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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国际秩序的新变化及其对中美俄关系的影响
徐 博

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 教授

大国关系的变化是推进国际政治演进以及国际体系变革的关键要素。在今天
的国际关系中，中美俄无疑是塑造体系进程的支柱性力量。中美俄三角关系的演
变一方面是三国力量对比变化的结果，但同时又是国际秩序不断变化的体现。在
以往的研究中，针对前者的研究更为丰富，而针对后者的研究则相对缺乏。也即
权力转移是解释大国政治的经典视角，而秩序变迁则被相对忽视。尤其是在地区
层次上思考国际秩序变化对于大国关系的影响则更为有限。因此，本文希望通过
解释东亚地区层次上国际秩序的新变化来探究中美俄三角关系正在发生哪些改
变，以及这些改变将对地区局势产生哪些影响。

一、 国际秩序的构成要素
国际秩序（International Order）是国际关系研究中的重要概念。然而对于这
一概念的核心定义，也即国际秩序由哪些要素组成，不过国家的国际关系学者则
持有不同的态度。有关国际秩序的最初研究来自于赫德利•布尔及其所代表的的
英国学派。在《无政府社会——国际政治中的秩序》一书中，布尔提出了其对于
国际秩序组成要素的经典定义：共同利益、共同规则以及共同制度。在布尔看来，
国际秩序既是共同利益、行为规则以及共同制度三者观念的结果。共同利益的观
念基于社会性的基本目标，行为规则的观念基于支持这些目标，制度的观念则有
助于使规则有效率①。
与英国学派的观点不同，美国大多数学者所持有的国际秩序观则深受肯尼思
•沃尔兹的“结构现实主义”的影响。沃尔兹强调权力的分配（Power Distribution）
是影响体系结构的根本要素，也是塑造秩序的根源②。以基欧汉为代表的新自由
制度主义以及以温特为代表的建构主义在承认权力根本性作用的基础之上，又分
别提出了制度以及身份要素对于秩序的关键性影响。美国学者约瑟夫•奈将美国

①
②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p 6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aw-Hill, Inc.,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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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同学者的看法归纳为：现实主义认为秩序主要反映的是国家间实力结构的分配；
自由主义者和建构主义者认为，冲突及其预防不仅由均势来决定，而且也由相关
国家的国内机构，国家的价值、身份、文化及跨国挑战来决定；解决国际冲突的
国际机构也有决定性作用①。
除了英国学派以及美国学者的经典定义之外，实际上近年来有关国际秩序的
讨论中正在产生一种新的、折衷主义的定义。这种折衷主义的特点是一方面承认
权力对于国际秩序形成的关键作用，但同时认为秩序带有极强的主观性质，是一
种体系状态的反应。例如亨利•基辛格在其所著的《世界秩序》一书中将国际秩
序的根本要素归结为两点：一是明确被各国所接受的规则，二是规则受到破坏时
各方自我克制的一种均势②。换一句话说，基辛格认为，合法性和权力是构成任
何一种秩序的根本要素。无独有偶，中国学者阎学通对于秩序的折衷主义定义阐
述的更为深刻，他认为国际秩序主要包含三个要素：主导价值观、国际规范以及
制度安排③。其中维持秩序的主要手段是规范和制度。而规范和制度的界定则是
源自于秩序内的主导价值观。主导价值观的变化决定了秩序内规范和制度的变化。
笔者在本文中所采取的有关国际秩序的定义更加接近于折衷主义的解释。即
国际体系的权力分配虽然是秩序形成的根本原因，但相对于秩序的主观性，权力
分配并不能构成秩序的组成要素。权力分配的直接结构是形成了体系的主导观念，
也即由体系内权力最大的国家（一般是霸权国家）为这个体系提供了根本性的行
为逻辑。同时，围绕着这个行为逻辑，体系会形成一系列的国际规范和制度安排。
这些国际规范和制度安排并非完全服务于主导观念，而更多是主导观念的现实反
映。其基本的变量关系如下图所示：

Joesph S. Nye,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Pearson
Longman,2009, p.276
②
Henry A. Kissinger, World Order, New York: Penguin Books, p.15
③
Yan Xuetong: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Cambridge:Princetion University Press, p.8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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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秩序

制度安排

主导观念

国际规范

权力分配

图 1 国际秩序的折衷主义解释逻辑
图片来源：作者自制

在折衷主义视角下的国际秩序中，国际体系内的霸权国家或霸权国家集团为
这个反应体系性质的秩序提供了主导型的观念。其典型代表就是维也纳体系下由
神圣同盟所建立的以“欧洲协调”为主导观念的欧洲地区国际秩序。在主导观念
的影响下，制度安排和国际规范得以产生。但同时，制度安排和国际规范受到权
力分配的影响，由不仅仅是主导观念结果，其中某些制度安全甚至有可能对主导
观念产生反向影响。这一点在发生权力转移的地区体现得尤为明显。如在维也纳
体系末期的欧洲地区，随着权力转移的产生，虽然其主导观念仍然是大国协调，
但制度安排已经由原有的神圣同盟转变为三国协约和三国同盟。而国际规范则由
均势转变为大国竞争。

二、东亚地区国际秩序的新变化
近年来，随着东亚地区权力转移的加速发展，尤其是中美之间权力格局的变
化，以及美国国内政治的推动，使得东亚地区的国际秩序在主导观念、制度安排
乃至国际规范方面都发生了明显的变化。这些新变化对于大国关系和地区安全局
势都在产生深远的影响。具体而言，新变化主要发生在以下几个方面：
首先，在主导观念方面，地区秩序的主导观念正在从防御性现实主义转变为
进攻性现实主义。如前文所述，这一主导观念的变化主要是由于体系内的霸主国
家美国政策的变化而产生的。有关进攻性现实主义和防御性现实主义的逻辑差别
学者们有着不同的提法。而根据唐世平的研究，进攻性现实主义与防御性现实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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义最大的差别对于权力是否等同于安全①。防御性现实主义认为权力不等同于安
全，权力的扩大并不一定使国家更加安全。而进攻性现实主义则认为权力越大则
国家越安全。国际体系内权力最大的国家最安全。因此米尔斯海默提出“大国政
治的悲剧”意即大国追求权力最大化过程中所产生的不可避免的冲突②。
以美国为例，美国的观念变化产生于 2008 年金融危机之后，尤其是自奥巴
马总统的第二任期开始，美国愈发明显地将其战略重心向亚太地区转移。“亚太
再平衡”也因此成为奥巴马政府东亚政策的标志。然而与之后美国政府的亚太政
策相比，“亚太再平衡”具有十分明显的防御性现实主义特点。也就是说，奥巴
马时期美国政府的东亚政策的核心目标在于维护美国的安全。对于中国的崛起其
更多采取的是预防性的安全政策③。然而从特朗普担任总统开始，美国的东亚政
策出现了明显的转向，美国将追求权力的最大化，而非安全最大化列为其东亚政
策、尤其是对华政策的主要目标。美国的安全在这一时期实际上并没受到明显的
损害，但美国的观念却发生了实质性的变化，即认为安全不再等同于权力。由此
带来了主导观念从防御性现实主义到进攻性现实主义的转变。特朗普“美国优先”
实际上就是要追求美国权力的最大化。尤其是新冠疫情的影响下，美国进攻性现
实主义的观念表现得愈发明显。而这一观念的转变在拜登政府治下实际上并没有
发生逆转，拜登总统曾明确提出其任内不允许其他国家，尤其是中国超越美国成
为世界上的头号强国④，这实际上就是特朗普进攻性现实主义的延续。因此有人
也将拜登的东亚政策称之为没有特朗普的“特朗普主义”。
而受到主导观念转向进攻性现实主义的影响，实际上我们看到东亚地区各国
都在被迫加强自己在这一秩序内的权力，尤其是安全领域的权力。近年来中国加
强了在南海、尤其是台湾海峡的安全措施，台湾问题正在成为中美关系中的热点
问题。日本近些年来不断加快其所谓的正常国家化步伐，通过推动实际意义上的
超越宪法“第九条”而扩大其在海外用兵的权力，同时通过加强与美国的合作，
增强武器装备的质量并开始部署诸如航母、隐身潜艇、海基高精度导弹等等武器。
Tang Shiping: A Theory of Security Strategy for Our Times: Defensive Re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50.
②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London: W. W. Norton& Company, p.89
③
The White House: Advancing the Rebalance to Asian and the Pacific,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1/16/fact-sheet-advancing-rebalance-asia-andpacific
④
GMANews: Biden Says China will not surpass US as global leader on his watch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1/16/fact-sheet-advancing-rebalance-asia-andpacific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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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韩国在朝鲜军事威胁明显减小的情况下，2019-2023 年军费开支将达到创纪录
的 2400 亿美元。而俄罗斯近年来也在加强太平洋舰队的力量，同时日益增加对
于亚太地区安全局势的关注。可以看出，东亚地区国际秩序受到美国主导观念变
化的影响，各国都在利用地区局势的变化来增加自己在安全领域的权力，从而进
一步推动了秩序主导观念向进攻性现实主义转变。
其次是在制度安排上，受到主导观念影响的转变，东亚地区国际秩序在制度
安排上也出现了两个新的变化：一是美国出于实践进攻性现实主义思想的需要，
加快推动亚太地区的同盟体系出现新变化。为了追求权力的最大化，美国正在抓
紧在东亚地区打造新的同盟结构，也就是由原来的轴辐式同盟逐渐向网络式同盟
转变，其重点在于推进所谓 2+3+4 同盟网络。即美日-美韩 2 个双边同盟加上
AUKUS 机制（澳英美同盟）和 QUAD 机制（美日印澳 4 边安全对话）。从而形成
了以美国为中心，联动太平洋与印度洋、太平洋与大西洋的网络式同盟结构①。
未来甚至可能将这一复杂的同盟体系向北约化的方向进行推进。从而进一步加强
对于中国的战略优势。
在制度安排上的第二个变化则反映出了东亚地区秩序的复杂性。虽然受到进
攻性现实主义的影响，地区安全局势相对紧张。但东亚地区国家处于规避进攻性
现实主义风险的对冲需要，正在重新构建地区内的多边合作网络。其典型代表就
是 RCEP 和 CPTPP 的产生。两者的产生实际上都与秩序观念向进攻性现实主义转
型有着非常重要联系。即东亚地区内各国出于稳定的需要，在中日韩等区域内国
家，尤其是中国在区域主导安全观念转型的背景下转而相互妥协并在经济合作领
域达成协议，从而稳固地区局势，对冲安全风险。
第三是在国际规范上，在主导观念的影响下，东亚地区的国际观念也在发生
着两个方向不同的变化。一是在进攻性现实主义的影响下，政经合一的原则正在
取代政经分离的原则成为地区内大国交往的新规范。长期以来，政经分离的原则
一直是东亚国家关系发展的主要规范，这主要体现在中日，中美，中韩关系中。
即国家间的政治关系并不完全影响经济合作。但近年来随着进攻性现实主义日渐
成为地区内的主导观念，使得政经合一已经开始取代政经分离原则成为东亚主要
地区力量的关系发展特点。美国不仅与中国在安全和意识形态上展开竞争，更是

