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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18년 초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뿐 아
니라 2019년 6월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동도 이루어지는 등 한반
도 안보정세가 큰 폭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미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역할에도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
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방위적이고 중층적으
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한국의 국가안보의 주축이었던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동시에 동북아 국가들의 기능적
인 협력과 함께 군사안보 협력을 다루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국 국익의 극대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므
로 당당한 추진 명분을 가진 정책이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북한
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 결과로 추진력을 재충전하게 되는 상호작용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한국정부의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구축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 정세 대전환 상황
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구축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제약 요인들과 활용할 수 있는 촉진요인들을
검토한 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은 따로 왕도가 있다기보
다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어느 한 가지 방안을 고집하
기 보다는 6자회담 활용, 평화협정 활용,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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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방안의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서 동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또한 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는 반관반
민 또는 민간기구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는 여러 기구나 회의
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다자협력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아시아지역 다자협력, 한·중·일과 한·미·일 등 다양한 3자 협력,
유라시아 문화·경제공동체, 가치 및 이익 공유국가간 소다자협력 등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최근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입
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함께 종
전선언이 채택되면 남북한간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남북 경협도 진척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간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상호간에 적
대감이 크게 완화되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기능도 가상적국에 대
한 억지, 방어, 공격 목적보다 평화 유지 목적이 강화되어 다자안보에 부
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과 중국의 참여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까지 주한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온데
서 알 수 있듯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가능하다면 유엔사를 존속시키
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엔사 해체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핵
안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평
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 완료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야 체결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완료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
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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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존폐는 당시의 한
반도 주변 안보 정세와 역학 구조, 그리고 향후 전개될 한반도 통일에 주
한미군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검토해 유추해 보
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중립
화 또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을 병행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적극 지향하면서 최소한 통일
후 주한미군의 휴전선 이남 배치와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전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창했듯이 안보 부문에서 다자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을 꾸준히 모색하
면서도 기능적·경제적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지혜롭다. 박근혜 정
부시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능적인 협력만을 별도로 추진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서 교훈을 얻
어 정부는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북 화해
협력과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
핵화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포함한 상응조치를 제공하
는 협상을 통해 유도하며 북·미, 북·일간 관계 개선을 지원해 북한을 외
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포용하고 북핵문제
를 해결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화
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남북 경쟁에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마련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북한을 참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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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도 뜻을 함께 모으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사업을 성공
적으로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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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국가안보 전략
을 운영해왔다. 냉전시대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군사안보 전략이 최우
선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별 문제가 없었다. 또한 1990
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뿐 아
니라 중·일간 갈등 그리고 미·중간 세력경쟁이 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북
아에서는 냉전적 요소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에도
역대 한국정부는 계속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아왔다.
사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을 벌이더라도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억지하려는 목적
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
과 수교했다. 또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에서 진영 논리가 약화되는 한편
다양한 신안보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안보의 모
든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의 동맹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며 러시아와 일본과도 우호관
계를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더해 한국이 강대국 권력정
치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중층적으로 보장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뿐 아니라 환경, 원자력 안전, 테러, 초국경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신안보이슈들에도 적절히 대처하려면 유럽의 OSCE처럼
동북아에도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먼저 다자안보협력은
동맹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기능을 추구한다는 점이 중
요하다.1) 먼저 다자주의는 “세계 및 지역 기구 참여국들간에 공유되는
1)

동맹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자안보협력은 잠재적 위협에 대
비하는 것이며, 대비 수단도 동맹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면 다자안보협력은 협의와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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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행위원칙과 같은 특정한 원칙 하에서 3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간
에 형성된 협력구조”를 지칭한다. 다자안보협력은 “가상의 적을 상정하
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을 모색하며 신뢰구축, 예
방외교 활동을 통해 군사/비군사적 안보위협요인 제거에 주력하는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 논리에 입각해2) “셋 이상의 국가가 다자
주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정책들 간의 조율을 통해 상호 신
뢰를 구축하고 전통적인 안보위협이 분쟁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비전통적
인 안보위협에도 대처하면서 양자 동맹이나 UN과 같은 집단안전보장체
제보다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헌장을 통해 침략행위 전까지는 우적이 구분되지 않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개념이 정착되고, 냉전이 시작되자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우적개념이 분명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개념이 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을 통해 구현됐으며, 1970년대의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1980년대에 핵전쟁 예방을 위해
등장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거쳐 마침내 1990년대 냉전종
식 후 협력안보 개념이 등장해 다자안보협력의 논리가 제공되었다.3) 다
자안보협력의 유용성은 특정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보다는 지역 내의 불
안정 요인들을 제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국들의 공동관심사
를 논의하며 대화의 축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뿐 아니라 군비축소와 군
비통제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4)
특히 2018년 초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재수단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승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과 OSCE 모델의 유용성,” JPI PeaceNet: 2018-7 (제주평화연구원, 2018년 1월 31일).
2)
이신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군사적 방안모색,” 국방정책연구보고서 04-08
(KRIS, 2004년 12월 10일), p. 11.
3)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국제정
치논총』, 제 51집 1호 (2011), pp. 9-10.
4) 이승근,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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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한
반도 안보정세가 큰 폭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
양 방문과 평양 시민들 앞에서의 연설을 포함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나 열렸고,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1년 내에 두 차례나
개최되었으며, 2019년 6월 30일에는 남북·미 3자 정상이 회동하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손 잡고 북한 영토를 밟았으며 한국측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 환담을 가졌다. 한반도 냉전체제가 전환되는
중대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미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동맹
과 미·일동맹,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역할에도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하면서 전방위적이고 중층적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한국
의 국가안보의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동시에 동북아 국가들의 기능적인 협력과 함께 군사안보 협력을 다루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국 국익의 극
대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므로 당당한 추진 명분을 가진 정책이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 결과로 추진력을
재충전하게 되는 상호작용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한국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 정세 대전환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구축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제약 요인들과 활용할 수 있는 촉진요인
들을 검토한 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는 말 

11

Ⅱ. 역대 한국정부의 다자안보협력 구상과 정책
한국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을 주장해 왔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
영을 위한 특별선언’(7‧7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에 상호교류하고 공영
을 추구하자고 발표하고, 세 달 뒤인 10월 1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북
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북한과 미·일·
중·소가 참여하여 미·소 대립 완화, 일·소 영토분쟁 해결, 중·소화해, 남
북한간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5) 또한 한국이 소련 및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의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한 후,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상호이해 및 신뢰중
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력의 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
였다.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담(ASEANPMC)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아-태 광역 차원의 안보대화와는 별도로

5)

이는 한 달전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전아시아 안보회의 개최 제안에 연이은 것이었
다.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 16일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소련은 미국이
아․태지역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의 군
사적 대립 완화를 목표로 해․공군력의 동결, 감축, 활동 통제 등을 논의하는 다국간 협상
을 위하여 전아시아 안보회의 개최를 제창하면서 이의 준비를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 미국, 중국이 이러한 아․태지역의 다자안보 협의체의 창설 문
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군부 지도자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유용함을 강
조했다. M. S. Gorbachev, M. S. Gorbachev: Izbrannye Rechi i Stati (Moskva: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1989), Tom. 6, pp. 560-561. 아울러 고르바
초프는 소련의 평화의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미국이 ABM 조약의 위반사례로 지적해온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방공레이더 기지를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센터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는 한편, 소련이 아․태지역에서 핵무기 증강을 중지한 지 오래되었
고 앞으로도 이를 지킬 것이니 미국을 비롯한 다른 핵보유국들도 이 지역에 더 이상 핵무
기를 비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이 필리핀 기지에서 철수한다면 소련도 베
트남의 캄란만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평화 공세를 펼쳤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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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만의 안보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94년 5월 태
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ARF-SOM: Senior Officials’ Meeting)와 7월의 제1회
ARF를 통해 한승주 외무장관은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6) 그러나 아세안 중심주의에 의존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성
격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어려운데다 우리 정
부가 제안 이후 구체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실을 얻지 못했다.7)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와 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무력불사용, 공작
또는 흡수통일 배격, 평화공존의 세 가지 통일원칙 기조와 주변국들의
지원을 전제로 남북한과 미·중·러·일 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
국 선언’을 추진했다.8) 당시 장쩌민 중국 주석이 이에 동의했고, 일본도
소극적 찬성 의사를 보였는데, 북한이 반대함에 따라 중단기 외교과제로
한·미·중·러·일 5개국 정부차원 대화체 구축을 제안했다.9) 또한 김 대통
령은 한·일(1998.10), 한·중(1998.11), 한·러(1999.5)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관련
국들과의 사전협의 부재, 후속 조치 미비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10)
6)

