 말했으나, 덩은 인사말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이 곧장 업무에 임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현대 중국연구가인 아마코 사토시(天兒慧)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반역자
(反逆者)와 역경자(逆境者)’, ‘꿈과 현실’로 대비시킨 적이 있다. 그리고 문화
혁명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대 맥파쿼(Roderick MacFarquhar)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분류법에 의하면, 마오는 투사형이며 덩은 관리자형에
속한다.
1) 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했으나, 그의 후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그의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이 시기를 덩
샤오핑 시대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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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는 ‘영원한 혁명’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중국이 영원한 위기에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중국의 유산을 폭력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중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였다. 마오는 유교의 질서로 인해 중국이 약해졌으며, 유
교의 조화는 예속의 한 형식이라고 보았다. 발전은 모순의 힘들이 상호 대립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모순이 자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산당
은 대변란이 영원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오는
일련의 모순을 만들었다. 1956년 백화제방운동을 시작하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으며, 1966년 문화대혁명을 만들었다. 마오가 자신의 계속적
인 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중국인들의 ‘인내’를 염
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오는 대중의 혁명적 열기를 동원하고 군
중노선과 자력갱생 사상을 확산시켰다.
마오쩌둥의 중국을 모르면, 덩샤오핑의 업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덩
은 광범위한 개혁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안정과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오는 중국을 박살냈고, 덩은 그 부스러기들을 모
아서 근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덩은 중국인의 인내가 아닌 개인의 창
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화를 추진했다. 마오는 끝없는 투쟁을 옹호했으
나, 덩은 용감하게 ‘질서와 프로페셔널리즘과 효율’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했다. 덩이 개혁개방이라고 이
름 붙인 것은 경제적 노력일 뿐 아니라 영적인 운동이었다. 덩도 ‘영원한 혁
명’이라는 비전을 추구했으나, 이는 마오의 ‘이념적 행복’이 아니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한 전혀 다른 종류의 지속적 혁명이었다.
유려한 수사를 구가하는 포장술 이면에 포악한 결정과 실행을 서슴지 않
았던 마오의 다양하고 독특한 캐릭터는 그의 소탈한 듯 두터운 얼굴처럼 속
을 알기 어렵고, 이와 대비되는 조금은 건조하고 자금자금한 용모의 덩에게
서는 그의 실용주의만큼이나 허영이 안 보인다.
둘째, 통치형태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마오는 대장정에서부터 국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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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는 1949년까지 전략적 판단이 정확했다. 하지만 1949년 이후 그의 판
단은 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토의되었고, 지도자들 간의 정책토론은
룰이 깨지고 다른 지도자들은 그의 의견만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공산당
내에서 그의 지위는 제국의 황제와 같았다. 그는 1949년 이후 자신의 오만에
빠져서 중국의 현실 상황을 완전히 무시했다. 백화제방운동, 대약진운동, 문
화대혁명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대량의 인명피해와 부작용
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정치적인 적들을 다루는데 있어 무자비하게 대했
다. 그의 존재가 너무 강해서, 그의 생전에 후계자 승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사망했다.
덩은 마오와 같은 독재자가 출현하여 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을 막기 위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한 ‘집단지도체제’를 제도화하
고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다. 덩은 비록 권위적인 정책수행을 주
장했지만, 개인적 숭배를 포기하고 질서정연한 승계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고립을 느끼고 있던 덩은 당원들에게 냉엄한 경고
의 말을 전하고 자신이 오래 계획했던 은퇴를 실행했다. 덩은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고 일체의 경칭을 거절했다. 근대에 들어와 그렇게 행동한 최초의
중국 지도자였으며, 1997년 사망 시에는 이미 은둔자가 되어 있었다.
셋째,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마오는 2개의 핵강대국이 있는 세
계에서 중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집요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냉전
의 지정학적인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행동했다. 상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하였다. 마오는 양
강대국과 대립하였으며, 두 강대국에게 지원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미국과 소
련에 동시에 도전하여 그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공포감을 이용했다. 중국
은 미국과는 적대적에서 거의 동맹의 단계에 까지 갔고 소련과는 반대의 방
향으로 갔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이 결국에는 소련으로부터 이탈하여
냉전의 ‘이기는’ 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방의 외교관들은 수십 년
간의 대동란을 겪은 중국이 강대국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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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는 약하게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타협 대신 도전을 선택하고 서방국가
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마오는 이념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의 객관적 영향력을
믿었고, 두 강대국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강대국
에 대해 심리적인 대등함을 실현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
국과의 교류 대신에 ‘자력갱생’에 의지했다.
하지만 덩은 외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겸손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했
다. 이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었다. 덩은 1978년과 1979년에 일본과 미국을 각각 방문하여, 중국의 ‘후진
성’을 인정하고 선진국가로부터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놓는 국정운영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서, 중국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후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
다. 또한, 서양에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자, 그는 “강대국이 될 때까지 자신
의 힘을 감추어라”는 소위 ‘도광양회’의 실용외교를 추진했다. 1997년 주룽
지 총리는 “중국이 바깥세상과 이처럼 빈번하게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했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오가 사망한 후 덩의 실용적인 정책에 의해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했
고, 마오가 사망한지 40여 년이 지난 후에, 마오의 후계자들은 점점 부강한
사회를 공자로 묘사하고 있다. 2011년 공자상이 마오의 기념관이 보이는 천
안문광장에 세워졌으며, 공자는 마오 이외에 유일하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Ⅲ.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공통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오의 이념과 열정은 중국을 파탄으로 이끌었고,
덩의 실용주의는 중국을 발전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덩의 실용
주의는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의해 지속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은 마오의
이념과 열정으로 되돌아가려는 듯 보인다. 이는 미래의 중국에게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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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공통점을 보기로 하자.
첫째, 이념과 비전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2050년까지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여 ‘세계의 선두에 서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마오가 당초 언급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
들겠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시진핑은 “초심(初心)을 잃지 말자”고 반
복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마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중국의 성취는 공산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건설한 것에 있으며,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이 추진하는 것은 ‘국진민
퇴(國進民退)’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주의의 근간은 공유경제이며
공유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국유기업이란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
개혁의 후퇴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의 주요모순을 덩샤오핑의 ‘빈곤 타
파’에서 ‘격차 해소’로 바꾸었다. 이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공동부유(共
富)’라는 사회주의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치형태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
하고 권력 집중을 강화시켜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힘을 갖게 되었다. ‘위대한
영수 마오쩌둥’을 연상시키는 ‘인민의 영수 시진핑’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헌법의 국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무
장경찰 지휘권도 차지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라는 표현을 당장에 명기
하여 자신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중국 내에서도 비판을 부를 정도의 개인숭배 조짐이 나타나고 언론
통제와 검열이 강화되었다. 시진핑은 부패청산을 이유로 정적들을 대규모로
제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선진 기술이 일반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
라 소수 권력자의 대중 통제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독
재’로 불리고 있다. 시진핑의 지도력 구사는 거대한 사회통제이다.
셋째, 대외정책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를 뒤로 하고 공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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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교행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리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주저 없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민족주
의를 고취시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강한 중국, 강한 군사력, 주권 수호의
의지를 천명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다. 이
는 미국의 강력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
정함에 따라 미･중관계는 파국을 맞고 있다. 최근 미국이 전략적 경쟁의 일환
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터 제외시키려는 소위 ‘decoupling’을 추
진함에 따라, 시진핑은 대미 항쟁 수단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외치면서
과거 마오쩌둥의 ‘자력갱생’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에는 대외
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한 국내정책에 종속되어 있었다.