①

CISSAR: Why the AUKUS helps the QUAD, https://cissar.com/2021/10/26/why-the-aukus-helps-the-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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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经济上对中国采取制裁手段，并建立 B3W（Build Back Better World）倡议，制
衡中国的“一带一路”倡议。日本也对中国在高科技领域采取限制措施。未来这
一趋势很可能也会影响到韩国，澳大利亚乃至其他美国盟国与中国的经济关系。
在国际规范上的第二个变化则是出于对冲风险的需要，以气候变化合作为代
表的新议题正在产生并可能成为地区内国家合作的新领域①。中国已经宣布要在
2060 年前实现碳中和；美国拜登政府重返《巴黎协定》并推进气候合作；日本、
韩国也出台了碳中和政策；俄罗斯普京总统也在今年《国情咨文》中宣布未来俄
罗斯的碳排放总量要小于欧盟并计划在年内出台俄罗斯应对气候变化的国家战
略②。气候问题和绿色发展成为国际规范的主流对于各国的经济发展合作以及东
亚各国之间的能源合作将产生非常重要的影响。有关碳关税、碳足迹乃至低碳技
术合作将成为未来东亚地区主要经济体之间合作的重要内容。这在某种程度上将
有助于政经合一风险的降低。

三、 东亚地区国际秩序变化下的中美俄三角关系
显而易见，中美俄关系作为东亚地区国际关系的支柱，其三角关系发展也将
受到在东亚地区秩序中主导观念，制度安排以及国际规范变化的影响。虽然中俄
关系明显要好于中美关系和美俄关系，但主导观念、制度安排以及国际规范所带
来的政治、经济以及安全挑战却仍将从更长远的角度带给中俄关系以新的冲击。
首先，是随着地区内主导观念由防御性现实主义转向进攻性现实主义，中俄
在东亚地区面临的安全风险都在增加。对中国来说，主要的风险在于如何管控与
美国的战略竞争。在进攻性现实主义逻辑的主导下，权力而非安全之争将成为大
国竞争的主要内容。这将造成中国周边安全压力的明显上升。尤其是在南海和台
湾海峡。而在地区内国家安全投入普遍增加的情况下，如何继续推动朝核问题的
解决也将是对中国的重要考验。而对于俄罗斯来说，地区主导观念转向进攻性现
实主义首先意味着俄罗斯的远东开发战略会受到挑战，进行区域合作的良好环境
将受到影响。俄日关系以及朝核问题的僵持实际上并不利于俄罗斯推动其“东转
战略”中对外经济合作政策的实施。时至今日，俄罗斯国内投资仍然是俄远东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limate change will reshape Russia,
https://www.csis.org/analysis/climate-change-will-reshape-russia.
②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1.04.2021, http://www.kremlin.ru/acts/bank/4679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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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的主要资金来源，这实际上决定了俄罗斯远东开发难以取得理想的效果。
更为重要的是，美国出于遏制中国的需要，在进攻性现实主义思想的指导
下，会对于俄中关系实施所谓的“楔子战略”。2021 年 8 月美国著名国际关系学
者库普乾在《外交事务》杂志上发表了《离间中国和俄罗斯的正确道路》的文章，
建议从 7 个方面瓦解中俄关系①。虽然其观点受到了来自俄罗斯官方以及权威学
者卡拉甘诺夫、卢基扬诺夫等人的反驳，但美国力图稳固美俄关系，将战略压力
全面转向中国的意图确是明显的。俄罗斯普京总统也曾在圣彼得堡经济论坛时在
被问及如何看待中美贸易战时提出“聪明的猴子坐山观虎斗”的表态②，可以说，
在进攻性现实主义的世界中，中俄关系面临来自美国的主要挑战恰恰不是共同的
战略压力，而是美国的分化政策。
其次是在制度安排方面，如何应对地区内的安全、经济合作制度转型是中美
俄都必须面临的问题。首先是美国同盟体系的变化。同盟体系的再构建是美国重
建地区霸权的关键步骤。中俄在东亚地区面临的共同问题在于两个方面，一是如
何共同防止东亚地区的安全格局的北约化。对中国来说，这里的关键是保障朝鲜
半岛的稳定而防止韩国被美国拉入到多边安全体系之中，而对于俄罗斯来说，则
需要面对如何在四方安全对话建立后处理与印度的关系并继续在中俄印三边关
系中占据中间调节者的地位。
而在区域合作制度方面，中美俄面临的共同挑战是都需要与新的区域合作制
度实现对接。中国需要进一步实现区域合作制度与本国经济发展的捆绑，实现
RCEP 和 CPTPP 的良性互动。中国已经申请加入 CPTPP，但是如何在地区秩序已
经发生变化的情况下推动与日本和澳大利亚等国的谈判将是中国推动构建统一
的地区合作制度的关键。同时，如何处理来自美国对于 RCEP 和 CPTPP 的影响也
是中国必须要面对的问题。而俄罗斯如要实践其大欧亚伙伴关系，则需要实现两
个方面的对接：一是俄罗斯远东开发战略与 RCEP 和 CPTPP 的对接，二是实现欧
亚经济联盟与 RCEP 与 CPTPP 的互动。唯有如此，俄罗斯才能够在未来的经济发
展中融入新一轮的东亚经济一体化，而不仅仅是成为能源供应者的角色。
再次是在国际规范方面，气候变化合作将成为中美俄三国互动的新领域。当
Charles A. Kupchan: The Right Way to Split China and Russi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8-04/right-way-split-china-and-russia
②
Nicole Hao: Putin Says He Will Watch as US-China Trade War Unfolds, The Epoch Times,
https://www.theepochtimes.com/putin-says-he-will-watch-as-us-china-trade-war-unfolds_2957850.html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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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气候变化合作已经成为中美俄之间可以开展共同对话的少数领域之一。同时有
关绿色技术的竞争与合作也已经成为国家间关系的重要方面。如何通过气候变化
合作避免美国以及西欧利用技术优势实现不对等竞争是中国和俄罗斯共同关心
的问题①。尤其是在欧盟推出碳关税政策的今天，作为温室气体排放大国的美国、
中国和俄罗斯都需要针对在绿色发展的政策进行协调。三国的协调对于全球气候
合作的推进有着非常重要的意义。同时必须要指出的是，中俄两国的能源合作必
将受到气候变化议题的影响。在中国宣布实施碳中和的情况下，未来如何在保障
中俄现有能源合作稳定的基础上进一步开发清洁和可再生能源合作将成为中俄
能源对话的重点领域②。
而在政经合一的规范方面，面对来自美国愈发长期化的技术制裁，中俄需要
加强彼此在高科技领域的务实合作，尤其是在半导体、芯片以及高科技产品研发
方面。俄罗斯具有应对西方技术封锁的经验和高水平的研发团队，而中国的资金
和市场则可以为两国的共同研发提供保障。中俄在东亚地区政经合一规范日趋明
显的情况下，进一步深化两国的经济合作水平对于保障两国战略协作伙伴关系的
发展具有非常积极的意义。但同时，中国并没有放弃缓和中美科技竞争的努力，
然而受制于国内政治氛围的影响，中国难以期待拜登政府在短期内对这一问题实
现让步，而如何避免在进攻性现实主义主导观念的影响下使得中韩中日之间的合
作也被“政经合一”的规范影响是中国必须要思考的问题。

Сергей Караганов, Игорь Макаров, Поворот к природе: нов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условиях
зеленой трансормации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политики, Москва, стр.95.
②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о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2октября, 2020
①

-8-

ø

÷

ò

ô
ô
ò

-9-

ïò

æ
ø»²¹¿¹»³»²¬÷

ìð

æ

øï÷
ó
ò

ô
ìð

ò

óîðïé

ïî

ñîðïè

ø®»ª··±²·¬ °±©»®÷þ

ó

îðïç

ê

ï

æ

ø¬®¿¬»¹·½ ½±³°»¬·¬±®÷þ

þ

ó

ò

ø×²¼±óÐ¿½·º·½ Í¬®¿¬»¹§
ô

Î»°±®¬÷þæ

ô

ø®«´»ó¾¿»¼ ±®¼»®÷
ô
ò

- 10 -

óîðîð

ë

Ë²·¬»¼ Í¬¿¬» Í¬®¿¬»¹·½ ß°°®±¿½¸ ¬± Ì¸»