1994년 7월 25일 방콕에서 개최된 ARF 창설 각료회의에서 한 장관은 “동북아 안보환
경은 냉전의 종료에 따라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한반도의 긴장 등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
고 있다”고 전제하고, ARF와 병존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틀’
로서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창설을 제안하였다.
7) 동북아 평화협력구상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오름, 2014년 2월), p. 92-93.
8) 엄태암,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외교 성과와 평가,” 『차기정부의 동북아 다자외교』,
2017년 세종정책포럼 Special Session II (세종연구소, 2017년 4월 18일), pp. 98-99.
9) 이대우,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성과와 과제 I,” in 이대우 (편) 『동북아플
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세종연구소, 2019년 2월), pp. 21-22. 1998년 2월 김종필 자민
련 명예총재가 장쩌민 국가주석에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친서를 전하면서 구상을
전했다. 이종석,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종정책연구 2011-6 (세종연구소,
2011), p. 33.
10)
동북아 평화협력구상팀, p. 93. 1999년 5월 한․러 정상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과 옐친대
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다자대화는 동북아의 전
Ⅱ. 역대 한국정부의 다자안보협력 구상과 정책 

13

이밖에도 김 대통령은 ASEAN + 3 창설에 기여했고, 1998년 ASEAN
+ 3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 구성을 제안해 추진했
다.11)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기치 하에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평화안보협
력체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다자안보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확
대하고 안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국가안보보
고서에 명시했다.12) 환경·초국경범죄·보건 등 공통의 안보관심사부터
시작해 의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존 다자안보체를 활용해 역내 다자
안보대화를 주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점차 확대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13) 특히 동북아에 대한 비전을 중시하다보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창설되고 후에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대립과 갈등의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라는
새로운 질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14)
그러나 우선적인 현안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회담을 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자안보기구로 확
대개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3년 8월 1차 6자회담 개최를 전
후해 윤영관 외무장관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을 동
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반적인 안보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4자회담
과 공존할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 “한․러 공동성명,”『외교』, 제50호 (1999.7), p. 130.
11)
박인휘, “한국 다자외교의 성과와 평가,” 『차기정부의 동북아 다자외교』, 2017년 세종
정책포럼 Special Session II (세종연구소, 2017년 4월 18일), pp. 104-105.
1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청와대, 2004), p. 55.
13) 엄태암, p. 99.
14) 박인휘,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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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가 한국 뿐 아니라 지역 전체 국가들의
합의로 공론화된 것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부터
였다. 9·19공동성명은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
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고,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
의하였다.” 또한 2006년 2월 6자회담 결과로 도출된 2·13합의는 동북
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창설과 함께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
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상기 실무
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 회의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설립을 위
한 ‘준비회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15)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동
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큰 관심과 열정을 쏟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으며 핵심국가들의 지
지도 확보하지 못해 동북아 시대 구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6)
이명박 정부는 지도자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대통령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사실상 붕괴되었
다고 평가된다.17)
박근혜 정부는 각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의 차
이로 인해 갈등을 벌이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연성 안보협력
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신뢰외교(Trustpolitik)를
동북아지역에 적용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을 제창했다. 원자
력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재난 대응, 사이버협력, 국제 공중보건,
에너지 안보, 환경 문제 등 비전통적인 연성 안보의제(non-traditional
soft security issues)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15)
16)
17)

이대우, pp. 32-3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팀, pp. 93-94.
엄태암, 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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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하려는 구상이다. 주
요 목표는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 역내 협력 메커니
즘 구축을 통해 평화·번영의 기반 확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와 북
핵문제 해결에 기여, 그리고 이 구상을 발전시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 등이었다.18) 이 구상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고 정
부간 협의에도 일부 진전을 이루었으며 기능별 협력도 지속하고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2017년 6자회담이 2·13 합의를 통해
4개 실무그룹을 만들면서 이 4개 분야가 동시병행적으로 진전되어야 동
북아 평화정착은 물론이고 북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 그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만 추구하려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셋은 한반도 비핵화, (대북)에너지·경제지원, 관계정상화 실무그
룹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초반부에는 주로 한·미동맹에 집중
했고 대북 강경기조로 압박노선에 집중하는 등 나머지 세 부문을 배제했
으므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19) 달리 말하면 연성의제부터 시작해 대화
와 협력을 축적하면 결국 정치·안보·군사 등 경성의제(hard issue)로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현실적이지 않았다
는 것이다.20) 또한 후반부에는 일관된 외교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중국
천안문 열병식에 참가하고 또 다시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을 펴 ‘광폭 진
동 외교’를 시행해 한·중, 한·미, 한·일 관계가 크게 요동쳤으며 동북아

18)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통일전략』 (한국통일전략
학회, 2015.4), p. 139.
19) 유신모, “‘동평구’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 외교,” 경향신문, 2014년 3월 4일.
20) 변창구, pp. 150-151. 티모닌(Alexander Timonin) 주한러시아대사도 ‘2015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동평구의 성공은 연성의제 협력의 성공이 얼마나 경성안보 의
제 해결로 연결될 것이냐와 북한의 동참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고재남,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한·러협력 과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한·러협력』
2018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민관네트워크 프로젝트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블라
디보스토크, 2018년 10월 11일),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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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력구상도 안보부문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21)
이처럼 역대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보강하는 제도로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했지만, 미국이나 북한, 중국이 다자
안보협력에 소극적인데다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간에 역사적 경험차이
에 기인하는 감정적 대립과 영토문제 등이 가로막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 더구나 냉전 종식 이후 미·중간 경쟁이
점차 더 심해지고 중·일간 갈등도 지속되었으며 북핵 문제가 발발한 뒤
로는 미·중 및 북·미, 북·일 대립이 더욱 심해져 북한과 한반도 주변 강대
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안보 부문을 후순위로 두고 우선 기능적 부문에서의
동북아 다자협력을 모색했을 뿐이었다.

21)

조준형, “국민 동의 생략한 일발통행 외교...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물거품’,” 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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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정세 대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다자안보협력
구상
문재인 정부도 국가안보 전략 기조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중
국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역대 정부와 유사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주도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고 비핵화가 완료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중층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외전략 기조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
체를 제시했다. 여기서 플러스는 동북아를 중심기반으로 하되 공간적 확
장성을 가미하고 이슈에서도 국가안보와 정치적 생존을 넘어서서 경제적
번영,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이
다.22) 책임은 다자협력에 대한 진정성에서 시작해 참여국들의 책임을 물
을 수 있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체로 발전하자는 목표를 제시
한다.23)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평화의 축으로서 역내 다자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Northeast Asia
Platform for Peace and Cooperation: NAPPC)을 설정했고, 한국이
번영의 축으로서 북방 대륙과 남방 해양을 잇는 가교이자 거점으로 기능
한다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두 정책을 설정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다.
이 중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이 한국 주도의 다자협력외교를 통해 이
이는 또한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정책구상의 발전적 계승을 의미한다. 이상현, “동북
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전략과 과제,” in 이대우 (편) (2019년 2월), p. 197.
23)
김준형,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in 이대우
(편) (2019년 2월), pp. 83-8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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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진영 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이슈를 다양화 및 심화시키며, 가능하
다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2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NAPPC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관련 이
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場)이자
틀(frame)이다.25) 김준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개방성, 다
양성, 포용성이 높은 조직이나 나라가 장수했으므로 개방성을 전제로 구
성원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플랫폼 형성을 추구하고,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지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다자기구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 다자기구와 크로스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다자안보협력 체제는 현 상황에서는 동맹체제의
보완적 기능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자안보협력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여간다는 현실적 실
용주의 정책노선을 정했다.26)
먼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NAPCI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동북아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간 협의회의 정례화·제도화를 모색하
고, 한·중·일, 한·미·일 등 3국 협력 강화와 신북방정책을 통해 남·북·
중·러 간 3자 및 4자 다국 경협을 비롯한 소다자협력을 추진하며, 중견국
모임인 MIKTA협력의 지속 추진·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
견국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세종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NAPPC의 해외설명회를 개최해오면서 관련 자료를 발간하
고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등 각종 연성안보 협력사업을 주도해왔다.27)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네 달정도 지난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
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24)
25)
26)
27)

op. cit. p. 86.
고재남, p. 1.
김준형, pp. 91-93.
고재남,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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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자리에서 동북아 내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국들이 참여해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을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나아가 한·미·일·중·러·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인 '동북아평화협력체제' 출범 구상을 밝혔다.28)
이어 9월 21일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먼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자주
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고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
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
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한 뒤, 한국이 동
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고르바초프 시대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러시아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는 최초로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러 경제
협력을 진흥하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
다.29)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론을