Ⅳ.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차이점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행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
다. 첫째,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카리스마가 없다. 시진핑은 소위 ‘태자당’의
인물로서, 당초 총서기가 된 것은 중국 내 정치파벌인 태자당과 상해파의 타
협의 산물이었다. 마오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직접 만들었고, 시는 시대의
산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둘째, 마오쩌둥은 좋은 의미이던 나쁜 의미이던 일종의 천재이자 모략가
였다. 그는 전략가, 정치인, 사상가, 시인이었다. 그는 중국의 고전과 역사에
능통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마오와 같은 비범함이 아니다. 그는 청년 시절 문
화대혁명을 맞아 8년에 걸쳐 농촌으로 하방되어, 농민들과 인고의 시절을 함
께 보냈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18년 동안 푸졘성에서 근무, 저
장성과 상하이에서 간부를 역임했다. 하지만 그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철저한 중국 중심의 인물이라는 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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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셋째, 마오는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전략적 마인드
를 갖고,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알고 있었다. 마오는 소련과 미국에 대해 적대
와 우호를 바꿔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강경일변도이다.
표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온건한 인상을 유지하지만 대외적으로 그의 정
책은 강경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다. 특히, 그는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강력한 대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공
세적 외교는 ‘충동적인’ 일대일로정책에서 나타난다.
넷째, 마오쩌둥의 시대와 시진핑의 시대 배경이 다르다. 마오의 시대는 냉
전시기로서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어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
쟁자’가 되어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체제
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통신혁명으로 인해 세계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대중을 통제하는 독재체제는 시대착오적이며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의 비전은 불확실하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주장하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국을 원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하
다. 마오쩌둥의 비전은 ‘영원한 혁명’을 통해 중국을 ‘대동(大同)’이라는 이상
사회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체제를 모두 해체하려고 했다. 그렇
다면 시진핑의 비전은 강대한 중국을 만드는 것 이외에 유교를 반대하고 기
존체제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시진핑은 투사인가 관리자인가?

Ⅴ. 결론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와 신중함과 결별하고 있다. 그리고 마오쩌
둥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표면적으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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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 보이나,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마오쩌둥은 원리주의자로 보이나
전략적 유연성이 있었지만 시진핑은 유연한 전략보다는 ‘경직성’이 지배한
다. 그 결과 중국을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자신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
지 못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통치 엘리트는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무
리수를 묵인하고 있는가? 열쇠는 중국이 겉으로 보여준 자신감 뒤에 숨어있
는 통치 엘리트의 위기의식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가 붕괴할 수 있
다는 두려움을 공유한다. 현재 중국 공산당정권은 경제성장 둔화, 대중 소요,
권력 투쟁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통치 엘리트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다. 자신감보다는 불안감, 방어적 본능이 반영된 결과였다.2)
현재 경제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이 초래한 중국 내의 경직성과 긴장은
시진핑의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확고하게 보이나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취약
성과 불안함에 기인한다. 시진핑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경직성, 국내 정치적 반대자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무리한 일대일로사업과 같은 외교정책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체제의 경
직성에 구속되어 정책적 실수를 수정할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 시진핑을 중
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는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어냈고 당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했다. 시진핑 하에서는 정책 실수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독재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그가 가진 무결점의
이미지를 손상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독재자 통치의 장점은 어려운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능력이다. 하지만 단점은 값비싼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합의에 기초한 정책결정
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나, 급진적이고 위험한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것을

2) 손인주, “‘두려움의 정치: 공산당 위기감이 권력집중 불렀다,” 차이나 인사이트, 『중앙일보』, 202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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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준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중국인들은 마오의 종신집권이 개인독재
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으며,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역사의 퇴
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변 학자들은 중국이 당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
해서는 ‘공산당의 영도’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강하고 응집력 있는 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시진핑 독재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정부가 조기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초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
는, 시진핑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독재자는 이러한 위기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시진핑은 자신이 선택한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 및 대외적으로 큰
저항과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취약한 시진핑에게 남아 있는 바람직한
선택은 변화를 통해 집단지도체제, 경제적 개혁, 신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
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제라도 정책 변경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인과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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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칩거를 깨고 돌연 나타난 의도는 무엇인가?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한국의 과제