Ð»±°´»ù Î»°«¾´·½ ±º Ý¸·²¿æ
ö
ø½±³°»¬·¬·ª» ¿°°®±¿½¸÷
ô

ö

ò

ô

ô
ô
ò
ïç

ö

ò

ó
æ
þ

ø§¬»³·½÷

ò
ó

ä

ö

ù

â

øîðîïòíòí÷æ
ô

ô
ò

ô

öþ

ô

ô
þ

ò

í

þ

ô
þ

- 11 -

ò

ó

äîðîï

â

ìòîï

ù

öù

ô êòè

ø
ô
ô

ó

æ

ô îðîïò ìòîê÷ò

ô

ò

ô

÷

ò

æ

ö
ô
ò

æ

ò
ò

ö
î

ïð

ô
þ

öþ

ò

æ
òþ

ÜÒß

þ

ò
ö

ó

ò
ù

ö
ù

ù

ò

- 12 -

ù

óä

âþ
ô

ö

ó

í

ô
ô

ô

ô

øÒßÌÑ÷

÷

ô

Üóïð

ø

Ùéõ

ò

ó ó

öî

ó

ì

ôí

ì

ò
ô

öç

ô

ô

ó

ßËÕËÍ

ò

í

öîðîï

ïð

îé

ÛßÍ

ó
æ þ

ô

ö

ô

ô

ïð

îç

ô
ô

ô

Ùîð
øÛË÷
ó

- 13 -

ó

ó

þ
þ

ôþ
þ

ø

ô

þ

þ

ô îðîïòïï÷ò

ø ô

ô

÷ò

þ
þ

½±³°»¬·¬·ª» ©¸»² ·¬ ¸±«´¼ ¾»ô

½±´´¿¾±®¿¬·ª» ©¸»² ·¬ ½¿² ¾»ô ¿²¼ ¿¼ª»®¿®·¿´ ©¸»² ·¬ ³«¬ ¾»÷

øî÷
ó

ø

É¸·¬» Ø±«» Ý¸·»º Í¬®¿¬»¹·¬ô

÷æ

ïçéð

þ
ò

ô

ô

ò

ô

ÉÌÑ
ò

îð
þ
ô

þ

ô
ò

ô
- 14 -

æ

ë

îðíë

ô îðëð
îðîë

ï

ò
îï

å
ô

ô

å
ëÙ

å

å
ò

îò

æ

ó
þ

þ

ò

ø

ô

ô

ø

îðïé÷ò

îðïèô ëìóëë÷ô

ò
- 15 -

óîððè
ò
ô

öîðïî

ô

ò
ö
ô
ò

ô

ò

óïçìç

í
ø

æ

÷

ø
þ

öîðïé

þ

÷

ô

ò

ïç

þ
ô

æ

øîðîðóîðíë÷æ þ

øîðíëóîðëð÷æ

þ

þ

ô

ô

å

ô

ô

ô
ò

- 16 -

ò

æ
æ

ïò

ô

ó
ò

å

ó
æ
ø°¿·ª»÷

ø®»¿½¬·ª»÷

ô

ò
ó
ø
ò

ö

æ

ô

ô

ô

ô

æ

ô

¿ò

ô

ô

ò

¾ò îðîð

í

æ

ô

ô

ô

- 17 -

ô

ô

ô

ó
ô îðîî

í

ò
ô

ö

ô

ô

ô

ô
ò

ë

öîðîï

ïð

ø

÷

ø

ô
ù

ô

ø

ô
ô

÷
÷ù

ò

ö

ø

îðîï

í

÷

æ

ò
ø

íòïç ÷ò

ò

ø½±²¼»½»²¼·²¹÷
îðîï

æþ

í
ø

÷òþ

ô

ô

ó
ò
ö
ô

ò
- 18 -

îò

æ

ô

ô

ò

ï÷
ö

ô
ÍÒÍ
ô
ò
÷

î÷
ó

ø

ô

ì

ò

ö
ô
ô

öîðîï

ø

ò

ôí

ìóïï
ïì

ë

ïí

ì

øîðîïóîðîë÷

øÎúÜ÷

éû

- 19 -

òò

í÷

ó

ô
ø

÷

ò
ù

ö

ù

ß×ô

ô

ô
ò

ì÷

ó

ë
ò
ô

æ
æ ÎÛÝÐ ø

÷ô
ò
æ

æ
ß××Þø

ø

÷ô ÎÝÛÐøïë

÷ô ÍÝÑø

÷ô ÞÎ×Ýø
ò

ÝßÌÐÐ

ô Ùîðô ßÐÛÝ

ô

ò
- 20 -

îî
÷

ï

÷ô

ô

ô

ô

ô

ô

ô

ô

ÛË
ø

÷ô

ô
ô

æ

ò
ô

ö

ò
øÖ«²¹ Øò Ð¿µ÷
Ì®§·²¹ ¬± ´±±»² ¬¸» ´·²½¸°·²æ

îðîð

é

¿°°®±¿½¸ ¬± Í±«¬¸
ò

ö
ø

ò

ò

æ

ó

ô
ô
ò

æ

ïò
ï÷

ø

)

æ
æ
ô
ô

- 21 -

î÷
ó

ø

): îðîïòïðòïï

øÇ¿²¹ Ö·»½¸·÷
Katherine Chi Tai

ô
Ô·« Ø»
ò

ô

ó
ò
ùÙîù

ò

ó

ô
ò

ò
æ
ò
ò
ò
ò

ö

ò

- 22 -

í÷

)æ

ø

ïòë øîðîïòìòîê÷

ô

ó

þ

þ

ò

ô

ô
ò

ô

ò

ô

ó
ò
ô

ö

ò

îðîïòí

ô

ô

ô

ò
ô

ïð

ó

ò

ì

øÚÌ÷

ù

ô
ò

þ

þ

ó
þ
ô

ö

þ

ò
ùîðîï

ù
ô '

.

- 23 -

'

ò

ù

ó

ò

ô

ò
ô
ò
ô

ó

ò

ô

ò

ô

ó

æ

å
ô
ò

ó
ô

ò
ò
ò

ö

ô

ò
ô

ö
ò

þ

ó
ù

ù

ô

ô

þ

æ

ïòë
ù

ò

ù

ò

- 24 -

ì÷

)

ø

þø

ó
÷þ

æ

òþ
ò

þ
ò
ò

ö
ò
ò
ò

ó
ò

ò
ò

øîïòìòîï÷ò

ó

ô
ò
ô

ò

ò

ö
ô

þ

þ

þ

ò

þ

ô
ò
ò
ô

ö

ô
ô

ò

ñ
ò

- 25 -

ë÷
ó

ù
ô

ù
ù

ù

ò

ò

ó
ò
ò

ò

ô

ó

ô

ô

ì

ò
ò

ó

æ
á
ò
æ ÎòØ¿¿

ï÷

Ýò Õ«°¹¿²

ô

ô

ô

ô

ò
æ

î÷
ò

æ

í÷
ì÷

ò

æ Þ®¦»¦·²µ·æ
ò

æ
ò

- 26 -

îò
ï÷

øÖò Ò§»÷æ

ó
ò

ô
ò
ô
ò

ô

ö
ô

ô
ò

ô
ò

ö

ò
ò
ò

î÷

øÜ¿ª·¼ Í¸¿³¾¿«¹¸÷æ

ó

îòð

öù

ù

ù

ò

ù

ô
ò

ù

ù

ò
ò

ó
ò

- 27 -

ó

æ
ò
ô

ô

ô

ò
ò
ò
ò
ô
ò
å
ò

ÍÒÍ

ô
ò

í÷Ô· Ý¸»²¹ø

÷æ þ

øÝ±´¼ É¿®ó´·µ» ¾´±½÷þ

øÝ±´¼ É¿® ¬§´» ¿´´·¿²½»÷

ö

æ
ô

þ

þ

þ

þ

ô

ô ÛË

ÛËó

ô

ò
ô

ö
×Ì

ô

ô

ò
ô

ö

ò
ò

- 28 -

ò

ó

í

æ
ô

ï÷

ô

î÷
í÷
ò
î÷ô í÷

ó

ò

æ

æ

ö

ò

ö
ô

ö

ò

ó
ò
- 29 -

2021년 고려대-길림대 국제학술회의

박인휘(이화여대)

한미동맹의 변화와 전망: 북한 비핵화 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I. 머리말
II. 국제질서의 변화
III. 바이든 외교정책과 한미동맹
IV.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안보-경제-국제’의 결합
V. 맺음말

I. 머리말
- 한미관계는 통상 ‘동맹(alliance)’이라는 특수한 외교관계로 특징된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동맹은 ‘적의 공유’를 의미하는데,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동맹은 결과적
으로 ‘안보(security)’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자원의 공유라는 매우 높은 수준
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뜻함.
- 주지하는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파트너이고, 1953년 10월 현재의 동맹관
계가 체결된 이후 양국간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동맹관계 안에 적절히 수용되었고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자산 요소가 되었다.
- 과거의 경우 동맹관계가 상대적으로 군사 중심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글로벌 이슈 등에 걸쳐 매우 포괄적
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동맹관계에 합의하게.1) 한미관계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
할 것인지, 국제환경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미관계에 수용되는지, 북한문
제의 해결은 한미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더욱 치열해질
미중경쟁은 한미관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국가 과제의 핵심 질분에 해당함.
- 바이든 행정부 등장은 ‘외교의 시간 도래’로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국제안보 현
안들에 대한 외교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 시점에
서 적어도 한반도 문제의 경우 예상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임.2)
1) 하영선, 『21세기 신동맹』 (서울; EAI, 2010); 황지환, 『한미관계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2) 외 다
수.
2) Stephen M. Walt, “Is Biden’s Foreign Policy Failing?,” Foreign Policy, Sep 30, 2021; Rob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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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예상과는 다소 다르게 전개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1) ‘코로나 위기’로 상징되듯이 국제정치적 환경 자
체에 문제가 있었던 점, 2) 대중 압박에서 잘 보여주듯이 국제사회 변화 자체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객관적인 인식, 3) 아프간 철수 방식, 이란협상 지연 등의 사
례와 같이 ‘국익에 우선한 외교’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
다. 1) 한미동맹의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위 ‘국제질서변화’로 알려
진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2) 바이든 행정
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3) ‘안보 vs. 안보’ 교환게임을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가능
한지? 특히 마지막 3)번 문제와 관련하여, 북핵문제를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어젠더로 가정하고, 이와 관련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함.
II. 국제질서의 변화
- 미국으로 대표되는 초강대국의 리더십은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영에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미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분석적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

공공재

(international public goods)’의 제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공공재는 사회
과학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국제정치에서 국제공공
재는 미국이 ‘국제안보’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비
용을 부담하거나 혹은 관련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위협과 고통을 해소하고 서로 일체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함.
- 물론 이러한 설명이 미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미화한 경향이 있고, 공공재가 결국
에는 미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유재(private goods)’로서 기능했
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를
주도하고, 세계 각 지역의 분쟁을 해결한 미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역할이 전후 질서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가 정착되고 공고하게 작동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이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종의 자유주의 편향
Gramer, “Can BIden Solve the North Korea Puzzle,?” Foreign Policy, June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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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핵심 원칙들(민주주의, 시
장경제, 다자제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같은 엄격한 전제조건을
강요하지는 않았음. 개별 국가의 개별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국제질서의 개방성을
유지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
는 중동 일부 국가 등은 이러한 예외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국가들임.
-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세계화의 이름으로 지
난 30년 동안 일종의 ‘개방적 다자주의’가 거대한 물결처럼 넘쳐났음. 특히 미국
이 ‘미래예측’과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시켰다는 사실은 세계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인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음. 중국의 ‘세계화’가 미국의 초대에 의한 것
인지, 혹은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
든 2000년도 전후를 시작으로 중국은 민주주의의 유무와 무관하게 또한 시장원
리의 준수와 무관하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적극 수용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21세기는 일종의 ‘개방적 다자주의 질서’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임.
-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원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듯하더
니, 2015년~16년을 전후로 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하기
시작함.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영국의 EU 탈퇴 결정(Brexit), 일본의 극우 민족
주의 유행, 러시아의 권주의의 리더십, 국가이기주의, 중국의 패권주의 프로젝트
(일대일로) 등의 현상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0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는 한 마디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3)
- 2차 대전 이후 공고하게 유지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코로나의 급습으로 더욱 근본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질서변화 - 미국의 역할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의 연결성
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먼저, ‘세계
화는 후퇴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동안 너무도
급속하게 진행된 상품과 자본의 이동, 국경의 사라짐, 생산을 위한 세계 ‘생산 공
급망(supply chain)’의 과도한 밀집 등과 같은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식간
에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임.
-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설사 세계화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계화는 우
리의 의지대로 멈출 수 있는 대상인가? 이러한 질문에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 역
사 속에서 참고한다면, 비록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세계화였기는 하
3)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그 자체로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보다는 최근 수
년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자유주의 국제질서 후퇴의 징조들과 함께 맞물린 현상에 주목하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된 위기를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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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세기 초의 과도한 상호의존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이 세계 1차 대전으로
연결되었고, 폴라니는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세계화가 초래한 ‘대변혁’으로 설명
한 바 있음. 당시 세계화의 반작용이 1차 대전이었고, 그 이후의 질서가 또 다시
파시즘과 2차 대전을 포함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는 다시
미국을 매개로 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세계시장의 통합이라는 길을 선택한
바 있음.
- 특히 코로나는 전통적인 국가 단위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일종의 ‘사악한’ 성격의
문제이다. 그나마 코로나는 ‘발생, 가시화, 문제화, 확산 및 악화’ 단계가 일종의
시퀀스를 보이면서 단계별로 관찰이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초연결 시대에 복잡성
과 상호연계성이 증폭된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
지 않다가, 나중의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할 사안들도 많을 것으
로 짐작됨.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진원지 논쟁’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국가들이
저마다 정보의 왜곡과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논리를 내세울 것은 너무도 자명해
보임.4)
- 두 번째 고민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은 완
전히 새롭게 정의되는가의 문제임.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외교의
시간’이었고, 국제협력을 통한 전통적인 민주당 외교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과거
와 같은 국제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할 외교안보 자원(resources)이 절대
부족한 현실임. 21세기 이후 초강대국 지위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의 상
대적 힘의 축소 자체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기 때문임.5)
- 미국의 제한적인 리소스는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경우 태평양과 인도를 전략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중국의
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핵심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완성으
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안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동
시에 이 전략은 미국 아시아 전략의 효율성과 비용 문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음.
통상 네 개 지역으로(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나눠서 관리되던
아시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임.
III. 바이든 외교정책과 한미동맹
1. 외교정책의 주요 특징