연합뉴스, 2017년 9월 6일. 문 대통령은 “몽골을 비롯해 한·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출범시킬 경우 몽골이 그동안 운영해온 ‘울란바토르 대화’(동
북아 안보 협의체)와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9) 이와 관련된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 협력
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 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
되어 왔습니다. 3국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
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참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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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하면서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으며 이를
발전시켜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평화와 남북 경협을 진흥해 남북
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확장해 동북아평화협력공동체 구축으로
연결시키자는 신한반도체제론으로 이동했다.
먼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천명
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면서 유럽
이 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해 오늘날 유럽연합을 건설한 점에 착안해 동
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
공동체는 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져 결국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
은 이 부분을 9월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다시 강조했다.
2019년 2월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별 합의없이 끝난 직후
발표한 3·1절 연설문에서 문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를 주창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
하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고 “연락
사무소 설치까지 논의한 것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이
며,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는 평화촉진자로서의 확
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역사를 주변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겠
다는 ‘신한반도체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
로운 경제협력공동체”로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고 주장했다. 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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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
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
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
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
입니다.”라고 또 다시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동아시
아 철도공동체가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남북철
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상위 정책비전을 구성하는 동
북아 평화협력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세 축이 유기적인 연
계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신북방정책
과 신남방정책은 전담조직을 갖게 되었지만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은
외교부가 단독으로 담당하게 되었다.30)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전환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
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면 북한의 안보 위협이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한반도
와 동북아의 평화 뿐 아니라 다양한 신안보이슈에 대한 기능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구축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30)

김준형,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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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해 동
맹을 경시하는 언행을 보여왔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
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과 국가안보의 주축이었던 한·미동맹과 주
한미군의 장래가 상당히 불확실해졌으므로 우리정부가 국가안보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과도
우호관계와 안보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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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환경
다자안보협력의 모범이라고 보여지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널리 전
파되어 기독교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공동체 의식이 공유되고
있었고 이미 1600년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근대국가 국왕들의 주권을
상호 인정하는 유럽문명사회가 조성되었다.
반면에 동북아에는 명·청과 조선은 하나의 문명권에서 사대교린질서
를 이루었지만, 일본은 다른 질서를 이루었고, 일본의 식민화 과정에서
의 강압통치, 잔혹행위와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 원한과 적대감이 민족감
정으로 계승되었으며 남북한과 한·중관계도 상호간 전쟁과 오랜 이념적
적대와 대립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구축
하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역내 최강국들인 중국과 일본이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역외에
위치하지만 사실상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미·일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동맹정책을 펼치고 있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안보 형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정책 환경을
잘 숙지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살펴본다.

1. 제약요인
동북아는 유럽에 비해 훨씬 더 많고 복잡한 여건들이 다자 국가간 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제약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대규모 전쟁을 겪지 않았고 역내 국가간
공동의 위협인식이나 공멸의 위기의식이 없다.
둘째, 유럽에 비해 동북아의 구성 국가들간 국력차가 커 협력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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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적인 군사강대국들간에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약한 국가들도 국가 생존을 위해 군비 강화에 나서고 있어 군비 통제를
위한 협력이 어렵다.31)
셋째, 분쟁을 언제라도 촉발할 수 있는 영토와 주권의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독도와 조어도(댜오이다오, 센카쿠열도), 남쿠릴열도
(북방4도)를 두고 영토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앞의 두 섬의 영토 획정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이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에
도 쉽게 이 문제들이 풀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쟁 잠재요소가
오히려 다자안보협력의 동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분쟁 당사국들
이 영토문제에 관해 타국의 개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자안보레짐 형성
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더 크다.
넷째, 유럽이 동구 해체와 동서독 통일로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반면
동북아에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체제 수립, 6·25전쟁 그리고 한·미 및
미·일동맹과 주일 및 주한미군이 소련 해체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질서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고 있어 협력질서 구축이 어렵다. 특히 한국이 주한
미군사령관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주한유엔사령관에게 거의 모든 군
사력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은 냉전 질
서를 넘어가기 어렵다고 느낀다. 또한 한국과 일본, 미국 국내에 이러한
냉전적 질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세력이 강력히 자리잡고 있어 냉전
체제와 동맹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을 견제하고 있다. 즉
동북아에는 냉전시대의 타성과 관성인 힘을 중심으로 한 권력정치와 억
지를 통한 생존논리, 그리고 한·미동맹 뿐 아니라 미·일, 북·중 동맹이
지속되고 있어 다자간 안보협력과 공존하기 어렵다. 특히 미·중 및 중·
일, 남북한간 세력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동북아와 동남아도 서로 견제하
는 구도가 존재한다.
31)

정경영, “한국의 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 발제문
(2019년 1월 28일),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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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간 역사적 반목과 민족간 적대감정이 잔존하고 있어 상호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다.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
의사를 유보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 및 중·일간 불신과 적대감
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간에도 역사 인식
에 갈등요소가 내재해 있다. 이에 따라 다자안보는 탈냉전시대 시대정신
인 신기능주의적인 다자협력을 지향하는데,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태
도는 냉전적 우적개념에 입각하고 있고 공동안보, 상호안보, 협력안보를
지향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안보 우위를 추구하다보니 다자협력 추구가
어렵다.
여섯째,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 체제 및 이념과 문화가 이질적이다.
일곱째,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다자안보 레짐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중
립성향의 국가가 없다. 유럽에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3국
등 중립국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동서 진영간 화해와 협력을 희구하고 이
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동북아에는 이런 국가들이 부재하다. 몽골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
고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여덟째, 유럽에는 1973년부터 상호균형군축협상(MBFR)이라는 군
축회담이 시작되었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지역안보협력레짐
이 모색되어왔지만 동북아에는 군축은 물론이고 군비통제조차 이루어
진 경험이 없으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홉째,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자
리잡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보니 재래식 통상 안보 위협을 예방하
고 분쟁을 조정하며 군비통제를 행하는 다자안보협력으로의 집중도를
낮추고 있다.
열 번째, 역내 최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역내 안보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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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을 형성하는데 최근까지도 경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자안보
형성은 아직 착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내 최강대국들인 독일과 프
랑스가 일찌감치 1950년대 초에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멍(Robert
Schuman)의 독·불 화해정책을 통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수
립하는 등 공동체를 향해 나아갔지만,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1970-80년대에는 공동의 가상적인 소련을 견제하느라 안보협력을 도
모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은 탈냉전정책의 기조로 중국 견제
와 봉쇄에 나서 현재까지 경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성장
과 도전을 견제하고 있다.
열한 번째, 미국과 북한이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
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과 신고립주의가 장애
로 존재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급신
장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국의 해외군사력을
아시아에 집중시켜 중국을 견제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포
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지명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2017.12.18)을 채택한 뒤 무역전쟁을
벌이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갈등을 벌일 뿐
아니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며
한·미 및 미·일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
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고 억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연히 중국
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다자안보협력은 궤도에 오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열두 번째, 지역질서를 주도하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찾기 어
렵다. 전반적으로 지역 강대국들이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보
다 자국 이익만 챙기는 국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각국의 지도자
들도 민주적 소양보다 권위적이고 자국 이익만 내세우는 강성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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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제도화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동체 형성을 주도
하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2. 촉진요인
반면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도 아래와 같이 많으므
로 이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성장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어 상호
간에 활발한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어 이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
에서 안보협력 증진에도 협력할 동기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 무역의존도
는 2016년 54.3%로 세계 평균 45.5%에 비해 높고, 특히 한국과 중국은
각각 85%와 65%로 상당히 높다. 한·중·일 3국간 경협은 상호이익 증진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간에 유학생 상호 파견과 활발한 문화
적 인적 교류 및 상호 방문·여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은 상호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구
나 이들 국가들이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타문화를 포용하고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화합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좋은 여건으로 기능하고 있
다.32)
둘째, 2018년 이후 남북, 북·중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되고 있으며
북·미정상간에 이미 세 차례 만남이 이루어졌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가능
성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 고립에서
벗어나고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제 제재 해제와 외자 도입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자안보협력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셋째, 중국도 브레즈네프 시기인 1969년 구소련이 대중 견제를 위해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주창했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반감을 가