■ 외교광장

김정은이 칩거를 깨고 돌연 나타난
의도는 무엇인가?*
강근택
(전 남북회담 대표, 전 주우크라이나대사)
3)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참배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
하지 않자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4월
21일 CNN의 김정은 중태설 보도로 북한은 전 세계적 뉴스의 초점이 되어
왔다. 김정은에 대한 건강상태 논의를 넘어 김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 비화하기까지 하였다. 김의 건강상태가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권력승계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보도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일 세
상을 놀라게 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오
랜 칩거를 깨고 깜짝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 가라앉게 되었으나 몇 가지 근본적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의문은 북한은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에 왜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해 왔을까? 두 번째는 김정은이 오랜 칩거를 깨고 깜짝
모습을 드러낸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무릇 국가 최고지도자의 유고
사태와 다름없는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에 북한당국이 침묵으로 대응해 왔다
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 이에 합당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
* 본고는 당 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0-9> 게재, 발표 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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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순리로 생각된다.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부진으로 인해 국제적 제
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
아에 대한 국경봉쇄 조치로 무역액은 격감되고 장마당 가격은 치솟아 주민생
활은 피폐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군인들에 대한 배급마저 1/3로 줄
어들었다고 하니 매우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
황 하에서 김정은에게는 체제결속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
을 것이다.
이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지난 수개월간 단행되어온 당과 군의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이었다. 당에서는 정치국 위원 17명 중 11명과 중앙군사 위원
11명 중 7명이, 군부에서는 대남공작 총책인 정찰총국장과 김정은의 경호실
장격인 호위사령관이 새 인물로 교체되었다. 금번 인사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있는 인물의 기용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처럼 북한으로
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제결속이 요구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무
엇이었느냐는 의문도 체제결속 문제와 연관시켜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북관계를 살펴보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눈에 거슬리고 신
경이 쓰이는 대상은 남쪽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의 존재일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통치영역 밖에 놓여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이기도 하다. 최
근 우리 총선에서 태구민(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지역구 의원으로 그
리고 백악관에 초대되었던 지성호 북한 인권활동가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각
각 당선 되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국회진출은 북한주민들
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의 체제결속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더불어 탈북자들에 의해 운영
되는 유튜브 방송의 증가와 이들의 왕성한 활동도 북한에게는 체제위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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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두 국회 당선자의 대북파급력을 차단하고 탈북 유튜버
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신변이상
설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측은 탈북자 유튜버들이며 태구민과
지성호 두 당선자는 김의 건강상태와 후계구도 문제에 확신에 찬 자기주장을
거침없이 피력해 왔다. 그 결과, 김정은의 깜짝 등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기세가 꺾인 측은 두 당선자와 탈북자 유튜버들이다. 두 당선자는 결국 자신
들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였으며 앞으로 국회활동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
(정보위 배치배제 등)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한
목표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체제결속 문제와 관련 김정은의 또 하나 관심사는 제2인자의 출현을 경계
하는 일일 것이다.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체재 하에서는 제2인자 또는 권력실
세는 용납되지 않는다. 비록 권력의 제2인자적 위치에 있는 자라도 세간에
권력실세로 회자되기를 기피한다. 왜냐하면 북한 공안당국의 주 감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 처신하는 경우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
번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기화로 누가 유력한 권력승계자가 될 것인지 많은
추측이 나돌았고 김의 여동생인 김여정보다는 최룡해와 김평일이 유력한 인
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이 세계 유수의 언론들에 주목을 받
게 된 것은 본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
며 미리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본다. 앞으로 두 사람 공히 공안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보다 더 근신, 자중하지 않
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서는 소위 북한식 언론 길들이기 수법이 구사된
것으로 감지된다. 이는 북한에 적대적인 언론에 대해 이들의 신뢰성을 떨어
뜨림으로써 공신력에 타격을 입히는 수법이다. 이런 수법은 과거 김일성의
잠행 시에도 구사된 수법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서방언론들의 대북관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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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악의적이고 선동
적인 보도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응징할 이렇다 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으나 모처럼 응징과 보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NN을 비
롯한 세계유수의 언론들이 북한의 카운터펀치를 맞고 신뢰성이 추락되면서
공신력에 금이 가게 된 것이다. 향후 서방언론들은 대북관계 보도에 보다 신
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북한이 노린 또 하나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
각된다.
북한이 애당초부터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기획하여 이런 일들을 도모하
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변이상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에 관한
추측과 풍문이 무성해지자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표를 갖고 상황을 적절히 주
도해 온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 그가 또 어떤 카드
를 꺼내들고 나올지 불안스럽다. 더욱이 북한군 정찰총국장의 교체는 대남공
작 역량강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향후 북한의 각
종대남 공세와 공작이 보다 더 정교해질 것임에 비추어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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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한국의 과제*
조원호
(전 주가봉대사, 전 KOICA 이사)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 자율화가 억제되고 정부 역할의 강화가 필요해졌다.
또 하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다. 냉전체제 해체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가 다극 체제로 변모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EU,
중국, 신흥공업국들도 세계경제질서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아울러, IMF를
중심으로한 브레튼우즈체제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체계가 개
별국가 단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가치사슬로 서로 맞물린
(interlocking) 구조로 인하여 국가단위의 거시경제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대국들은 신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애국주의’가 대표적 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 본고는 당 협회 온라인 발간지 <외교광장 20-7>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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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족주의는 시장 근본주의 내지 탈민족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WTO, EU같은 국제기구
가 국가권한을 제약하고, 엘리트들이 자국민의 복지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부상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민족
주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민족주의의 고전적 의미는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이득
보다는 국가개입에 의한 국력배양에 중점을 둔다. 경제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복지 향상보다는 국력강화가 우선한다. 포지티브섬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
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신민족주의에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는
고전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복지를 고려하고 국력과 국익을 함께 극대
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서로 맞물린 구조임에 비추어, 경제적 민족주의는 다수의
국가를 연결시키는 가치사슬과 생산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경제
적 민족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정치
외교적 갈등이나 무역분쟁에서 유발된 경제적 민족주의는 글로벌 공급망 무
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작년 역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조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좋은 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물류보안 미비, 지식재산권 침해, 문화차이 등
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미국외교협회 하스 회장 등 국제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신민족주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무역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보호무역주의
내지 자급자족경제의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
라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
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12%까지 치솟았다. 미국, 중국, 일본처