4) 윤정현, “초국가적 난제 시대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166(2020).
5)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And the Rise of the Rest (NY: Pengu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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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피즘’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존
-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일련의 외교정책 사례를 통해 트럼피즘은 여전히 유
효함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핵협상 과정 진
행 상황, 아프간 철수 과정 및 관련한 유럽 국가들과의 논의 과정, 외교안보
이슈를 국내정치적 에너지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바이든의 노련한 리더십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 & 트럼피즘 공존의 핵심적인 내용
1)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반대 & 국제리더십 역할 재조정
2) 미중갈등 악화에서 확인하듯이, 미국의 이익을 뺏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3) 미국 내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자리 지키기 등
-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자국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
국의 대외관계가 갑자기 큰 변화를 몰고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
배적임.
- 정치적으로 저평가된 평범한 화이트 아메리칸, 중국의 부상에 속수무책으로 당
하고 있다는 국민적 실망감, 불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미국의 비용만 들어간다
는 불만, 세계경찰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의 회의감, 이러한 정서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6)
- 바이든이 내세운 가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임
기 동안 법인세 인상, 의료보험 개혁, 최저임금 향상, 국제협력 주도 등의 사안
들이 미국인의 보통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2) 사회 분열과 ‘뉴딜 2.0’
-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미국인에게 피해가 집중된 사실
을 포함하여, 바이든 정부 이후 그러한 국내정치적 불만이 아시안을 향한 극단
적 혐오로 표출되고 있음.
-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인종갈등적 사건들은 미국 사회
가 처한 극단적인 사회분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 60년대 말의 사회분
열과 90년대 초의 사회분열이 정치혁명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다시 재현될 것
인지가 문제인데, 바이든의 리더십 성향과 현재의 미국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짧은 미래에 미국 사회의 정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움.7)

6) Elise Labott, “When the White House Changed Hands, It Changed Tone but Not Policies,”
Foreign Policy, Sep 22, 2021.
7) 60년대말 미국 사회의 분열은 70년대 초 미국정치 개혁의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의 개혁은 의회내 젊
은 지도자들 및 언론이 주도한 바 있음. 90년대 초 미국정치의 개혁과 변화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큰 영향
을 미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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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공공재
-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파리 기후협약 복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가
장 크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외교정책은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과 ‘새로운 국
제공공재 제공’에 있음.
-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출된 국제공공재 회피(TPP, 유네스코, 파리기후협약
등)는 결국 미국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사유재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동맹관계’ 역시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동맹파트너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국제기구 통한 리더십
혹은 일방적 조치를 통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실종된 바, 바이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향후 핵심 사안으로 다룰
것임.
- 한 마디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8)
- ‘국제협력’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요구사항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시점임.
4) 미중갈등과 강대국정치
- 근대국제질서 이후 강대국정치는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었음.
- ‘강대국정치’는 한 마디로 강대국 간 갈등과 경쟁의 양식이 국제질서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판단과 행동의 규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짐. 오늘날의 강대국
정치는 한 마디로 미중갈등의 방식과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9)
- 미중갈등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 시점에서 미중갈등이 어
떤 국면에 직면했는지, 또한 바이든 정부 이후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됨.
- 기본적으로 최근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
형’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거듭되었고, 예상건대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동맹강화’(안)와 같은 내용의 정책 기조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각 행정부의 이념적 특징과 정책기조는 조금씩 달
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일관된 정책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됨. 즉, 어떤 정책이 계승되고 동시에 어떤 정책이 변화하는 가에 대해서 정확
한 판단이 필요함.
8) 박인휘, “새로운 국제질서와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 서울연구원 편,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
을 묻다』(서울: 서울연구원, 2020).
9) 박인휘, “강대국정치와 미중갈등: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 『국가안보와 전략』, 20권 4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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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과거 아시아가 네 개 지역으로 구분되었던(동아시아, 중
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관행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듯하고, 현재의
QUAD 연합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
됨.
2.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 미국 국제리더십의 두 개 핵심 축, 국내정치적 기반(domestic resources) &
글로벌 동맹 기반(international resources)
- 1953년 이후 시기적으로 다소의 부침은 있어왔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점
에서 한국의 동맹적 가치는 대체로 증가해 온 것이 사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
가 처한 국제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같은 동맹 파트너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국력이 증대함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 안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성
이 어떤 형태로든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한 한국(or 미국) 정부가
그러한 자율성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10)
- 바이든 행정부 첫 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체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북한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
판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서 약간 진
화’로 규정하고 있음.11)
- 이런 맥락에서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상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
통령은 서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지지’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 지
지’를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대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정체성과 유사하지만, 한국 정부의 평화 의지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
져 있음.
IV.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안보-경제-국제’의 결합
-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군사적 관계 수준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외교 관계를 의
미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양 정부의 외교안보적 입장 ‘차이 혹은 유사성’이 가
10) 예를 들어, 과거 1990년대 이후 소위 ‘평시 전작권’이 한국 정부로 넘어오고,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주요 문제와 변화요인은 군사적인 문제 못지않게 소위 ‘잉여 영역
(residual sector)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음. i.e. ’동맹관리‘의 잉여영역 = 미군의 한국 민
간인 대상 범죄 사건, 한국 내 미군 영토의 토지 관할 문제, 동맹분담금 내부의 항목 조정 문제, etc.
11) Scott A. Snyder, “Biden’s Policy Review Leaves North Korea Challenge in Limbo,”
Foreign Affairs, May 19, 2021.

- 7 - 36 -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슈가 바로 ‘북한문제’에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북
핵문제’ 해법에 대한 한미 간 협조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비핵평화프로세스: 한반도 안보구조와 기능주의의 실패
- 북핵문제가 30여년의 한반도 안보 위기로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
결에는 실패.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반복적으로 집권하면서 북핵문제를 포함
한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무력 능력만
완성 및 고도화
- 왜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었던 것일까?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한 결과
1) ‘거래적’ 접근의 한계
- 첫째, 북한을 상대로 한 ‘거래적 성격’의 기능주의 접근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
다.12) 1993.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보수적 접근과 진보적 접근이 다
양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제시. 소위 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압박과 제재’ vs.
진보의 ‘관여주의 햇볕정책’
- 두 가지의 상징적인 대북정책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반 한 접근을 시
도함으로써, ‘거래적(Trade-off) 성격의 대북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 ‘핵포기 및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지원’ 사이의 거래를 상정하였고, 일시적으
로 북한과 한국(국제사회)은 이러한 거래를 수용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 발생.
예, 진보정권의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협력,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보수정권의
‘비핵개방3천’,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마샬플랜’ 등과 같은 정책
구상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선택을 경제적 대가로 강요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
- 그런데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이 ‘경제적 보
상’뿐이라는 판단. 결과적으로 한국을 생존적 혹은 안보적 목적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 -> ‘통미봉남(通美封南)’이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같은 행태로 표출.13)
- 결국 ‘안보와 경제 사이의 거래’를 상정한 셈인데, 북한의 생존을 경제적 거래
의 성격으로 치환시킨 우리 정부의 접근법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