32)

정경영 (2019년),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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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고, 다자안보협력이 되려면 한·미 및 미·일동맹, 그리고 주한·주일
미군이 우선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초
강대국으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안정된 안보환경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견제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자안보협력이 유용
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므로 종전보다 더 적극
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33)
넷째, 냉전시대와 달리 현 시대에는 협력관계의 국가들간에는 물론이
고 경쟁관계인 미·러, 미·중, 중·일, 러·일 간에도 실질적인 군사교류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러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이 중국과는 무역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중·러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
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러·일간에도 정상외교가 활발하
며 중·일관계도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어 지역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
다섯째,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진전되면
서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감축은 가능하므로 중장
기적으로는 남·북·미·중간 주한미군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될 여지가 보
인다.
여섯째, 탈냉전시대 들어서서 새로운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더니 점점
더 위협이 강화되어 군사안보 못지않게 그 대처가 필요해졌는데, 이들
중 상당 수가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 협력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보호문제,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원자력 안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인신매매 방지 등이다. 따라서 군사 안보 부문 갈등
예방이나, 분쟁 조정, 협력안보 문제는 뒤로 미루어두더라도 역내 국가
33)

정경영 (2019년),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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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안보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역내 국가들의 동참 하에 추진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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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방안
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이 현 국내 및 국제 정치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 자산과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동북아 다
자안보협력을 구축하는 전략방안을 제시한다.

1.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의 경로 모색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남북대화 촉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완화 및
군비축소 등을 통해 지역분쟁을 억지하고, 지역 국가들의 과잉군사화를
통제하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
적으로 통제해줄 수 있는 기제일 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보를 공동체
정신으로 중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치중된
우리 외교의 편향성을 개선하며 자주성을 회복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
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한‧미동맹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간 안보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동북
아에서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
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적·외교적 자율성
을 제약하므로 억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안보‧협력 안보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이 규범지향적인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동북아 국가 중 상
대적으로 국력이 취약한 한국이 국가목표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
성하는 데 유용한 기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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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은 따로 왕도가 있다기보
다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장에서는 6자회담 활용,
평화협정 활용,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발전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소
다자협력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1) 6자회담 활용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면 2007년까지 개최되었던 6자회담을 활용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제도화하여 다자안보협력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방면에서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2007년경에 러시아가 주도
하는 6자회담 실무회담으로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회의가 두 차례 개최
되었는데, 이를 모델로 삼아 제도화하여 사무국을 상설기구화하고 실무
요원을 파견하며 분과를 설치하여 다자안보협력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
다. 문제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합의를 거쳐
북한 핵이 폐쇄, 동결을 거쳐 주요부품 불능화가 90% 가까이 진행된 상
황에서 협상을 거쳐 폐기로 진입해야 하는데, 2008년 12월 6자회담에
서 미국이 임의 현장 조사와 불시사찰을 압박하자 북한이 사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버팀으로써 이후 6자회담 자체가 한번도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현재 이 방식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 4월 25일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아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틀로 6자회담을 다시 제안한 것이 주목된다.34) 당
34)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
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협의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확신하진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제법적 대북 안전보장을 위한 틀로 6자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북한에 미국이나 한국 측의 보장으로 충분하다면 좋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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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대북 안전보
장 제공과 관련한 다자협의 틀 마련에 북·중·러 3자의 이해가 일치한다
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6자회담 같은 동북아 다자협의체가 형성된다면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 러시아라는 ‘우군’의 힘을 빌
리기가 더 용이하고, 중·러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주한미
군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35)
또한 2007년 2·13 합의는 “초기조치가 이행 되는대로 6자는 9·19 공
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해 장관
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동년 10·3 합의는 “적절
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처
럼 북핵 관련 6개국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상정했었다. 향후에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고 진
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
여 본격적인 동북아 안보현안을 주기적으로 다루어간다면 동북아 안보
협력회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평화협정 활용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전되면 결국 최종 해결시점에 한반
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이는 6·25 때 참전했던 남북·미·중 4개국
이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고 향후에 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 등을 더 참가시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6자회담 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체제를 고안하기 위해
아주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조준형, “北안전보장 강조 푸틴…한반도비핵화
논의 ‘러 변수’ 주목,” 연합뉴스, 2019년 4월 25일.
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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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러시아가 주장하는 사항이므로 러시아의 기여를 잘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평화
협력 플랫폼을 모태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동북
아 평화협력구상에 주변 4강국이 동의하면 환경, 에너지, 핵 안전, 해상
안전 및 구조, 국제범죄 방지 등 참여국 모두가 부담없이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의제를 논의하면서 다섯 나라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 나가고,
의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안보 부문에서의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비
통제 및 군비축소 등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
는 것이다.36) 물론 북한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유하되 북한이 가담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두면서 일단 5개국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창건 박사는 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을 포함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
동체가 성공하려면 그 조건으로 G2의 다양한 신지역질서 구상과 전략적
연계를 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며, 한일관계
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선순환적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펼쳐
야할 노력으로는 추진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며 초
국가적 네트워킹을 구축할 뿐 아니라 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다자간 지역협력체의 컨트롤 타워 설립, 지역협
36)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발전적 추진 방향으로는 여섯 가지
를 제시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발전을 위해 기존 다자협력 사례의 교훈을 도출하고
발전적 적용을 통한 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포럼 후속조치로 역내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목표와 행동계획 작성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제도적
심화가 요망된다. 아웃리치 활동도 확대돼야 한다. 의제별 협력 수준 편차도 극복되어
야 한다. 홍현익 (편) (2017),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평가와 과제』 (세종연구소, 3
월),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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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제의 활성화와 다자협력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트랙의 소다자(minilateral) 협력 활성화, 동남아-동북아 상호 연계성
재발견, 동북아를 넘어선 동아시아 + 제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7)

4) 소결론
정부는 어느 한 가지 방안을 고집하기 보다는 상기한 세 가지 방안의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서 동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는 반관반민 또는 민간기
구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는 여러 기구나 회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
론을 제창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방면으로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의 터
전을 마련하여 남북 경협을 진흥하고 발전시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창설하고 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뒤 그 동력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피
력했다. 정부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
으로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를 개척하면서 철도·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번영의 이득을 공유하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안보
포럼을 주도하는 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사업을 열정과 의지를 가
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현 박사는 박근혜 정부 이래 추진해온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회의 추진 과정에서 취득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대내적 과제로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에 대해 강력한 신
37)

박창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국가안보와
전략』, 18-3 (2018),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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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와 지지를 보내고, 민관 네트워크를 관리·유지·확대하며, 이 구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
리·통제하는 사령탑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주관하는 외교부와 기능별
협력을 담당할 부처와의 협업체계도 잘 구축해야 하고 제반 분야에서 전
문성도 확보해야 하며 국민 인식 개선과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정확히 진단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
력을 유도하고, 정부간협의체와 민관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용·활용해야
하며 지역내 소다자협의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38) 물론 연성의제 협력
이 경성안보 협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내느냐
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경성안보 의제이면서도 어느 국가도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재난 구조와 관리 분야의 협력을 한국이
주도하면서, 군사충돌 방지, 북한 핵 등 비확산 문제, 다자 군비통제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39)

2. 기존 (소)다자협력 활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우선 이미 동아시아에 구
축된 다자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소다자협력부터 잘 추진하면서 동
북아에도 다자협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동아시아지역 다자협력
동아시아에는 이미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회담이 정례화되어
있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매년 개

38)
39)

이상현, pp. 207-220 참조.
신범철,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노력의 성과와 과제 II,” 이대우(편) (2019
년 2월),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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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을 모색하는 APEC 정상회담도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대북 정책과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0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한-ASEAN 정상회담, ASEAN+3(한·중·일) 정상회담
에 참석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공식
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한-ASEAN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2014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 한국
의 ‘전략공간’을 확보하고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정부는 동북
아지역을 포함하는 기존의 다자협력회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한·중·일 협력
정부는 동북아의 삼총사인 한·중·일간의 소다자협력이 잘 정착되고 발
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한‧중‧일 3국간에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 및 민족적 적대감 등이 잔존하고 있어 협력공동체 형성이 지연
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각 지역들이 각각 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창설
하여 호혜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므로 한‧중‧일 3국도 우선 경제 및 환
경 부문부터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럽연합(EU)처럼 협력의 범주를 넓혀나
가는 것이 현명하다.40) 이런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은 2011년 9월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을 설립
해 협력 제도화에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2015년 11월 1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아베 총리 등 3국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40)