럼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무엇보
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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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무역은 기업조직 활동이 대다수 국
가와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국제분업구조를 말한다. 즉, 제품의 설계,
원자재와 중간재부품 조달, 제조, 유통, 판매활동이 가치사슬로 전체가 연결
되어 행해지는 교역구조다. 글로벌 공급망 무역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60년대 활발해지기 시작한 서유럽국가 간 산업내 무역(intra industry
trade)과 1965년 미국과 캐나다 간 자동차협정이 대표적 예다.1980년대의
전략적 제휴도 유사한 개념이다. 과거 공급망무역의 주요 요인은 국가의 요
소 부존도 보다는 기업의 규모경제, 제품차별화이지만, 오늘날은 가치사슬이
다. 과거 공급망은 주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 간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은 소득 수준과 경제여건이 다른 개도국들이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다. 개도
국들은 투자유치와 기술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선진국은
저임의 노동력과 잠재 시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도국을 가치사슬에 연결시
켰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공급사슬의 60~70% 부가가치가 제조이
외 사슬에서 발생함에 따라 공급망 전체사슬의 관리가 필요해졌다. 즉, 제품
생산 중심에서 부품조달, 제품유통의 중요성으로 인식변화가 생기면서 과거
에는 부분 최적화를 중요시했지만 현재는 전체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과거 개별기업이 중시되던 생태계에서 경쟁력있는 외부기업(nods)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체 생산망을 형성하는 기업환경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특색의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주축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독일과
프랑스를 축으로 폴란드, 체코, 터키가, 한국, 중국, 일본을 축으로 동남아시
아 신흥 공업국 간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급망이 북미공단, 유럽공단,
아시아 공단으로 지리적으로 군집하여 이루어지게 된 주요인은 공급망 무역
이 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 가장 발달된 부문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자와 자동차부
문이다.
미국 테네시주립대학 스리니바산 등 4명의 교수는 2010년부터 약 3년에
걸쳐 55개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잠재력(readiness)을 경제, 정책,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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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 4개 차원에서 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중･일 모두 양호한
(B급) 평가를 받았다. 즉, 이들 3국이 공급망 무역을 강화하면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리경제학자 로드릭 교수가 1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했듯이 한･중･일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
하고 있지만 상호 배타적 민족주의와 역사적 갈등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심
화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임이론에 비유하자면, 이들 3
국은 ‘죄수의 딜레마’에 놓인 상태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공급망 사슬에서 볼 때,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는 최종제품의 완성도와
부가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제조업의 핵심이고 제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최
종재 조립공정수준이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부장은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일본은 가치사슬에서 가장 후방에 위치하고 첨단 소부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첨단제품과 소재,
부품 1,200개 품목 중 894개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270개는
일본이 글로벌 독점력을 갖고 있다. 일본이 공급망을 교란시키면 우리나라
관련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일본의 대외무역
의존도가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폭이 좁고 효과에 한계가 있다.
‘극일’ 같은 구호나 ‘완승’ 같은 자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구축
하고 2025년까지 핵심 소부장을 70%까지 자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재,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중 하나인 5G 네트워크를 생산하는 화웨이 공급
망의 경우 30%만이 자체부품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70%는 미국(32%), 한
국,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나, 홍색 공급망이 완성되면 국제분업구조가 전혀
달리 전개된다. 특히, ‘탈한국’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전방 가치사슬의 상
당부분이 끊기게 된다. 이를 대비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
여 나가야 한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생산공장
이 아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문화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산업경제의 심화
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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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최고 기술 수준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세계산업경제를 이
끌어오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에 힘입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
값싼 노동력이나 원자재 확보 보다는 기술력에 역점을 두고 생산 거점을 미
국으로 복귀(리쇼어링)시키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
으로 생산비용에 맞춘 기존 공급망 무역에서 벗어나면 통상무역의 지형도 변
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서 핵심 소부장을 수입하고 이
를 가공 수출하고 있다. 핵심 소부장의 의존도는 높은 반면 가공 부가가치율
은 낮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하는 딜레마에 있다. 특히, 우리
나라가 경쟁력 있는 범용 제품이나 소재, 부품 같은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중
국이 자립화 내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가치사슬을 고급화시키고 전방
소비시장을 확대시키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 소부장은 부가가
치와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초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축적의 시간과 70년대 비견되
는 전략적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급망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즉, 내적으로 가치사슬의 하방단계에서 창의적
개념설계를 확충하고, 외적으로 하방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근자의 정부정책이나 전반적 국민
인식은 그 반대다. 일본을 배격하고, 미국과 거리두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
치사슬에서 탈피하려는 중국과 운명공동체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의 특
이한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의 공통점은 민족번영과 국가부강이다.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민족주의의 뿌리라는 의미다. 미국 이민자들의 ‘빵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1960년대 개발연대 초기 신생독립국들
이 근대화를 위한 민족주의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국도 당시 시대정신에 맞게 산업화 민족주의를 추구했다. 그리고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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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세계가 주목한 유일한 모범 사례다. 그러나 1970
년대 끝 무렵 산업화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민중(좌파) 민족주의가 20세기 말
통치 담론이 되면서 ‘빵의 역사’가 사라졌다.
민중민족주의는 ‘민족경제론’과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기반을 둔다. 즉,
해방이후 한국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의 연장으로 간주
하고 1970년대 이룩한 산업화 민족주의를 부정한다. 민중민족주의는 민족의
부강보다는 자주를, 자유보다는 평등을 앞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분단 극복을
지향한다.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희구할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특히,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경제의 대외종속
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민족단위의 자립경제 체제를 주장한다. ‘우리민족끼
리’라는 민족지상주의를 선언한 배경이다. 산업화의 주역이면서 산물인 대기
업이 ‘적폐’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근거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우리나라의 주
체성을 우리나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경제학 개척자 마셜은 각국의 독특
한 역사와 문화는 국가경제체제의 유기적 형성 요인으로서 경제발전의 진로
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단절된 역사는 진화의 단절이라는 말이다.
세계경제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소수의 초국적거대 기업의 치열한 독점
적 경쟁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체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최선 경쟁하
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국제 경쟁력
을 갖춘 우리 대기업을 옥죄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다.
대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중소기업이 혁
신적으로 기술개발하고 생산성 향상하도록 즉, 대중소기업이 건전한 경쟁속
에 상생하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역할이다.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경제정책에 한하여 진보와 보수가 없고 좌우가 없이 자국 경제
발전과 기업을 위해 초당적이다. 선진국의 경제발전 역사에 단절이 없는 이
유이다. 선진국은 돈 벌려고 애쓰는 기업이 돈 쓸려고 힘쓰는 정부보다 현명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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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기술국가들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력과 국익을 위해 신민족
주의를 내세우고 세계를 재편성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대 다
국적 기업은 전세계차원에서 공급망 계획과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가치사슬의 외연을 전 세계로 넓히고 최종단계까지 선점
하고 있다. 작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나타났듯이 글로벌 공급망은 자연 생태
계처럼 지속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
이다. ‘민족끼리’라는 편협하고 편 가르기식 민족주의와 ‘운명 공동체’ 같은
원시 부족적 닫힌 민족주의는 국익과 국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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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의 인도 리포트
(조현 저. 공감, 2020, 280쪽)