12) 박재규 외, 『새로운 통일 이야기』 (서울: 한울, 2017); 김학성,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제
도주의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2호(2016 여름), pp. 1~33;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
를 위하여』 (서울: 한울,2011) 등 참고.
13)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참고 박인휘, “북핵문제의 새로운 접근: 포획이론과 한미중협력,” 한국국제정치
학회 통일안보학술회의,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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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
2) 핵을 생존으로 상정한 북한의 논리
- 30년의 대북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두 번째 이유로는 핵개발을 ‘생존’과 동일시
한 북한의 전략적 논리개발에 있음.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핵’은 생존적 차원
의 수단14)
- 북한의 논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핵능력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시키는 평화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15)
- 핵을 생존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주의
적 차원에서 접근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결과
- 다시 말해, 핵 보유가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과 거래할 수 있는 교환의 대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 한국이 제안한 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은
처음부터 비핵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핵포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불가
- 결국 근본적인 질문 제기 “비핵화와 등가성을 가지는 대안이 무엇인가?”
- 무엇을 제안한다면 ‘생존적 성격의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 ‘비핵평화’ 고
민의 출발
3) 한·미·중 이해관계의 차이
- 현재의 동북아 지역안보질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정착, 이때부터 근대 주권
개념에 기반 한 동북아 행위자들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시작. 그 질서 형성의
중심에 미국이 위치16)
- 그런데 한반도 문제의 핵심에는 ‘국제적 성격(국제성)’이 작용. 한반도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안보이익구조) 매우 달랐음.17)
-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된 것은 상대적으
로 최근의 현상. 트럼프 행정부 이후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대한 전례가 없는
속도전을 감행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개발이 진행되면서 문제의 심
14) 북한의 ‘핵=생존’ 논리가 한반도에 작동하는 분단구조와 상호의존적 측면이 있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참고 박인휘, “북핵 20년과 한미동맹: 주어진 분단 vs. 선택적 분단,” 『국제정치논총』, 53권 3호
(2013 가을), pp. 181~208.
15) 『연합뉴스』, “북한의 ‘북핵우산 남 보호론,” 2006.10.23; Jihwan Hwang,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9, No. 5(Winter 2009).
16) Kent E. Calder, “U.S.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in Samuel Kim,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Lanham, MD: La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4).
17) 김성한, “동북아 세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국제관계연구』, 20권 1호
(2015 봄); 이상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 19권 1호(2013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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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인정
- 중국의 경우 ‘북핵문제의 심각성’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차별적이면서도 조
화롭게 공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을 바
라보는 인식과는 무관하게 북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님.
- 미국과 중국 모두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의 현상유지를 선호(or 묵인)하면서 해
결을 위한 외교안보 자원을 적극 투입하지 않았음. 한국전쟁 이후로 형성된 현
재의 동북아 지역질서가 당분간 구조적 변화 없이 유지되기를 희망
-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경쟁이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
에서 한반도 문제까지 악화되어 미중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전환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음.
2.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모색: ‘안보-경제-국제’의 결합
- 이상과 같은 배경과 이유에서 지난 30년간 핵문제로 상징되는 북한문제 해결
이 어려웠다면, 현실에 팽배해 있는 북한 비핵화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외교의 시간’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
1) 정책 개발에 앞선 핵심 고려 사항
ㅇ ‘핵문제 환원론’의 함정
- 과거 구조주의자들은(왈츠류의 신현실주의자) 강대국정치를 하나의 학문적 분
석 대상으로 설정했고, 모든 문제를 구조적 속성으로 설명 시도 -> ‘구조적 환
원론’이라는 비판
- 국제구조와는 무관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신현실주의자들
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
- 북핵문제 접근 과정에서 드러나는 ‘핵문제 환원론’의 함정
- ‘북한 핵문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구조
적 속성으로 바라봤던 ‘구조적 환원론’의 실수처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와는 무관
- ‘핵문제 환원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중갈등의 강대국정치가 한반
도 안보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움. 북한의 핵개발을
통한 생존전략에는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상시 관여자(간섭자)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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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manageable한 수준의 ‘비핵화 협상’을 디자인해야 함.
ㅇ 미중갈등과 북한 버전의 그랜드전략
- 미중경쟁의 심화는 북한이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
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갈등의 구조적 변화가 한창 전개되던
2011/12년에 집권한 김정은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을 자국의 안보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고, 이와 연동되어 어떤 형태로
든 미중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양국간 새로운 관계설정이 정착되
고 관련한 국제제도적 세팅이 완성되기 전에, 동아시아는 일종의 미중경쟁으로
인한 혼란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이러한 시기를 자국의 영구
적인 생존을 확보하는 생존전략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18)
- 공교롭게도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집권하는 2012년부터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 속도전을 시작하는데, 북한의 생존을 건 외교적 담판과 미중경쟁 가시화
시기가 맞물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 결과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일종의 북한 버전의 그랜드 전략이 작동중임.
ㅇ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 한반도는 왜 유일한 전후질서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았고, 탈냉전의 국제안
보환경이 한반도에 투영되지 못했을까?
- 북한의 핵개발은 구소련의 몰락과 한중수교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데, 소위 ‘남북한 사이의 내적균형’과 ‘한미 및 북중(소) 사이의 외적균형’이 한
반도 안보상황에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다가 냉전 질서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외적균형이 일거에 붕괴19)
- ‘외적 균형’의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 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옵션
- 특히 핵개발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을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가 남북간 게임이라는 차원
18) 박인휘, “김정은시대의 외교전략,” 박재규·김갑식 외, 『새로운 북한 이야기, 서울: 한울(2018). 한편
미중경쟁의 전개가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는 참고 David
Kang, Xinru Ma, “Power Transitions: Thucydides didn’t live in 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2, No. 1(2018), pp. 137~154; David M. Edelstein, “Cooperation,
Uncertainty, and the Rise of China: It’s About Tim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2,
No. 1(2018), pp. 155~171.
19) 한반도 분단 구조가 안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내적균형’ 및 ‘외적균형’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
호(2008), pp.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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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서 미중간 게임의 상황은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고 판단.20)
- 한 마디로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한반도 안보구조의 ‘국제성’ 활용을 극대화
한 국가 생존전략
2. ‘안보-경제-국제’ 결합을 통한 해법
- 연구자로서 두 개의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
- 첫째,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미중갈등-북핵전략’의 삼중 연결성을 어떻게 증
명할 것인가?
1) 미중갈등은 북한에게 생존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는가?
-> 위에서 미중갈등이 북한 생존전략과 연결성을 보이는 부분을 설명
2) 미중은 한반도에 가용한 모든 외교적 resources를 투입하는가?
-> 탈냉전기 단구조의 지속은 북미중의 이익이 현 상태로 교환됨을 증명
-> 북한: 냉전기와는 다른 ‘선택적 분단구조’ 강조
미국: 한국전 이후 현재의 지역안보 구조 선호
중국: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거부
3) 한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무엇이 문제인가?
-> 지난 30년의 ‘경제 제공’ 및 현 정부의 ‘안보 제공’ 모두 실패
- 둘째,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외교의 시간’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
게 적용될 수 있을까?
-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세 개의 정책 옵션 영역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만 가능
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됨.
- 비핵화 = ‘거래 영역(경제)’ + 생존보장 영역(안보)‘ + 국제적 영역’
- 1)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제는 다른 정책 영역인 생존영역(안보 제공) 및 국제적 영역(미중의 적극
적인 역할)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장할 것임.
- 2)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통 국가들이 규정하는 ‘국가 안보’와는 근본적으로 상
이한 안보담론을 전개. 즉, 국가안보가 ‘김씨 패밀리’의 안보를 의미하는 ‘리더
십 안보’ 및 ‘레짐 안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 김정은이 희망하는 방식의 정권 생존 보장은 북한이 지난 30년동안 전개해 온
20) 박인휘, “한반도 ‘안보-안보부재’의 정치학: ‘한미-남북’ 관계의 모순적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45
권 2호(2012), pp. 229-249.

- 12 - 41 -

‘핵무력을 통한 생존전략’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가 추진했던 핵과 평화를 교환하는 ‘안보교환모델’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
음.
- 3) 마지막으로 ‘국제적 영역’의 경우 한반도 문제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국
제적 성격’으로 인해 미중의 강대국 정치가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고, 미중간
정책적 합의 없이는 북한 비핵화 달성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함.
V. 맺음말
-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관계(동맹)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자
산임을 부인할 수 없고, 모든 동맹관계가 최적의 균형점(equilibrium)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관찰 요인이다.
- 국제자유주의질서의 조정, 미중경쟁의 새로운 국면, 동아시아 역내질서의 변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의 결과 등이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 국가
운명의 차원에서 정교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임.
- 본 글은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한미동맹이 직면한 핵심 이슈라는 전제 하에,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
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
델’의 성공 가능성 및 한계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에 발견되는 대외정책의 특징과 관련한 대
한반도 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노력했음.
-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극대화한 북한의 안보전략임을 인정하
면서,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
정은 경제지원(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 및 미중
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적 접근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외로 발견되는, 대중국 압박전략을 제외한 대외전략의 소극
성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북 정책(안보+경제+
국제 간 효율적인 결합)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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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对华政策变化趋势
巴殿君
美国对华政策的支柱核心体现在的排他性双边同盟方面，无论是冷战时期还是冷战后，
对抗性、排他性的传统现实主义同盟持续至今。其典型特征表现为：自上而下、对内为封闭
和控制性的，对外表现出对抗性与排他性，具有鲜明的政治和军事倾向。后 2021 时代，美
国对华政策表现出新的体系特征。
一、冷战后，导致美国排他性同盟出现变化。1、其行动空间由东南亚、东亚向亚太、
印太区域全面扩展。双边联盟和小多边合作等其他形式的安全组织共存、互动，共同塑造着
印太的区域秩序。2、战略目标。冷战后排他性同盟由“恐苏”转变为对华“憎恶”，对抗性
趋势在不断加剧。在权力体系上，美国试图在打造一个不开放，不对称的区域性遏制体系。
3、制度建设：
“硬双边和软多边安全经济关系”。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TPP)与印太战略机
制，将东亚涵盖其中，制衡中国的崛起，内化东亚区域一体化进程。东亚一体化建设进行限
制。
归纳而言，美国的同盟政策表象是竞争性，手段是对抗性，本质则是排他性的。美国一
方面防止地区主义形成，导致盟友的离心倾向，同时，时刻关注地区大国挑战美国的霸权地
位。希望通过 TPP、印太战略等制度设计将中国排斥在外，扩大竞争性制度的涵盖范围。
二、自阿富汗撤离之后，中美关系进入“后 2021 时代”
，面临新的特征。
1、中美关系经历了 2001 与 2021 两轮国际重大事件转焕。
“9.11”事件，中美结成了反
恐盟友，全世界共同打击恐怖主义。
“后 2021”，大国竞争加剧，美国与盟友之间的分歧扩
大。
2、美国国家安全的根本利益与目标重新界定。 美国以中国为目标，美国寻求建立更小
核心圈子与更大的同盟圈子扩容。 AUKUS 的成立标志美国要将盎格鲁撒克逊同盟打造成为
遏制中国的核心。AUQD（印太战略）不断吸引新盟友与老盟友的加入扩容。
3、中美地缘政治角色出现新的变化。离岸制衡由过去的对中小国家的军事直接介入转
向对中国与俄罗斯的权力之痕、威胁制衡与制度之痕转变，混合制衡成为遏制中国的主要方
式。
4、中美博弈的主战场将在第一岛链展开激烈的博弈。预示着美国将在第一岛链内的近
海、近洋领域对中国展开经常性的军事制衡，中美在印太边缘地带将会呈现出激烈的制衡与
反制衡的博弈。
三、中美关系未来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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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后 2021 时代”中美将在制衡与反制衡、全面竞争与部分合作中前行。双方关系经
过彼此的长时间的“谋篇布局”
，最终实现“和平共存”
。中美关系未来走向不是在谁吃掉谁
的“下象棋”
，而是长期竞争共存，下围棋的目的并不是彻底干掉对方而是最终实现与对方
的共存，因为围棋盘上的态势是“白中有黑、黑中有白”，相克相生，不可能只有一方的存
在。所以，既然中国与美国之间地缘战略竞争的战略规划指导原则为“下围棋”
，因此谋“和”
而不求“霸”
，为此，中美竞争取决于多边主义的全球经济“虹吸效应”，通过经济让利带动
全球经济的全面发展。如下原则：
1、必须基于多边主义全球化理念，坚持开放、包容互惠，拒绝蓄意干涉，世界各国强
化友好合作与交流。
2、要跳出西方同盟性排他性中心主义，必须坚持和而不同、兼收并蓄。找到适合中美
关系的平衡点是中美关系稳定发展的未来所在。
3、必须坚持多边安全机制的构建，推动全球内安全合作与经济合作并行不悖。
4、推动全球化与包容性区域主义的广泛融合。倡导多元区域主义的对话协商机制构建。
巴殿君，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学术委员会主任、东北亚研究中心副主任、国际政治所
所长、匡亚明学者卓越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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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일관계와 한국 외교의 선택
박영준 (朴榮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1. 인도-태평양 시대의 지정학적 불안
가. 강대국 전략경쟁의 회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은 초강대국 미국과 제2의 강대국 중국간 전략적 경쟁의
장이 되고 있음