졸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미래상, 그리고 평화통일 실현방안,” 지구촌평화연구소, 『통
일한반도를 향한 꿈 : 코리아드림』 (2012년 12월),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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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합의사항 중 4항은 “중·일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 개최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구상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3국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일간 불편한 관계와 한·일간 소원한 관계로 인해
2년반 만에 개최되었고 정상회의 복원과 정례화의 염원이 구현된 회의
였다.41) 이 회의 개최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다시 매년 개최되는 정례
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미·일 협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간에도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정책 조율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라시아 문화·경제공동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문화‧
경제 부문에서 기능적인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유라시아 문화‧경제공동
41)

졸고,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5
월 1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반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문
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 논의에서 일본이 빠진 것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임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는 북·일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커창 총리에게도 종전
선언부터 중국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하여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표현으로
유발된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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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
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를 공동
개발하며 단일시장을 구축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시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나 군사 부문보다 경제와 문화를 진흥하고 호혜적
으로 번영을 향유하는 유라시아 경제·문화 공동체 건설을 우리가 주창하
여 실현함으로써 유라시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번
영하는 극동-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러·중 3국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철도연
결, 전력망 구축, 가스관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도 이 공동체
에 편입시킨다면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42)

5) 다양한 3자 협력
그 외에도 한·미·중과 한·러·일, 한·미·러 등 3자 협력도 창의적으로
모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미·중 전략대화가 제도화된
다면 북한의 도발 억지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의 유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시 신속하고 효
율적인 대응이 모두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6) 가치 및 이익 공유국가 간 소다자협력
한국 외교는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교차(crossover) 외교네트워크도
구축해 주변국들의 역학관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완
충자이자 협력의 촉진자 역할도 모색해야 한다.43)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
42)

졸고 (2012년 12월), p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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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경제 등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가치국가(like-minded
countries, LMC)간 소다자협력과 함께 재난 방지, 구조 구난, 공공 보건
사업, 테러리즘 대처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인 유사이익국가(like-interest countries, LIC)간 소다
자협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북한·중국의 입장 변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상할 때 통상 우리는 남·북·미·중·러·일 6개
국을 상정한다. 각국은 이에 대해 자기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가장 열심히 동북아다자안보를 추진해온 나라는 러시아다. 브레즈네프
서기장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한 이후 계속 이를
주장해왔다. 우리가 이를 제창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일본 역시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 강국은 아니므로 대
체로 이를 바라고 있다. 동북아 질서를 사실상 주도해온 미국은 한·미동
맹과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므로 굳이 동북아에 다
자안보협력을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반대할 명분을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동북아질서 주도국으로서 미국은 다자안보협
력 제도화 동향이 나타나면 미·일과 한·미 동맹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
도록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반면에 과거 중국과 북한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부정적이거
나 최소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되려
면 미·일과 한·미 동맹이 먼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준형,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 및 지정학적 함의,” 제14차 국제정세전문
가 간담회 (버텍스코리아, 외교부, 2018년 7월 27일), p. 3.
44)
이재현,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Issue Brief
2017-22 (아산정책연구원, 2017년 8월 4일), pp. 10-11.
43)

40  한반도

정세 대전환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방안

미국은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에서 최소비용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
는 중국과 경쟁국인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려면 두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최근 중국
과의 관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일변도의 동맹정책을 펴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시절 미일동맹을 재검토하면서 한·중과의
협력을 모색했던 전략은 이미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한국 역시 다자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 따라
서 중국과 북한이 종래의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은 시동조차 걸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북한이 다자안보협력을 보는 시각에 일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살펴보기 전 소련의 경우를 검토하면 역사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유럽국가들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공산국가이자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으로부터 왔다. 그
런데 유럽에서 다자안보체제의 발아라고 보는 1973년 출범한 MBFR이
나 1975년 헬싱키협정에서 시작된 CSCE는 모두 소련이 안보협력을 주
창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었다. 그 배경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먼저 경제 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전력을 기울이
기 어려웠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취득한 영토를 지키고자 현상유지를
원했다.45) 1980년대에도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핵 실험 모라토리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서구진영에 대한 안보 기조도 ‘방어를 위한 합리적
충분성’ 개념을 제시했으며,46) ‘유럽을 위한 공동의 집’이라는 공동체 형
45)

1975년 헬싱키 협정 체결을 계기로 탄생한 CSCE는 구소련이 염원해오던 유럽에서의
2차대전 이후 변경된 국경선의 인정과 서방측이 바래왔던 인권문제 논의가 교환 합의
되어 탄생한 다자안보협력 회의체로 소련 붕괴 뒤 국제기구로 제도화되고 위상이 격상
되었다. 졸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정책보고서 2006-04 (세
종연구소, 2006.9.2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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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창하면서 다자안보협력을 넘어 유럽 전체의 공동체를 구성하자
고 주장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시아판 헬싱키회담’ (블라디보스토
크 선언: 1986. 7), ‘전아시아 안보회의’ (1988.9) 개최, 그리고 ‘해상안
보센터’와 ‘갈등예방센터’ 설립 및 ‘아시아안보회의’(CSCA) 창립을 제
안했다.47)
특히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중국과 유사한 접근법을 제
시하지만 중국이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여 한반
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가 최
종 지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48)

1) 중국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동북아에서 유럽에서의 소련(탈냉전 후 러시아)에 국력이나 안보 위협
면에서 상응하는 국가가 현재의 중국이므로 동북아 다자안보 형성 부문
에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46)

1985년 5월 21일 라지브 간디 수상을 환영하는 연설에서 헬싱키 협정이 체결된 지 10
년이 경과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경험을 따라 공동의 포괄적인 안
보 협력이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양자적 협상과 다자적 협의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의견 교환과 건설적인 해결 모색을 위한 전아시아 포럼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파했
다. M. S. Gorbachev, M. S. Gorbachev: Izbrannye Rechi i Stati (Moskva:
Izdatelstvo Politicheskoi Literatury, 1987), Tom. 2, p. 234. 즉 그는 ‘방어의 합리
적 충분성’을 중심으로 단순한 공동안보를 협력안보로 발전시킬 것을 주창했다.
47) 졸고, “러시아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in 홍현익·이대우 (공편), 『동북아 다자안보협
력과 주변 4강』, 세종정책총서 2001-8 (세종연구소, 2001년 12월). pp. 127-176. 또
한 고르바초프 정권의 쉐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
시아 안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Ibid. 이후 러시아도 동구진영이 붕괴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태에서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삼고있는 군사동맹 나토가 계속
기능과 회원국을 확장함에 따라 나토의 예봉을 피하고 유럽지역 안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OS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그 기능과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
48)
홍완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 『슬라브학보』, 34-1
(2019년 3월 30일), pp. 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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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냉전 초기 다자안보협력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 주
권,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등을 핵심 이슈로 다루고 중국을 견
제하지 않을까 염려했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이유로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보
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해왔다. 첫째, 국제안보질서와 환경이 점차
다국간 협력을 통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출하는 것을 인식했다. 둘
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자신감이 커졌고 화평굴기나 책임
대국론 같은 대외전략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게 되
었다. 셋째, 6자회담 개최에서 자신감이 배양되었다. 넷째, 중국이 초강
대국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국가안보 환경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국력 향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무역전쟁까지 벌이자 중국은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이 미국의 독단을 억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는 점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미국의 봉쇄전략을 돌파할 필요
성이 커졌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국은 점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
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 하며 강대국으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
보하려는 것이다.49)
이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 CICA) 등을 통해 적극
적으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주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그간 6자회
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
49)

박병광,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론과 실천,” 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다자
협력의 제도화: 이론적 논의와 추진방안』 (2010년 12월), pp. 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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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북·미관계가 더욱 개선되면서 동북아의 다양한 안보문제를 논의
하는 다자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강조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50)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중국이 원하는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에 한반도 주변에 안보 공백이 발생해 일본의 핵무장 추진이나 군비 경쟁 가
속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6자회담 개최와 함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중국은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1970년대
이후의 소련과는 인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경제력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던 소련의 1970년대와 달리 중국은 1979년 개혁과 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력이 매년 9% 이상의 급신장세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하더라도 6%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 2050년을 겨냥해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상 유지와 평화를 지
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
째,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취득한 영토가 없다. 오히려 1997년 홍콩에
이어 1999년 마카오를 회복했고 이제 현상 변경을 의미하는 대만 병합
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추구할 현상 유지와 군비
통제, 군축, 평화 증진과 부합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에서 사
안별로는 다자안보협력에 나서고 있지만 적어도 대만문제를 잘 해결하
기 전까지는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주도하지는 않을 것
이다.