주유엔대사로 근무 중인 조현 대사가 쓴 『한국
대사의 인도 리포트』라는 책이 지난 5월 초에 나왔
다. 2015년부터 인도에 대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차관으로 발탁
되어 귀국하는 바람에 근 2년 동안만 주재하였으
나, 그 나라에 살면서 탐구하고 경험한 것을 정리한
‘인도 제대로 알기’라 하겠다.
인도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전체를 파악하기
가 쉽지는 않은 나라이다. 코끼리의 나라라 할 수
있는 인도를 만져보고 싶은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관심을 갖는 계기도 천
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석가모니, 시인 타고르, 마하트마 간디 등 인물
을 떠올리고, 또 누구는 갠지스 강가의 화장과 목욕, 타지 마할, 사리를 걸친
여인 등 여행객을 유혹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어떤 이들은 14억의 거대한 인
구와 세계 최대규모의 빈곤층, 카스트 제도 등 생활상을 떠올릴 것이다. 필자
에게는 네루 총리가 1930년대에 3년간의 감옥생활 중 30여 회에 걸쳐 딸 인
디라에게 세계의 역사를 설명한 편지를 묶은 명저 『The glimpses of world
history』가 먼저 떠오른다.
이전에도 여러가지 인도에 관한 책들이 나왔겠지만, 이번에 나온 조 대사
의 인도리포트는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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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특강 시리즈 같은 느낌도
준다. 더욱이 책은 특정 주제들에 대한 논술서가 아니라, 인도의 긴 역사, 문
화와 사회,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 등을 보는 저자의 시각을 기술한 에세이 같
은 성격이라서 읽기에 편하다. 여행 중 비행기에서나, 일상생활 중 틈이 날 때
두어 시간 만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더욱이 깔끔한 사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
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책이 가리키는 핵심
방향은 ‘변화하는 인도’라고 하겠는데, 이를 1장 변모하는 사회, 2장 변화하는
정치, 3장 떠오르는 경제, 4장 발전하는 한･인도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회 부분에서는 카스트와 이의 타파를 위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3억에 이르는 피라밋 밑바닥의 빈곤층, 중국보다는 부족하지만 14억 인구 중
3억까지 늘어난 중산층, 아직 25%가 문맹이면서도 높은 교육열과 고급두뇌,
힌두교와 2억에 이르는 무슬림 인구 및 종교적 다양성, 여성 지위의 개선 등
인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다.
정치 부분에서는 2019년에 9억 명의 유권자 중 6억 명이 투표한 세계 최
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특징, 50여 개 인종과 28개 주를 통합해야 하는
문제, 비동맹의 맹주로부터 21세기의 대국에 이르기까지의 대외관계 등이 다
루어져 있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오랜 숙제로 가진 우리에게 ‘인도는
과거를 묻어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인상 깊다. ‘한국은 왜 일본을 용서
하지 못하는가?’라는 인도인들의 어이없는 질문에 대한 대사의 잘 정리된 명
답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통치 방식, 중남미인들의 스페인에 대한 생각, 최
근 한국에서도 시끄러운 식민지 근대화론 등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한다.
경제 부분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며 19세기까지 중국과 함께 각기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던 대국이 영국의 통치로 몰락하여 2차대전 후
독립 시에는 2%로 전락한 굴곡의 역사, 이어진 수십 년의 냉전시기에는 네루
가문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최빈국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난의 역사,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으로 5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과정과 현 모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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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노력을 설명해 준다.
마지막 장의 발전하는 한･인도 관계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특히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에게 인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서 한가할 틈이 없는 저자가 힘들게 책을
펴낸 뜻이요 메시지라 하겠다.
우리에게는 초등학생 때 2천년 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배를 타고 가
락국에 와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된 로맨틱스토리부터 배우게 되는 나라, ‘거대
한 나라인데 먼 곳에 있고’ ‘문화가 아주 달라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인도, 그
거대한 코끼리를 쉽게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이 책을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권태면 전 주코스타리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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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권세중 저. 도서출판 선인, 2020, 317쪽)