1)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인도-태평양 전략

:21세기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 약화의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 이후 중국
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1), 2017년 이후 그 대응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을 참가시킨 쿼드
(QUAD)를 결성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음2)
:이같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에도
큰 골격은 유지되고 있음3)

2)중국의 대미 인식과 일대일로 전략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대외적으
로 대국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2015년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리밸런싱 전략을 추구하고 동맹국들을
1)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Defense
(January 2012). 오바마 정부는 문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파워투사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칭적 수
단으로 A2AD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
2)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Department of Defense, June 1, 2019),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면서, 중국이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세적이고 팽창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계.
3) President Joseph R.Biden J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2021.3).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체제에 대해 경제,
외교, 군사적 능력을 결합하여 계속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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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하고 있다고 지적, 중국 자신을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의 정체
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양국가로서의 국가이익과 전략을 추구,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능력 추구 등을 목표로 재설정4)
:2019년도 국방백서에서는 보다 강한 어조로 미국이 일방주의적 정책을 채택하
면서, 핵전력, 우주전력, 사이버 전력 등을 증강하고, 주요 국가들간 경쟁을 도
발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단계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
여 2050년 시점까지 세계 클래스의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제시

5)

:칭화대학 옌쉐통(Yan Xuetong)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대외의존을 줄이고, 군사적으로는 2050년까지 세계
일류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외교적으로는 발칸, 중동, 동남아 국가들, 북한 등과
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6)

3)미중 전략적 경쟁 격화 속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불확실성 가중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참가하는 연합해양훈련 규모와 빈도 증대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도 참가
:중국도 랴오닝과 산둥 항모전단을 수시로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파
견, 타이완을 둘러싼 인민해방군 공군 작전도 수시로 실시

나.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으로 인한 질서 불안정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 포함 대외접
촉 최소화, 국내적으로 핵 및 미사일 능력 지속적 증강을 추진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말 예정된 미군의 철수 발표 이후 탈레반 세력의
장악력 강화, 기존 정부군 압도, 아프간 정권 이양,
새로운 불안 및 분쟁의 가능성을 노정
:이란 강경파 대통령 취임, 바이든 정부 추구하는 이란 핵합의 복원 노력 불확
실성 증대

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 격화 속에서 역내 중견국가들의 외교적 선택
4)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China’s Military Strategy (May 2015).
5)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July 2019).
6) Yan Xuetong, “Becoming Strong: The New Chines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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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타이완-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화, 미국 주도 쿼드
참가7)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폴-미중간 관계 관망하면서 중립적 입장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강화

2. 한국 안보/외교의 현황
가.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 견지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에 소극적 입장
미국 주도의 쿼드 참가에 대해서도 한국은 소극적 입장 견지
2017년 11월, 김현종 경제비서관-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지 않을 것
2021년 3월, 최종건 외교차관-쿼드 참가를 요청받은 바 없다8)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균형외교, 전략적 모호성으로 한국 외교를 설명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균형외교9)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불만 표명
2021년 3월, CSIS의 한미동맹 관련 보고서, John Hamre, Joseph Nye 등 공동
집필10)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의
미하는 내용 포함

나. 한일 양자 관계의 악화
: 2015년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수정하는 조치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공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2019년 7월과 8월, 대한 전략물자 수출 일부 규제
조치 시행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를 추진

7) 일본의 경우에는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결정, 『平成31年度以後に関る防衛計劃の大綱』 （國家
安全保障會議 및 閣議,2018.12.18.),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및 Defence Strategic Update
(2020) 등을 참조,
8) 『중앙일보』2021년 3월11일 인터넷판.
9) 문정인, “한국 외교 논쟁의 세가지 퍼즐”, 『한겨례』2021.4.18. 인터넷판 참조.
10) CSIS Commission on the Korea Peninsula,
“Recommendation for the U.S.-Korea
Alliance” , CSIS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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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접어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의사를 여러 차
례 피력, 3.1절 기념사,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 및 2021년 9월27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한국과
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음11)
2021년 10월, 기시다 수상의 국회시정연설에서도 외교안보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강조되고 있지 않음

다. 중견국 다자외교의 실종
:한미동맹의 존재감 약화 속에 한국의 중견국 외교도 이전에 비해 약화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및 협력기구 관련 소다자 회의, 등이 코로
나 상황이 겹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이러한 회의에서 한국의 국제적 어젠다 개발도 소극적
:이명박 정부 시기 주창되었던 녹색성장 및 관련 국제기구 차원의 외교활동 소
극적
:박근혜 정부 시기 공을 들렸던 믹타(MIKTA) 회의체도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의제 발굴이나 협력적 어젠다 개발에 소극적

3. 한국 안보/외교의 방향: 전략적 명료성
가.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국면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추구 필요
:미국은 동맹관계,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관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양국과의 관계는 한국에게 중요
:그러나 미국 표방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쿼드에의 부분적 참가는 필요
비전통적 안보차원에서의 협력, 코로나 공동 대응, 해양 안보 차원의 협력 등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존재하는 가운데 쿼드 참가
:동맹국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관계 손상을 최소화하는 외
교전략 추구가 필요

11) 기시다 수상의 정책 전망으로는 Nishino Junya,
Japan-ROK relations”, Korea on Point (October
hoped Kishida won’t push China-Japan relations
한국 연구자의 전망으로는 박명희, 「일본 기시다 내각
법조사처, 2021.10.20.)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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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hida’s Foreign Policy Agendas and
6, 2021), 중국의 분석으로는“Editorial: It is
toward hostility”Global Times (2021.9.29.),
출범의 의미와 한일관계」『이슈와 논점』(국회입

나. 중견국 외교의 적극화 필요/ 한일 관계 복원의 정치적 결단
:미중간 전략적 경쟁 격화 속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 중견국가
들과의 협력 확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쿼드 참가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외곽 지역 국가들
:중견 국가들과의 공통된 입장 형성이 가능하다면 미중간 경쟁 격화를 완화시
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도 기할 수 있을 것
:특히 악화된 한일관계를 정치적 결단에 의해 복원시키는 외교 절실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우리 정부가 해산시킨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그 복원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함

求償權 을 행사하여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는 소위 구상권(

)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
에 대해서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는 대
응을 취해야 함

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 남북관계 관리 필요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
:그러나 북한 핵개발 및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도전 등은 남북관계 만이 아닌
국제문제가 되어 있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사항임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관심을 공유하면서 정책 추진
이 필요
:북한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합의한 비핵화 압박 노력 지속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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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선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주는 영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들어가는 말
한국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대선은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선은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외교정책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중관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기
에, 차기 대선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나 야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
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한국 대선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에도 북한과 동맹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워낙 크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고, 그 파급효과를
전망해본다.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안보 공약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대전환시대 통일외교 구상”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남북관계
o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 적극적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
o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 상생 추구
-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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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
- 남북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분야 협력사업 이행
-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면제를 설득
-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추진
-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여행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 노력
<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
- 북한의 호응이 없는 일방적 정책은 불찬성
-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 변화요구
- 새로운 남북협의 및 기존의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노력
-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강화, 대북사업에 국
민 참여확대
- 청년.미래 세대의 남북교류 추진/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
북한 청년.미래 세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
2. 주변국 관계
o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필요
없으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들 것이 유능한 외교
- 일본과는 역사문제, 영토주권 문제 등에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사회.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견지

※

민주당 경선 토론 시 발언 내용 (8.11.)

- 미중 간 양자택일 문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되어야 함. 더 큰 국력과
강한 국방력을 기초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한일관계 해법: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함.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며 역사문제와 사회경제문제는 분리대응 해야 함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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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안보 공약
1. 남북관계
o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한반도를 진정한 평화의 땅으로 전환
-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함
- 주인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
할을 수행
o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
- 비핵화 진전과 함께 남북간의 소통을 확대
-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
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o 인도적 지원 추진과 교류협력의 확대
-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
-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
한 문화교류를 확대
o 북한 주민 인권 개선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주변국 관계
o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확장억제 강화
-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
-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신뢰를 돈독히 하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 52 -

평가해가면서 향후 정식 회원 참여 여부를 고려
-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

o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
-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
-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

o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
- 한일 간 포괄적으로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계승
-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의 공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

양 후보의 차이점
첫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와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강조한 데 반해 윤석열 후보는 제재 유지와 북한 인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북한에 대한 배려보다는 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모두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
력을 중시했지만, 윤 후보측에서는 비핵화에, 이 후보측에서는 남북협력을 강
조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 인권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 후보측에서
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측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며 동
맹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측에서도 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미중경쟁에서 신중한 행보를 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쿼드 가입에 대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능별 협력을 통해 한국의 가입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윤 후보측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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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양 후보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개별적인 발언으로 친일청산과 같은 역사문제를
더욱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공약은 상당히 온건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양 후
보 모두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차
이점을 찾기 어렵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에는 상대적으로 큰 파장이, 그리고
동북아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여론조사에
서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
분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수용하지
않고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
하겠지만, 핵문제에서 양보를 보이지 않을 한국 정부의 출현에 대해 북한이 어
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기회가 열릴 수 있고, 긴장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측은 제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 핵문
제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당당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전략적으
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 협상의 접근방법이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기에 북한은 기존의 대응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작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역할이 작은 측면이 있고, 양 후보 모두 미국과 중
국을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므로 정책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의 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중 사이에서 산술적인
중립을 유지한다고 비판받았으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을 강화
하는 획기적 합의를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윤 후보측이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관심을 보일 것
이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대중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중간 마찰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측이 중국의 입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
이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국내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 결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른 동북아 차원에서의 변화는 예상보다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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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前中韩关系的挑战与突破
张慧智