50)

정재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세종정
책브리핑』, No. 2018-27 (2018. 12. 27), pp. 21-22.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8일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을 맞아 4차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
보, 2019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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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요 의제로 상정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
축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북한의 참여 문제이다.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으므로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
로 국한되다가 제3세계 신생국가들까지만 이루어졌다.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은 1973년 세계보건기구(WHO)였고 그 자격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도 관찰자 대표부(observer mission)를 설치할 수 있
었다. 이후 1989년까지 19개 유엔 기구에 가입했고 마침내 1991년 8월
북한은 한국과 함께 유엔회원국이 되었다.51)
아태지역에서 북한은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국제분쟁 및 협
력연구소(IGC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가 미
국무부 지원으로 창설한 유일한 동북아 6개국 반관반민(1.5 Track) 다자안
보협력대화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준비회의에 참여했고 2002년부터는 본 회의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52) 또한 1994년에는 민간 안보대화협력기구인 아·태안보협력
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에도 러시아와 함께 가입했다.53) 이는 그간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에 대
51)

Eric J. Ballbach, “North Korea’s Engagement in Internetional Institutions: The
Case of the ASEAN Regional Forum,”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6-2 (2017), pp. 38-40.
52) NAECD는 동북아 내의 상호 불신제거와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안심조치(MRMs:
Mutual Reassurance Measures)를 집중논의하고 있으며,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동북
아에서의 군비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기구
는 외형상 민간차원의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전문가들만 아니라 각 정부의 외
무․국방 관료들도 참석하는 준 정부간 회의이다. 그러나 정부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53)
CSCAP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신뢰구축, 포괄적 협력, 해양안보협력, 초국가적 범죄,
북태평양 그룹 등 다섯 개의 분과를 두고 역내 갈등요인을 줄이고 신뢰구축을 위한 여
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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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북한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정부차원의 대화체인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에는 계속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북한은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김영삼-클린턴 대통령이 제안
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에도 참여했지만 주한
미군 등 근본문제에 부딪쳐 회담은 공전했다.
북한은 2000년 5월 1993년에 창설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 신청을 하고 동년 7월 가입하여 동아
시아지역 정부간 다자안보기구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후 현재까지 북
한은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추정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참여는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지
지를 받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ARF가 분쟁 해결, 공식협정 또는
회원국 행동을 통제하는 공식 메카니즘을 만들려하지 않는 등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 북한이 가입할 동기를 느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54)
이후 ARF를 계기로 여러 차례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ARF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소개하고 북핵문제 해결 모색의 외교의 장
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던 기간 중 ARF는 6개국 장관들의 대화·소통 창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더구나 2008년 12월 6자회담이 공전상태로 들어간 이후 ARF는
북한과의 안보문제에 대한 제도화된 접촉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
하고 있다.55)
물론 북한은 2002년 10월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합의 도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Eric J. Ballbach,, p. 43.
55) Eric J. Ballbach, pp. 43-4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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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그리고 2014년부터는 몽골 울란바토
르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태도도 변화할 여지가 보이고 있다. 2000
년 이전에는 중국 뿐 아니라 북한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되려면 주
한·주일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및 미·일 동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56)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을 제외
한 ‘6-1 다자안보협력’이라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박근
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북한의 참여의 길을 열어두지만 북한
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5자와 몽골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자는 취지로 추
진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국가간 충돌을 예방하고 분쟁
을 조정하며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면 북한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의 길을 열어 놓
은 이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주변국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
한 국익을 증진하려면 다자안보협력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
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령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정 정도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용납하
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
56)

북한은 1998년 3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조건으로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
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또한 1998년 10월 29일 조선중앙방송 논평
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을 “주변 대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성, 우리를 압살
해 보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즉, 한국의 지역안보기구 창설 계획을 “대북 고립·압살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백학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북한
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 정책보고서 2006-05 (세종연구소, 2006년 10월),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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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북한도 비로소 다자주의 안보협력에 관심을 두는 모습
이 관찰된다.
백종천 박사는 북한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인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한간의 외교적 불균형을 해소하
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제거해 주며,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역
내 국가들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존공영의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다.57)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냉전시대 반대 진영에 속했던
러시아 및 중국과 거의 30년 전에 각각 수교했는데, 북한은 미국 및 일본
과 여전히 미수교 상태이니 당장 수교는 어려워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켜가는 과정에 발맞
추어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4. 종전선언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고 북한이 1년만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미국 부시행정부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북·미회
담이 개최된 뒤 다시 6자회담에서 2·13과 10·3합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
가 폐쇄, 동결, 불능화 등 해결과정으로 진전되어 가자 6자회담을 잘 발
전시켜 동북아 다자안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이 무르익었었다. 그러
나 2008년 12월 6자회담에서 미국이 시료 채취와 임의사찰을 압박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은 긴 동면상태로 들어갔다.
북핵문제가 다시 해결 동력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지속적
57)

백종천, 『한반도 평화안보론』, 세종정책총서 2006-4 (세종연구소, 2006년 12월), pp.
4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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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
월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4월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된 뒤, 한국의 중재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역사적
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 북·미 정상회담
에서 양 측은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동시
진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
될 때 북·미가 공식 수교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을 앞당기고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지도자가 합의한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
했다.58) 가능하다면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가 잘 되면 북·미
양자간에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회피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구두
로 약속했다고 여겨지는데, 귀국 후 미국내 여론의 동향을 살피다가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한미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할 것을 선언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은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로 돌아갔다. 북한은 정상
회담 후에도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과정을 진행하였고 미군 유해도 55
구 인도했으며 계속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지켜갔지만 미국이 상응한
58)

평화협정은 중간단계로 종전협정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런 2단계 평화협정 프로세스
에 대해서는,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푸른나무, 2007), pp. 330-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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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기피했다.
북·미관계가 경색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간 종
전선언에 준하는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에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합의해 북·미협상의 동력을 다시 되살렸다. 또한 미국이 종
전선언 채택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남북한간에 사실상의 종전선언 수준
을 넘어서는 군사합의서를 채택해 완충지대를 넓히고 우발충돌을 방지
하는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 위원
장이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미국이 우려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 뿐 아니
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나 역할에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
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했더라도 중국은 미군의 한국 주
둔을 정당화하고 있는 주한유엔군사령부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면서 이의 해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59) 미 행정부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엔사의 권한 및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으므로60)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이 준비되고 있어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및 전력운용 능력을 구비해가고 있다. 2019년 가을부터 한국군의 최
초작전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부터 점검하고
59)
60)

정재흥, p. 18.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국방연구』, 제
51권 제2호 (2008년 8월), pp. 14-16. 이미 2007년 1월 18일 버월 벨 당시 주한미군사
령관은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에서 “UN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시에도 전시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op. cit., p. 16. 그는 이미 2006년 3월 7일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
에 참석, 유엔사에 미국이 대부분의 사령부 요원을 충원하고 다른 참전국은 연락관이
나 자문관 역할에 머물던 것을 바꿔 “다른 참전국들의 유엔군사령부 요원을 증원하여
역할을 늘리며, 비상계획 및 작전 계획 수립과 작전에 이들을 완벽하게 통합시켜 진정
한 다국적 연합군기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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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등이 차례로 이어져 최종 합격 평가를 받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환수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
되어 미래연합사로 바뀌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또 다른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어 평시 뿐 아니라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 일부와
배속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본의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할하며 유사시 이를 통해 미래연합사로 배속될 유엔군의
이송과 병참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이점에 착안하여 2014
년부터는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유엔사를 (중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내 균형자 역할을 맡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변신시키면서 유엔사령부의 권한 및 기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1)
특히 미 합참이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해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이미 기여한 국가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함으로써
규모와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62) 2019년 5월 유엔사
는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주한 독일무관을 유엔사와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무산시켰고,
2019년 7월에는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 일본을
61)