이 책은 북한 관련 이슈 중 난제의 하나로 알려진
북한 에너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출간 직후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저자는 외
교부의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과 북극협력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주미국대사관 총영사로 재임 중인
권세중 외교관이다.
먼저 무엇보다도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할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이런 어려운 주제에 도전하
게 된 저자의 용기와 인내심에 감사를 전하며 이 책
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북한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단편적인 현황 분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하며 그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지
를 예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 인지를 제시 해주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 산업전반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기술해 주고 있다.
제2장은 북한 에너지난이 발생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이 취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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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 정책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의 한계성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준다.
제3장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에너지 분야 협력실태를 분
석하고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협력의 한계성이 노정 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제4장은 ‘지속 가능한 북한에너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서 효과적
인 대북한 에너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이고 상징적 조건은 무엇이
며 이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이 장은 바로 이
책의 결론 부분이며 저자의 정책 제안이 담긴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그리고 북한의 자력
갱생 경제원칙에 수정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협력에는 근본적인 한
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
는 주민의 생활영위를 위한 필수품목이며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에 필
수 불가결한 자원이란 측면에서 긴 호흡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 할 것을 권고
한다. 아울러 저자는 글로벌 변화 추세를 감안하고, 북한의 정책목표와 역량,
그리고 북한의 주도성 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 분야를 신중히 발굴할
것을 충고한다.
이 와 같은 조건에 맞는 협력대상으로 저자는 북한이 현재 역점을 두고 추
진 중인 ‘록색 에네르기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목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글로
벌 추세에 맞는 사업으로 잠재성과 효율성이 높으며 북한의 역량과 수용성을
감안하여 대단위보다는 개별 지역단위의 시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언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업을 통한 대북한 에너지 협력 확대는 지속 가능한 북한
에너지를 위한 미래전략 방향으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북한 에너지 이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터득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이해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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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책은 북한 에너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자료와 통계수치가 부족한 형편임에도 최선을 다한
저자의 노고와 정성이 엿 보이기도 한다.
북한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려는 분들께 읽기를 권해보고 싶은 책이다. (강
근택 편집위원,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242 _ 외교 제134호 2020.7

■ 신간소개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
(박병환 저. 우물이 있는 집, 2020, 392쪽)

금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때맞추어 십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 한･러
관계 증진에 노력해왔던 박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
가 은퇴 후 4년간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한권
의 책으로 내었다. 그동안 한･러관계는 정치적, 경
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
여 왔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 보이듯이 저자는 한･
러관계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러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한･러 양국 간의 다양한 현
안과 상황 인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은 러시아
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체계를 갖지 못하고 서방측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시각
에서 러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와의 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를 우리 외교와 경제발전에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한마디로 저자는 우리는 러시아라는
커다란 자산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책에서 약 40여 개의 소주제를 5개 파트로 나누고 있다. 크게 본다
면, 첫째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문제, 둘째로 한･러관계의 제반 이슈, 그리고
셋째로 한･러관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조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에 대한 인식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아직도 러시아를 중국과 동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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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북･중･러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의 대립의 틀로 보는 우리 인식
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푸틴의 장기집
권과 러시아 정치체제, 크림반도의 통합 문제 등 러시아의 체제와 행동의 근
원을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러시아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한･러관계에서
저자는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여러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던 ‘신북방정책’이
지금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연해주 지방 등 극동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호혜적 관점
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변 4강 중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지정학적 평가를 바탕
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러시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부분의 글들이 언론에 기고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저자의 필체는
간결하며 이해하기가 쉽다. 그동안 외교부 출신 러시아전문가들이 한･러관계
나 한･중앙아시아관계 저서를 출판하여 우리외교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이 책은 단순한 외교적 경험담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한･러관계의 이해와
관계증진을 위한 저자의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한･러관계를 이해하고 정책을 펴려는 사람
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변대호 『외교』지 편집위원장,
전 주크로아티아대사)

244 _ 외교 제134호 2020.7

■ 신간소개

지식인을 위한 한중일 4000년
(백범흠 저. 늘품플러스, 2020, 462쪽)