一、 中韩关系处于重要节点
1992 年 8 月中韩建交至今已经整整 30 年时间，在此期间，中韩关系以经贸合作
为基础，合作领域逐渐扩大到政治外交、人文交流和军事安全，目前，中韩持续开
展全方位的交流与合作。2004 年以来，中国一直保持韩国最大贸易伙伴国地位，中
国（包括香港在内）还是韩国最大的贸易顺差来源国；2015 年以来，韩国成为中国
最大的海外直接投资来源国，可见，中韩经济相互依赖关系持续加深。政治上，两
国关系由建交初期的“持久的睦邻合作关系”（1992 年）逐渐发展为“面向 21 世纪
的中韩合作伙伴关系”（1998 年），到“全面合作伙伴关系”（2003 年）以及“战略
合作伙伴关系”（2008 年），随着两国关系日益密切，各领域合作也全面展开。人文
交流越来越密切，“韩流”和“汉风”一度在两国盛行；军事沟通与交流也持续增
加，为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发挥着重要作用。然而，中韩关系也出现过诸多问
题：贸易摩擦逐渐增多，历史文化纷争时有发生，朝鲜半岛安全困境下，朝鲜因素
和美国因素时常困扰中韩关系，“萨德入韩”给中韩关系带来的恶劣影响就是典型
案例。
由于百年未有之大变局与百年一遇之新冠疫情大流行给世界政治经济格局带来巨
大变化，东北亚地区复杂的国际关系与中美两国在东北亚地区战略博弈，与中韩两
国国家战略调整相叠加，使中韩在政治外交沟通以及社会经济合作等方面都面临诸
多考验。作为美国的盟国，韩国越来越面临着在中美之间的选择困境：一方面，增
强与经济伙伴中国的关系会削弱与美国的联盟关系；另一方面，增强与美国的联盟
关系又容易与中国的伙伴关系发生冲突。尤其是拜登政府上任后改变孤立主义政
策，以意识形态和价值观为核心，拉拢盟国围堵中国，韩美高层互访频繁，美主动
邀请韩国参加 G7 峰会，中国议题成为韩美会谈的重点，一定程度地分化了中韩关
系。如果韩国也明确倒向美国，则中国在东北亚的战略实施无疑会受到相当大的阻
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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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因中韩都认识到两国关系的重要性，两国领导人和政治高层保持着密切沟通，
于 2020 年 11 月就启动了 2021 年和 2022 年“中韩文化交流年”活动安排，筹备纪念
中韩建交 30 周年。①两国还成立了“中韩关系未来发展委员会”，负责规划未来 30
年中韩关系发展蓝图,②以防止两国关系偏离正轨，推动两国携手走向未来 30 年。
二、 韩国对中美竞争的思考与对不同前景的选择
韩国对中美竞争带来的各种可能性做出了预测，并根据不同的结果提出了选择的
方案。从下列图中可以看出，无论中美竞争的结果如何，韩国都认为应提升自主保
障安全的能力，并在较大程度上更倾向于美国。
中美关系对韩国安全的影响
对立

合作

对
立

新冷战
-回到特朗普时期的状态
强美国 VS 强中国
体制与意识形态的对立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广泛的脱钩
-防止朝韩冲突，难以推进和平体
制，韩国需要确保本国的安全力量

战略合作中的竞争（可能性小）
-回到特朗普政府之前状态
强美国 VS 中国崛起
相互依存的世界
-韩国努力与朝鲜保持积极沟通与经济
合作，加强半岛和平基础（这是韩国
最希望达成的局面）

合
作

战略竞争中的合作（目前的现实）
-拜登时期
强美国 VS 竞争的中国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部分脱钩
-韩国寻求消极和平，优先确保本国
安全力量

中美共进或无序（未来可能）
-未来？
弱美国 VS 弱（或强)中国
疫情持续及经济停滞降低中美冲突可
能
-无序状态下，韩国推行生存优先战略

中美关系对韩国安全的影响
对立

合作

①

“ 王 毅 国 务 委 员 兼 外 长 同 韩 国 外 长 康 京 和 会 谈 达 成 10 项 共 识 ” ， 新 华 网 ， 2020.11.26 ，
http://world.people.com.cn/n1/2020/1126/c1002-31946200.html;“文在寅接见中国国务委员兼外长王毅”，
韩
联
社
，
2021.9.15
，
https://cn.yna.co.kr/view/ACK20210915003700881?section=chinarelationship/index。
②
韩国外交部积极推进“中韩关系未来发展委员会”成立，人民网，2021.5.18，
http://world.people.com.cn/gb/n1/2021/0518/c1002-321068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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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关系对韩国安全的影响
对立

合作

对
立

新冷战
-回到特朗普时期的状态
强美国 VS 强中国
体制与意识形态的对立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广泛的脱钩
-防止朝韩冲突，难以推进和平体
制，韩国需要确保本国的安全力量

战略合作中的竞争（可能性小）
-回到特朗普政府之前状态
强美国 VS 中国崛起
相互依存的世界
-韩国努力与朝鲜保持积极沟通与经济
合作，加强半岛和平基础（这是韩国
最希望达成的局面）

合
作

战略竞争中的合作（目前的现实）
-拜登时期
强美国 VS 竞争的中国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部分脱钩
-韩国寻求消极和平，优先确保本国
安全力量

中美共进或无序（未来可能）
-未来？
弱美国 VS 弱（或强)中国
疫情持续及经济停滞降低中美冲突可
能
-无序状态下，韩国推行生存优先战略

对
立

新冷战
-回到特朗普时期的状态
强美国 VS 强中国
体制与意识形态的对立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广泛的脱钩
-防止朝韩冲突，难以推进和平体
制，韩国需要确保本国的安全力量

战略合作中的竞争（可能性小）
-回到特朗普政府之前状态
强美国 VS 中国崛起
相互依存的世界
-韩国努力与朝鲜保持积极沟通与经济
合作，加强半岛和平基础（这是韩国
最希望达成的局面）

合
作

战略竞争中的合作（目前的现实）
-拜登时期
强美国 VS 竞争的中国
推进战略：新技术封锁与部分脱钩
-韩国寻求消极和平，优先确保本国
安全力量

中美共进或无序（未来可能）
-未来？
弱美国 VS 弱（或强)中国
疫情持续及经济停滞降低中美冲突可
能
-无序状态下，韩国推行生存优先战略

三、 中韩关系面临的挑战及根源
中韩关系面临的挑战不仅包括两国关系长期发展带来的一些阶段性问题，还包括
两国国家战略调整而带来的结构性问题。阶段性问题通常比较容易解决，而结构性
问题则会长期存在并可能带来严峻挑战。只有从世界政治经济格局变迁以及中韩的
国家战略需求角度准确研判中韩关系面临的挑战及其根源，才能有针对性地提出可
操作性的应对方案，进而推动中韩两国沿着正确的方向携手发展的重要依据，也是
落实未来 30 年中韩关系发展规划的重要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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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先，第四次工业革命对世界政治经济格局的深远影响使中韩在尖端科技领域竞
争日益激烈。
科学技术是第一生产力，创新是引领发展的第一动力。第四次工业革命则使科技
创新成为实现经济可持续发展、确定世界大国地位的重要保障。5G、大数据、人工
智能、量子计算、尖端半导体等第四次工业革命带来的新技术，以及疫情的全球暴
发，不仅推动了经济数字化和数字经济化发展，加速全球价值链的结构性重组与重
塑，而且对国际政治经济格局产生重要影响。这些新技术的军民两用性质决定了谁
掌握了技术，谁就在经济和军事两方面获得先机。因此，世界主要国家在尖端科技
领域竞争日益激烈。
由于中美竞争的全面展开，美国拉拢日韩等盟友在半导体、电池、稀土、医药品
等四个核心产品领域构建以美国为核心的供应链，意欲在上述领域 与中国“脱
钩”，将中国锁定在供应链的低端。日本希望借此机会助力半导体产业“东山再
起”，韩国则希望通过参加技术发达国家关于半导体行业的规范制定和标准化过程，
进一步提升韩国半导体产业国际竞争力。同时，中国经济竞争力持续提升，中韩经
济由互补性向竞争性转变，强化了韩国的紧迫感，使韩国更加关注如何提升本国产
业竞争力。中国实施双循环战略，通过加大自主创新推动半导体产业技术迅速发
展，也使韩国担忧可能失去中国市场。因此韩国积极加入了美国主导的半导体联
盟，三星、SK 海力士等企业决定加大对美国的投资建厂力度。而中国明确了抓住数
字经济时代的潮流，通过加强基础研究和自主创新，解决技术“卡脖子”问题的同
时继续促进国际技术交流与合作，从而实现在中美竞争中立于不败之地的战略目
标。然而，在科技竞争日益激烈，各国都想在以半导体产业为代表的高科技产业领
域保持主导性优势，可以预见，随着中国技术自主创新能力提高，技术的国产化率
提升，中韩经济互补性降低，竞争性将会加剧。
其次，尽管中韩中韩之间本不存在严重的安全分歧。但由于中朝、韩美和朝韩之
间的特殊关系，使朝鲜因素和美国因素时常成为破坏中韩安全稳定的主要外部因
素。随着韩国不断提升自主国防要求，开发部署越来越多具有较强威胁性的军备，
两国安全领域的摩擦有可能增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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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坚持“以韩美同盟为基础，深化与中国的战略合作伙伴关系”，尤其是在军
事安全领域采取了对中国合作与牵制并行的战略，既推动双边军事合作，发挥中国
在朝鲜半岛无核化、防止朝鲜军事冒险主义等方面的积极作用，又持续提高本国军
事实力，以防止中国崛起带来的“不确定性因素”。美国将韩国作为其东北亚战略支
点，借助美韩同盟应对朝鲜威胁的同时，将矛头指向中国，肆意渲染中国军事威
胁，有意加剧韩国的恐慌，利用“萨德事件”在中韩之间插入“楔子”，不仅严重降
低了中韩政治互信，带来中韩经济摩擦，引起“嫌韩厌华”的民间情感变化，而且
为将韩国编入美国导弹防御体系提供了机会。美国还利用韩国不断提升国际地位的
战略需求，将韩国作为“全球战略伙伴”构建“美韩全面战略同盟关系”，从而将美
韩同盟的作用区域由朝鲜半岛扩展到东北亚地区及全球层面。近来韩国以“不针对
任何国家”为由多次积极参加美澳等国以牵制中国为目标的联合军演，反映出美国
对韩国的军事捆绑正在强化，韩国在许多战略行动上非常明确地跟随美国的脚步，
韩美同盟正在加速转型。
为拉拢韩国共同遏制中国，美国在安全方面给韩国松绑，承诺移交战时作战指挥
权，终止《韩美导弹指南》，以换取韩国在台海、南海问题上的表态，给中韩关系埋
下了隐患。韩国也借此机会大幅增加军备预算， ① 发布《国防中期计划（2021-2025
年）》,将航母、核潜艇与弹道导弹等“大国标配”全部列入军力建设内容中。尤其
是韩美导弹指南终止后，韩国从数量和质量上大幅提高其远程导弹能力，成功试射
潜射弹道导弹，超音速反舰导弹，空射巡航导弹，甚至可能研制远程导弹。与此同
时，韩国对加入 QUAD（四方安全机制）表达了开放的态度，提出“韩美认识到 QUAD
等开放、透明、包容的地区多边主义的重要性”，事实上打开了与 QUAD“开展合作”
的窗口。美国众议院军事委员会正讨论将韩国、日本、印度、德国等 4 方纳入情报共
享联盟“五眼联盟”的方案。美国的意图是“希望所有盟国都应对美国受到的威胁
有相似的认知”。如果韩国加入“五眼联盟”,将会进一步加剧中韩安全对峙局面。
再次，美国有意夸大与中国的意识形态分歧，以此拉拢所谓民主国家孤立中国。
韩国曾经历过从军事政权向民主政权转变的过程，又受到美国思想文化的严重影