미국은 유엔사회원국 16개국이 한반도 유사시 재파병한다는 1953년 워싱턴선언을 유
효화하기 위해 유엔사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평시 유대 강화와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각
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월 유엔사 참모부 실무단회의, 유엔사 군정위 자문단회
의, 유엔사 대사급 원탁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군 주도
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60-4 (2017년 12월), p. 98.
62)
박성진의 군 이야기, “‘유엔사 보폭’ 넓히려는 미국... 북한 넘어 ‘동북아 체스판’까지
보나,” 『경향신문』,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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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제공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오역이 게재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63)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이 혹시라도 주한유엔사 해체로 이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미국은 종전선언 채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
설의 영구폐기에 더해 미국이 불시에 요구한 핵 관련시설의 활동 중단
및 동결과 영변외 핵과 관련시설의 폐기까지 약속했으면 미국이 유엔안
보리 제재를 완화하고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종전선
언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폐기만을 주장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5개의 폐기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만이 가능하
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향후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정전협정
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는 해체되고 이를 대체하는 관리기구
가 한국, 미국, 북한 3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며, 유엔군사령부는 평
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체제 관리 임무를 한국군에게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64)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남북한간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유엔의 대북 제
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남북 경협도 진척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간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상호간
63)

미국에게는 한국과 일본이 다 동맹이지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 억지가 목표인 지
방 (local) 동맹이라면 미·일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 (regional) 동맹이
다. Yang-hyeon Jo, “Japan’s Perspective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n Unification – Focusing on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reign Relations, 20-1 (한국외교협회, 2018년 12월), p. 152. 따라서 한·일 안보
협력이 적정선을 넘으면 한국은 원하지 않더라도 안보 면에서 중국과 대립국면에 놓이
게 된다.

64)

이성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 『공사논문집』, 제66집 제1권
(2015),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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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대감이 크게 완화되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려는 움직
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기능도 가상적국
에 대한 억지, 방어, 공격 목적보다 평화 유지 목적이 강화되어 다자안보
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과 중국의 참여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이므로 우리는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이루어질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본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늦게
이루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더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도 여러 단계를 거
칠 가능성이 크므로 일부 단계에서는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다자안보협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루어지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미 및 북·일관계 정
상화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고 한·미동맹의 기능과 형태, 주한미
군의 규모, 그리고 비핵화 이후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도 합의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수반할 한·미동맹의 조정을 예측해보고,
북한의 안보딜레마 해소문제와 관련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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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유엔군사령부 및 한·미동맹
종전선언과 달리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탄생할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
가간 조약이라는 법적 위상과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다. 평화협정으
로 남북한간 불가침이 다시 한번 약속되고 관련국들은 이의 준수를 보장
하며 남북한은 기본협정도 체결해 상호관계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잠
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상국가 간의 관계를 맺게될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분단
체제의 대립적인 성격이 해소되므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관할도 남북한이 맡게될 것이다.65) 즉 평화체제 구축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
국은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최소한
지위와 역할 변경,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
합훈련의 중단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할 것이다.66)
먼저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
되어 한국전을 수행하였고, 그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
라, 이후 정전협정의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이행의무자이자 위기관리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각종 채널을 통
하여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며 유엔에 보고 및 건의를 행하는 유엔의
행정기관이다. 또한 유엔사는 평시에는 주로 정전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만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재참전과 통제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쟁 재발 시에는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우방국들로부터 전
구작전에 긴요한 전력을 창출해 한·미연합사에 제공해주는 전력제공자
의 역할도 맡고 있다.67)
65)

조한범, 김한권, 김갑식, 임을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2019년 4월), pp. 23-24.
66) 정재흥,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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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돼 한국전이 완전히 종결될 뿐 아니라 정전상
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될 경우 유엔사의 존재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와 유엔사의 역할이 남아있으므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해체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유엔사가 한국을 지원하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1975년에는 북한과 한
국이 제출한 유엔사 해체안과 존속안이 동시에 유엔총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종전선언이 먼저 있었으면
정전위를 대체한 관리기구)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될 것이고 유
엔사는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미국은 최근까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온데서 알 수 있듯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가능하다면 유엔사를 존속
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안보리에 의해 설치된 유엔사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 시 위기 관리를
행하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운영하다가 북한의 재침 시에는 유엔
결의 없이도 신속하게 유엔사회원국들이 재참전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소명이 있으므로 안보리의 결의 없이는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거나 유엔연감에 유엔의 보
조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엔기의 사용권한을 갖고 있고, 안
보리에 활동을 보고하며 안보리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이의 해체를 위
해서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68)
67)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p. 97. 정전협정상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은 새로운 전쟁이 아
니라 한국전의 재개를 뜻하므로 미·일 안보 합의상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일본 후방
기지가 한국 파병군 기지로 동원되게 된다. Hideya Kurata, “Synchronizing Two
Asymmetrical Deals: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US-DPRK Joint
Statement from Japan’s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3-2 (Dec. 2018),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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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엔사의 위상 변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방면의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
는 전작권 전환 후 미국이 주한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아
시아판 나토로 운영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할 수 있음
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
러 핵 안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 완료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야 체결
되어야 할 것이다.69)
물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만일 남·북·미·중 4자간 합의가 이루
어진다면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고 분쟁 예방이나 조정, 위기 관리 등을
위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핵심 쟁점은 미군 단독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지와 사령관은 누가 될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미군을 중립
적인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미군과 여러 나라의 파견군
을 섞어 다국적평화유지군을 만드는 방안이 대립할 것이고,70) 사령관의
국적과 임무, 역할, 권능 등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경우 한·미동맹과 양립하기 어렵다.

68)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60(4) (2017년 12월), pp.
64-68. 평화체제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화협정 서명은 비핵화가 상당
히 진전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이루어져야 한다. Jina Kim, “Issues Regard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Roadmap with a Focus on Implications from the
Iran Nuclear Deal,”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2 (June 2018),
p. 188.
69) 정경영 교수는 유엔사 해체 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평화협정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참전 유엔회원국들의 재참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유
엔 참전 가능성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희박할 뿐 아니라 유엔사가 갖고 있
던 일본 후방기지 사용권이 소멸돼 주한미군의 병력과 무기, 보급물자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경영(2019년), p. 40.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미
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경영, 2018), “북핵 폐
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군사논단』, 94 (여름), p. 46.
70)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 (2007년 여름),
pp. 159-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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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국내 여론이나 한국 국민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고려
할 때 이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
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변 4강국 이외의 나라에서 파견된 다국적군
을 유엔군으로서 남북한 경계선 지역의 평화지대에 배치해 평화협정 이
행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은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이나 지
역균형자 역할보다는 안전보장자(security guarantor) 역할을 부여하
는 것이다.71)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의 존립근거로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3조에서 “양국의 영토를 위
협하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을 뿐 북한의 위협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일본과 독일 주둔 미군도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이나 동서독 기본조
약 체결 및 독일 통일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정상회담 등에서는 대북 적대군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
화유지군으로 역할이 변경되면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
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이중
전략을 구사해왔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체제 구축을 반대할
정도로 주한미군의 조속 철수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을 바란다. 특히 한국은 가장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희망할 이유가 많다.
미군 철수 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려면 막대한 경제 비용이 발생하며 서해의 제해권 장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남베트남
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한 뒤 2년 이내에 베트남이 적화된 것도 한반
71)

졸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대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한
울, 2012년 6월),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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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화협정 후 북한의 공격 억지 수단으로서 미군 주둔의 지속이 필요함
을 말해준다. 단지 평화협정 이전에 주한미군이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
예방자(preventer) 역할을 했다면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한반도 평화 상
황을 유지해주기 위한 조정자(peace coordinator)역할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72)

2)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 해소와 한·미동맹의 조정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북한에는 동맹국인 중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적어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체제안보 유지를 위해 핵을 개발했으므로 북한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북한의 체제안보를 보장해 주
는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73)
먼저 비핵화된 북한이 새롭게 처하게 될 핵 안보 딜레마 즉 핵 억지 문
제에 대한 합의가 주요 관건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더 이상 북
한의 핵 위협은 받지 않겠지만 여전히 핵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잔존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해주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핵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995년 동남아
72)
73)