『중국 중심적 중화질서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007), 『중국: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2010),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2019)에 이
어, 저자는 역사적 시각을 넣어 짚어본 『한중일
4000년』을 새로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주프랑크
푸르트총영사로 있던 2016년 9월~2018년 12월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한 한･중관계 글을 손보고,
또 한국사와 일본사 부분을 보완해 낸 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새벽별(Chorbon, 졸본)’
에 터 잡다”(『신동아』 2016년 11월 호)에서 보듯이, 알타이어로 촐폰, 즉 새
벽별, 금성이라는 뜻을 가진 ‘졸본’이라는 지명이 중앙아시아에도 있음을 알
고 있는 서평자로서는 이 책의 다른 예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저자는 (고)조선보다도 동아시아 역사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부여(扶
餘), 그리고 강릉(江陵), 양양(襄陽), 함양(咸陽), 예천(醴泉) 같은 지명이 쑹화
강(松花江) 유역, 후베이(湖北)성, 싼시(陝西)성에서도 나온다(54쪽)고 밝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漢)의 5만 대군이 공격한 패수(浿水)가 베이징(北京)에
서 1200㎞나 떨어진 청천강이라는 일제(日帝)때부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
하고, 동~서로 흐르는 그 강보다는 오히려 남~북으로 흐르는 롼허(灤河), 다
링허(大凌河), 랴오허(遼河)쪽일 것이고, 왕검성(王儉城)도 그 쪽이 아니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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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8~49쪽)라는 입장을 내는 등에서 꼼꼼히 지명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낙랑군(樂浪郡)도 랴오허(遼河) 유역설, 롼허(灤河) 유역설, 대동강 유역설이
있지만, 낙랑군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국제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서쪽으로 이전해갔다는 교치설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한과 흉노, 조선’(제2장), ‘선비족의 중원제패’, ‘고
구려의 한만(韓滿)통합’(제3장), ‘고구려, 제국의 길을 잃다’(제6장), ‘동아시
아 버전의 세계대전, 고구려-수·당 전쟁’(제7장), ‘몽골제국, 유라시아를 관
통하다’(제12장), ‘동아시아 조공질서 해체’(제19장), ‘일본, 동아시아의 패자
가 되다’(제20장)는 등, 저자가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박사 출신 외교관
으로서 국제정치적 시야를 늘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울루스부카의 아들 이성계, 조선을 개국하다”(『신동아』 2018년 2월호)
에서처럼 이 책에서도 이성계 일자는 만주의 몽골 군벌 테무게 옷치긴 왕가
의 가신(家臣)으로 천호(千戶)장 겸 다루가치 지위를 세습하면서 두만강 유역
일대의 고려인과 여진인을 지배했고, 이성계 고종사촌들이 고려의 북청, 함
흥을 1364년 침공했다(250쪽)는 지적은 현대사에도 투영된다. 즉, 김일성의
북한 정권 장악은 외세의 영향 아래 성장한 지도자가 한반도 정권을 장악했
다는 점에서 몽골 지방군벌 이성계의 조선조 개창과 비슷하다(440쪽)는 지
적이다.
저자는 유라시아의 넓은 공간과 4천년이라는 긴 시간의 씨줄과 날줄로 특
히 한국의 역사적 흐름에 중요한 한･중･일 세 나라의 사건과 흐름을 엮어내
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을 한(漢)족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신장(新疆)과 투
르키스탄, 중국동북부, 몽골지역, 연해주지역에서 중국과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월지(月氏), 흉노(匈奴),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위구르(回
鶻), 티베트(吐藩), 거란(契丹), 여진(女眞), 몽골, 만주(滿洲)를 모두 넣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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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 만큼 저자는 마지막 장, 제24장: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에서
“중국공산당이 신중국 건설을 전후하여 신장-위구르, 티베트를 유혈 점령했
으며 한반도의 6･25전쟁에도 개입하는 등, 전통 중원왕조의 후계자임을 과
시”했음에 주목한다.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한민족과는 달리, 흉노, 저(氐)·
강(羌), 선비(鮮卑), 위구르(回鶻), 거란(契丹), 만주(滿洲)족은 “한족(漢族)에
동화되거나 소멸되고 있다”(443쪽)고 지적한다. 특히 “남･북한과 북간도(北
間島)에 3분된 채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세월 고구려와 발해, 거란(遼), 여진(金), 몽
골(元), 만주(淸)가 만주 일대를 점유하여 한족(漢族)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준 데 있었다”는 입장의 저자는 그 방파제가 없
어진 상황을 염려한다.
또 “황허(黃河) 상류 ‘빈(豳)’의 유목부족 주(周)가 황허 중류 ‘은(殷·河南省
安陽)’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이계(東夷系) 상(商)을 정복·통합함으로써 한족
의 원형(Prototype)인 화하족(華夏族)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한족은 마을
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되어왔
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팽창”이며(444쪽), 그런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의
눈으로 본다. 저자는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은 명나라 전성기와 같
은 “조공질서 구축 꿈꾸는 중국”, “중국이라는 태양 중심으로 돌아간 행성”을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고주몽이 이끌던 졸본 부여인(Chorbon 扶餘
人) 수천 명이 대제국 수(隋)·당(唐)에 맞선 강국 고구려를 세웠다. 인구 100
여 만에 불과한 칭기즈칸의 몽골이 유라시아를 제패했다. 인구 10여 만에 불
과했던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만주를 통합하고 거대한 명나라를 쓰러뜨렸
다. 아시아의 변방 섬나라 일본이 20세기 초 동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 거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저자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과 같이 ‘미
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상유지에만 집착하며,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않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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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게 밝은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458쪽)며 “흔들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체제”에 “중화제국 부흥과 한반도의 위기” 포함 등 “동아시아 기존 질서
의 붕괴”의 상황에서 “독자적 세계관과 경제력, 군사력 갖추”는 “자강(自强)
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을 매듭짓고 있다.
한번은 정독을 하고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게 하는 책이다. (김병호
『외교』지 편집위원, 전 주키르기스스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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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미증유의 세상을 살고 있
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큰 타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주장과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금번 『외교』지(제134호)에
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 변화” 주제로 특집을 기획하고, 정치, 경제,
국제법, 국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특집 구성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변화 전망” “정치사회변동과 각
국의 대응” “비전통안보위협” “세계경제 전망”, “국제협력의 방향과 한국외
교” “국제책임 문제와 국제법” “미･중관계” “한반도” 등을 다루었고, 전문가
들의 주장 요지를 도론을 통해 서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외교부의 실무 대
응과정과 소회를 생생히 기록하여 칼럼으로 기고하여 주신 이태호 외교부 제
2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외교논고로는 “북한 단거리발사체와 국가안보”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
환과정 특징” “NPT 제6조 이행의 국제법적 검토” 주제원고를 게재하고, “코
로나19 대응과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 “한･러수교 30주년과 현주소” “시진
핑의 마오쩌둥 모방은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 금년도 주요 이슈를
외교칼럼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간 <외교광장> 최근 발표 원고
중 2편을 선택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금번 ‘주요 인사 인터뷰’란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안호영 총장님(전 주미
대사)을 초청하여 학교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학문으로서의 ‘북한학’ 그
리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안 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외교』지 편집위원회는 『외교』지가 외교정책 전문지로서 더욱 발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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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독자들의 기고문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기대하며, 앞으로 회원님들의 외교활동 경험담 등 현장소식을 전하는
‘칼럼’도 활성화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고와 참여를 당부드
립니다.