정경영 (2019년 1월), pp. 36-38 참조.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핵 폐기 시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과 정상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Chang Kwoun Park, “Negotiation Strategy and a Roadmap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2 (June 2018), pp.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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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었듯이 한반도와 일본을 연계한 한·일비핵지대
화를 통해 동북아 비핵평화지대를 설치하고 새로운 지역안보협력체제
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74)
아울러 비핵화된 북한이 처하게 되는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한국군, 주한미군, 북한군 사
이에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3자 군사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사
실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
국군보다도 약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이 겪게될 안보딜레
마를 해소해 주려면 주한미군은 일단 규모면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주둔 위치도 평택보다 더 이남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여
겨진다.
이러한 과정에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
되었으니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1990년대 폴란드 등 구 소련 영향권 내 동구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려할 때 폴란드와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를 극
복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헝가리, 체코와 폴란드가 NATO에 가
입하려하자 당시 옐친의 러시아는 안보 위협과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경제적 압력을 행사했고, 중립화 내지는 NATO와 러시
아가 공동 보장하는 공동안보 지역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폴란
드는 러시아가 바라는 OSCE등 범유럽안보기구의 역할 강화를 지지하
면서 자국의 NATO 가입을 양해해달라고 설득했다. 또한 1997년
NATO가 이들 3국에게 가입 협상을 하자고 초청했을 때, 동시에 러시아

74)

조성렬,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
진,” JPI 정책포럼, 2017-09 (제주평화연구원, 2017), pp. 3-12; 조한범, 김한권, 김갑
식, 임을출, p. 34; 한인택,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JPI 정책포럼,
2017-11 (제주평화연구원, 2017), pp.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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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NATO와 러시아가 특수관계를 맺자고 제안한 것이 러시아의 반
발을 막았다.
이를 우리 측에 적용하면 평화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속하겠지만
결코 반중·반러 동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들 양 강대국
이 바라는 안보부문 주장을 지지하며, 미국에게 미·중 및 한·중 안보 협
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
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모습
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보
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75)

3)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과 평화통일,
그리고 한·미동맹
한국군, 주한미군, 북한군 3자의 군축과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협정
준수 보장, 나아가 동북아의 포괄적인 안보 사안과 전쟁 예방, 분쟁 조정,
군비 통제 문제를 다자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또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형성한 1953년 10
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6조에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
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조약은 종료하게 되므로 이러한 통고가 없으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문에서 태평양 지역
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
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으므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면 양국 어
75)

졸고, “탈냉전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대외안보전략 연구: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세종연구소, 2015년 4월 5일),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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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일방이라도 원한다면 한·미동맹은 종료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물론 전술했듯이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나 미국 국민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높으
면 한국이나 미국이 여타 협력국가들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인정할
때까지 다자협력체 구성을 늦출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적정선과 내용으
로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치, 역할 조정과 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존폐는 당시의 한
반도 주변 안보 정세와 역학 구조, 그리고 향후 전개될 한반도 통일에 주
한미군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38만 명의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독일은 반드시 NATO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미국을 포함한 NATO
와 유럽국가 전체의 요구를 슬기롭게 추월하면서 동서독 통일을 달성한
서독 헬무트 콜 총리의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콜 총리는 NATO
회원국인 통일독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소련의 반대에 대해 통일독일이
반소정책을 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했으며 소
련이 바라는 OSCE 활동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범유럽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 파탄 상태였던 소련과 달리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 중이므로 재정 지
원은 통하기 어렵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중립화
또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을 병행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적극 지향하면서 최소한 통일
후 주한미군의 휴전선 이남 배치와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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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미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주는 것이
다.76)

76)

졸고,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의 교훈” (세종
연구소, 2015년 9월 15일), pp. 7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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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극우적 민
족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핵 개발
완성에 근접한 북한을 비핵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
자안보협력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촛
불혁명으로 탄생해 도덕적 명분을 확보한 문 정부는 북핵 위기 극복과
평화회복을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보 딜
레마도 고려해주는 상호주의 방식으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다자안
보를 동시 병행적으로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인지했듯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이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
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가 큰 폭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
어 이에 적응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
에 입각하고 국제정세 분석에 기민할 뿐 아니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방위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2018년 연초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상시
로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채택
되고 실행되면서 남북간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남북 경협을 위한 준
비도 상당 수준 갖추어져 있다. 단지 비핵화 진전이 전제되는 유엔과 미
국의 대북 제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은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북핵 해결과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을 양측간 신뢰가 조성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문
재인 대통령이 평가하듯이 양측 지도자들이 상대방의 요구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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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었고 더 높은 합의를 보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향후 양측
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양측간 평화와
협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대안으로 중재해가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
축에 진전을 볼 것이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한국측 비용 부담의
획기적인 증가를 압박하면서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도 진전을 보이면 한국의 국가안보
를 위한 대미 의존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한국의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 증대를 비롯해 다양한 비용 부담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13위 정도에 위치하
고 있는 중견국으로 성장했는데 여전히 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시작전권
을 양여한 채 미국에게 안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종전보다 많은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
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한국 안보를 위한 대미 의존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고 한국 외교의 자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 등 조정을 준비
해가되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위해 이를 서두르기보다는 동북아 정세와
안보 구도 변화에 상응해 한·미동맹을 조정하면서 다자안보협력도 염두
에 두어 한국의 자주성을 점점 더 확대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이더라도 한·미 양국간 신뢰의 수준은 계속
높게 유지하며, 미국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한 뒤에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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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중국은 아직 충분한 국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질서
수립에 적극 관여하려 하고 있고, 초강대국 미국은 아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지도력 행사를 방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등 국제사회에 안보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비롯해 전면적으로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면 결국 이 두 강대국이 모두 받
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실현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가치의 다원성과 공존 그리고 상
호 이익증진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념적으로 특정 가
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가치와 갈등적 이해를 가진 주체들이 평
화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7) 특히 북한을 참여시키려
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ARF에 적극 참여해온 것이 내정 불간섭
원칙과 엄격한 합의제 고수 등 낮은 수준의 제도화가 작동한 것이라는 점
을 착안할 때,7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데는 북한의
행동을 규제하기보다 북한에게 고립을 벗어나 정책을 설명하고 의사를 표
현하며 여러 나라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회의의 결과는 권고 정
도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다보면
지역 강대국들의 지역 비전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대해 한국의 입지 확보
명분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79)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창했듯이 안보 부문에서 다자협력이 제도화

77)

이종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의 선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8년 5
월호), pp. 12-13 참조.
78) Eric J. Ballbach, pp. 57-61. ASEAN과 ARF 등은 EU와 달리 주권의 원칙을 유지하면
서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연성 다자주의의 전형으로 구성주의적 특성을 가진
다. 신욱희,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제도적 디자인: 세 유형의 비교,” 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이론적 논의와 추진방안』 (2010년 12월), pp. 14-24.
79) 김준형 (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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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꾸준히 모색하면서도 기능적·경제적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것
이 지혜롭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을 참여시키고 중국이 적극 추
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동아
시아 에너지 공동체 구성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다자 경제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구상과 일
대일로에 대한 배타적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구
상이 가진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양측에 다 가담하거나 편승
또는 연결시키는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80) 또한 다자안
보협력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가 등장할텐데 북한은 이
문제 거론을 주권 침해로 볼 것이므로 이 문제를 의제로 넣으면서도 북한
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상응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이재승 교수는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전술적
인 고려를 권고한다. 첫째, 한국이 단독으로 주도하기보다는 2-3개국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주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협력체나 기구 형성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셋
째, 기존 국제/지역 기구 및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
째, 특정 현안 중심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을 분
담하면서 다자협의 기구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을 무시하면 다
자기구 형성이 어렵다. 여섯째, 실무진 중심이 아니라 장관급 이상의 정
치적 의지가 실려야 기구화가 가능하다.81)
80)
81)

Ibid.
이재승,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 및 지정학적 함의,” 제14차 국제정세전문
가 간담회 (버텍스코리아, 외교부, 2018년 7월 27일), p. 2.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잘 운
영되는 것에서 함의를 얻는다면 거시전략보다 실무차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
를 선정해 관련국 실무자들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만나는 정례 협의 메커니즘
수립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다. 신동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협의 메커니즘 검
토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에의 함의,” 『통합유럽연구』, 제9권 1집 (서강대 국제지
역문화원, 2018 3월), pp.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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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 다자안보협
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능적인 협력만을 별도로 추진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서 교훈을 얻어 정부는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도모하면
서 동시에 대북 화해 협력과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포함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협상을 통해 유도하며, 북·미, 북·일간 관계 개선
을 지원해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포용하고 북핵문제
를 해결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화
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남북 경쟁에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마련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북한을 참여시키고
미국과 중국도 뜻을 함께 모으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사업을 성공
적으로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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