※ 지난 『외교』 제133호(2020.4)에 표기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ㅇ 외교칼럼(서현섭 회원)
p.142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
p.143 (普丁戰爭) 프로이센
ㅇ 신간소개(소진철 회원)
p.165 生野 이쿠노
p.167 간무천황의 생모 다카노 니가사(高野新笠)
무녕왕 -> 무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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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지 구독 안내 『외교』지를 애독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지는 한국외교협회가 주관하여 발간되는 계간지로 1987년 창간된 이
래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 전문가들과 전･현직 외교관들이 주요 국제정세를 분
석 평가하고 외교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을 널리 소개하는 내용으로 학술지와 교양
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국내외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과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외교』지는 학술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제문
제와 외교정책 전문지로 한층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이에 『외교』지가 국제문제 전문
가는 물론 대학 교재로서 활용되고 외교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읽히도
록 다음과 같이 『외교』지 구독 제도를 알려드리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정기구독 희망자는 『외교』지 편집실(☏ 02-585-6475, editorial@kcfr.or.kr)로
성명과 주소를 통보하시고 구독료를 아래구좌로 입금하시면 『외교』지를 보내드립
니다(발송 우편료는 협회가 부담합니다). 『외교』지는 대형서점에서 개별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간 『외교』
개별 구독

장기 구독
(할인 적용)

내역
· 권당 7,000원
교보문고/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가능
· 1년 구독: 20,000원
· 3년 구독: 50,000원
· 5년 구독: 70,000원
· 10년 구독: 100,000원
※ 계좌번호: 792-201122-01-004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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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Short-range Projectiles and National Security
Cho Seong-ryoul
Advisory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fter the no-deal at the U.S.-DPRK summit in Hanoi,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have launched short-range projectiles one after another. The North's
test-firing of a short-range projectiles did not violate the U.S.-DPRK summit
agreement to stop testing ballistic missiles between medium-range and continents
and the Sept.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banning hostile acts along the
border. However,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Sep. 19 Military Agreement aimed
at easing military tensions, and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clearly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rth Korea's four new short-range projectiles have extended their range and
increased their accuracy rate by replacing aging tactical weapons with new ones.
By doing so, the North is building the anti-access area denial(A2AD) capability to
“stand back outside the territory” such as striking major military bases in the
South, blocking the landing of allied forces and blocking the supply. It also aims to
complete a conventional-nuclear combined military strategy by combining
short-range projectiles with intermediate-range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North Korean military recognizes that the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uncertai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optimum military forces’ for national defense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akes place.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regard the short-range projectil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s they are targeting South Korea
directly.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maintain military readiness based on
the South Korea-U.S. joint system, while manag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arms control.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rms control is only Plan B and military deterrence is Plan A.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hanging Policy Lines in Recent Years
Hwang Il-do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Whenever the North Korean regime announces a new strategic line, external
observers tend to look at changes in Pyongyang’s internal message to the North
Korean people via state media, and the reshuffling of the North’s leadership
positions. Conventionally, the level of changes in these two dimensions was highly
consistent with each other, which means when there was a serious change in
messages, the scope and scale of the reshuffle were also enormous and profound.
What’s intriguing in the current picture is that this consistency is not valid any
more,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high ranking officials even after
the drastic shift of policy direction or despite Kim Jong-un’s pungent criticism of
the current situation in his address. His recent focus on changing internal messages
instead of reshuffling senior leaders seems to give him more political options, via
minimizing the influence of bureaucrats and technocra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maximizing his own influence. An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First
Deputy Director Kim Yo-jo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North Korea’s ruling
Workers’ Party has been increasing her influence in the North’s policies. This
could be an indication of Kim Jong-un’s increasing distrust towards bureaucrats,
thus any shake up in diplomatic ranks will likely be of less significance in the
coming years.

An Analysis of Article VI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Is Article VI a pactum de contrahendo? Kim Young-wo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consists of
three pillars, namely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weapons
technology(first pillar), promotion of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second pillar), and the goal of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third pillar).

Despite many attempts by rogue states like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NPT, a universal treaty which has now 191 parties, is considered to
have achieved a relatively successful result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and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s a result, the future task the NPT needs to deal
with will be the achievement of the third pillar, the complete nuclear disarmament.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accurate meaning of the
Article 6 of the NPT which stipulates the goal of the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ogether with the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UN.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under the Article 6,
more specifically, whether the obligation is a ‘pactum de contrahendo(contracting
parties assume legal obligations to conclude future agreements)’ or a ‘pactum de
negotiando (contracting parties assume legal obligations to negotiate future
agreements)’.
To conclude, based on this analysis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arties to the NPT, more specifically, the nuclear states,
carried out their obligations in good faith and furthermore, studies how we achieve
the goal of eventual disarma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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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략지형 읽어보기 (9) 5개의 전략적 고리 / 이동휘 / 2019.11.13.
한반도 전략지형 읽어보기 (8)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미래 / 2019.11.6.
제1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결과와 의미 / 송금영 / 2019.11.1.
평양개최 월드컵 남･북한 예선전 개최방식에 대한 유감 / 황용식 / 2019.10.25.
제7차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도쿄 국제회의 / 김승호 / 2019.10.4.
현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 / 최병구 / 2019.9.16.
한반도 전략지형 읽어보기 (7) 대변환기에 접어든 국제질서 / 이동휘 / 2019.8.20.
식량원조의 효과와 문제점 / 조원호 / 2019.8.16.
한･일분쟁은 ‘법률적 분쟁’으로 끝내야 한다 / 장시정 / 2019.8.5.
한국 고구마가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다 / 송금영 / 2019.7.24.

⋮
⋮
* 상기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cfr.or.kr > 학술연구 > 외교소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