①

韩国国防预算持续增加，占 GDP 比率高达 2.33%，仅次于美俄水平，远远超过中国和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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响，导致中韩意识形态分歧加大，日益成为两国关系的关键因素。
从传统文化角度看，中韩在儒家思想有强烈共识,同属于中华文明圈。现代以
来，韩国与中国因实行不同的社会制度，出现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差异，冷战时
期两个阵营不同的文化以及朝韩之间的军事对立使韩国人对社会主义和共产主义有
强烈反感。中韩建交初期之所以没有出现价值观冲突，是因为两国不追求价值观共
享或价值同盟，而是以经济互惠为核心发展两国关系。随着中美竞争加剧，美国打
造价值观同盟与中国对抗，再加上香港、新疆等问题上的立场差异，两国的价值观
矛盾日益显现。中国日益强调中华文明的源远流长，更加重视中华文化传播。而韩
国人认为在民主、自由、人权等价值观上优越于中国，批评文在寅政府为了经济利
益看中国眼色，没有对香港、新疆问题明确表态。韩国对涉及中国核心利益和主权
的问题妄加评论也招致中国的反感和不满。
此外，韩国媒体背后都有不同的政治势力支持，中央日报、朝鲜日报等保守媒体
对中国的报道偏向负面。有的舆论媒体甚至恶意炒作中韩分歧，再加上美国在背后
的操纵，严重激化了韩国的民族主义情绪，也加重中韩两国国民之间的相互嫌恶。
根据最近纽约时报与韩国研究共同调查的结果，韩国成年人对日本的恶感超过中
国，但年青人对中国的恶感超过了日本。尤其是疫情不仅使两国人文交流陷入停
滞，而且增加了韩国年青人的反华情绪。再加上时常会出现的传统文化争夺，加重
了嫌韩恶华情绪，加重了两国之间的文化摩擦。
最后，韩国国内各界对如何处理与中国的关系问题展开激烈争论，维持中韩关系
和加入美国反华阵营声音都有体现。尤其是在韩国大选临近之际，“民主选举”特
别有利于激进民族主义主张的释放发酵。各党派候选人为了赢得选票而有意纳入
甚至炒作中国议题，国内政治斗争对中韩关系的影响加剧。
当前，以民主党为代表的进步党派虽坚持中韩经济合作的重要性，坚持以韩美同
盟为基础发展中韩关系，希望维持对中、美关系的基本均衡；而以国民力量为代表
的保守党派则明显倾向于美国。国民力量新的年青党首居然公然宣称“一定要与民
主主义的敌人（中国）斗争到底”，做为一个政党的党首发表如此激烈的政治言论，
一方面可能是由于其本人没有任何外交经验，另一方面更可能是为了讨好美国。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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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出于什么目的，都表明韩国年青人的民主意识对未来的中韩关系会带来影响。同
时，现在呼声较高的总统候选人尹锡悦也认为，“只有与美国无缝合作，才能与中国
保持水平关系”，似乎更加强调了韩国对美国的依附关系，以及与中国的平等关系。
韩国的总统大选刚刚开始就暴露出如此严重的外交思想差异，从总统候选人的政策
主张对国民影响的层面可以看出，未来一段时间中国议题将成为韩国大选期间的热
点之一，各政党候选人的不同政见，美国的背后操纵，国民判断受到的干扰等一系
列因素都可能给中韩关系带来更多不确定性。
四、 面向未来的中韩关系：如何突破挑战
中韩关系出现问题的根源很大程度上是由于两国战略目标调整所导致的结构性矛
盾，因此进行调整的难度较大，但鉴于中韩关系对中国落实东北亚战略的重要性和
必要性，中国仍应努力利用多种手段和各种渠道，维护稳定良好的中韩关系。
首先，疫情对世界经济的沉重打击以及世界经济复苏泛力，使恢复经济增长成为
各国政府的首要目标。韩国也不例外。而中韩两国关系是以经济合作为基础发展起
来的，过去、现在和未来，中韩经济合作对两国来说都具有重要意义。尽管中韩经
济发展竞争性日益增强，但竞争与合作并在。尤其是中国巨大的市场吸引力是韩国
难以割舍与放弃的，也是其他国家难以取代的。中韩贸易总额超过了韩国与日美合
作的总和，中国是韩国第一大贸易伙伴，也是最大的顺差来源国。说明中韩经贸关
系的密切性，短期内美日难以取代中国的作用。中国应加快推进中韩 FTA 第二阶段协
商，为深化两国贸易合作创造更好条件。
其次，在自主创新的同时，继续加强与韩国的科技交流与合作。坚持扩大开放，
强化国际科技合作，是我国长期坚持的国策。中国并不担心与周边国家的高科技良
性竞争，这只会促进共同进步。但如果脱钩，必然对所有当事国家带来恶劣影响。
中国在“双循环”战略下，正在由供给侧大国向供给和需求并重方向发展，中国
的产品供应能力和市场消费能力不容忽视，也是各国在与美国合作的同时，不希望
与中国脱钩的核心原因。尽管美国企图利用半导体联盟、四国安全机制等方式拉拢
韩日等盟国封锁中国科技发展，但很快美国就暴露了其维护科技霸权的真实目的。
在 9 月举行的“半导体高峰会”上，美国以提高芯片“供应链透明度”为由，强硬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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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台积电、三星等晶圆代工厂交出被视为商业机密的库存量、订单、销售纪录等数
据，这可能会削弱大厂的议价能力与竞争力。美国政府甚至考虑使用“国防生产法
（DPA)”，做为强制相关企业提交数据的法律依据，以达到其目标。美国的无理要求
暴露其在半导体产业坚持“美国优先”原则，要求其他企业提供商业机密提升本国
的半导体产业竞争力，并很可能会强制要求其他企业进行技术转移。日本在美国的
打压下，半导体产业迅速衰落的历史表明，美国不允许任何国家超越本国。美国可
能以与日韩加强合作为由，封杀中国的同时，削弱韩日竞争力，防止韩日超越美国
的意图不能不引起韩国的关注和警觉。例如，美国外国投资委员会要审查中国智路
基金收购韩国美格纳半导体的计划，事实上一定程度地侵犯了韩国的经济主权。
再次，加强中韩两国在东南亚等第三国市场的产业合作，利用产业供应链的区域
化趋势深化两国产业合作。目前韩国市场相对有限，生产能力受到较大限制的情况
下，韩国仍希望保持与中国的产业链供应链合作。尽管近年来，伴随着中国劳动力
成本提升，以及韩国实施新南方政策，有许多韩国企业向东南亚撤离，但是，东南
亚的投资环境比中国相差甚多，疫情在东南亚的扩散导致企业经营遇到巨大困难，
再加上东南亚各国的宗教你信仰等带来的文化差异，企业不得不慎重考虑，在哪里
投资生产更稳定、更有保障的问题。持续改善中国的投资环境，提升中国市场的吸
引力仍是维护中韩经贸交流合作的重要前提。
第四，发挥中国对朝鲜半岛的影响力，积极推动半岛和平稳定，消除朝鲜半岛的
安全隐患，减少中韩安全摩擦，推动中韩安全合作。在美韩同盟的影响下，要深化
中韩安全合作会遇到更多挑战和阻力。韩国国内的“中国威胁论”仍很有市场，为
应对朝鲜核导威胁而提升本国国防自主能力的需求也很强烈，韩国内支持自主开发
核武器的比率达到 69.3%，支持重新部署战术核武器的比率也达到 61.3%。尤其是美
英支持澳大利亚开发核潜艇一事发酵，使国际社会加大了核扩散风险，尤其对东北
亚地区带来了更大的核扩散压力。即便美国可能不允许韩日开发自己的核武器，但
中国仍需要做好最坏的打算,并做好危机管控预案。
第五，我国一直坚持价值文化的兼收并蓄，交流互鉴，共同推动人类文明进步。
中国强大起来的过程势必要包括我们在价值观领域与外界兼容度的逐渐提升。与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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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一起探索不同政治制度社会相互尊重、彼此交融的方式。虽然这是颇具挑战的工
作，但值得我们尝试、努力。这是个相对漫长的过程，也是消减意识形态分歧的必
然选择。也只有解决了这些最基本的价值观差异，才会使两国在政治交流上更顺
畅，在相互尊重相互理解的基础上建立互信，进而保障两国关系的长远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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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하의 한국 대북정책 전망
-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Ⅰ.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의 가중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론’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제정치에서 격화된 미중경쟁이 동북아를 무대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만은 중국의 지도적 패권을 인정해 달라는 시진핑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쿼드협의체를
통한 중국 견제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묵인과 미일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중대립의 동북아 신냉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국제질서는 초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다자협력과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
중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과 이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
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갈등구도는 현재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패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사회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1)
중국의 세계적 부상,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시진핑 이후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제기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대립의 격화는 세계질서는 물론이고 동북아 국제관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미중
대립의 격화와 자국 우선주의의 세계적 추세는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불예측성과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중간의 긴장과 갈등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적
문제로 확산되면, 북한 비핵화 과정과 대북제재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도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적 협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미중대립의 노골화와 자국 중심 대외정책의 보편화로 국제정치의 현
실과 함께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이론들을 재소환 하게 하면서 전통적인 패권이론(hegemony
theory)과 함께 지정학, 지정학에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동맹의 성격
변화와 약화 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으로 볼 때,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 충돌하
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에게 있어 한반도는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고
해양세력에게는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진입로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동북아 국제정세도 흔들린 것이 19세기 말 이후 우리가 겪은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서구적인 근대적 국제관계에 노출된 이후 예외
없이 한반도는 강대국들 사이 세력팽창의 직접적인 대결의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지역에
포진한 주요 강대국 간 세력불균형은 필연코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행사를 초래해 동북아지역 불안
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동북아 강대국들 간 세력불균형은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한반도가 주요
패권국가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력 하에 종속되게 하였다. 과거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국이었을 때 조
선의 위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전국인 일본의 조선 지배, 해방 이후 남북한에 대한 미소의 영향력 등
1) 이왕희,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디지털 위안 대 디지털 달러,”『EAI Special Report』, 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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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그 역사적 경험의 예가 된다. 즉, 한반도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중국의 일제국(一帝國) 지배체제 속
에서 중국과는 보호국-피보호국의 관계로 주권과 자주성이 취약했다. 그러다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 중국러시아-일본의 불완전 경합체제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승리한 일본에 의해 일제의 지배체제로 전락하였
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는 미소양극체제 하에 남북한이 대립, 경쟁하는 냉전 시기
를 겪었다.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는 아직 냉전적 질서가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한국이 구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
써 현재는 동북아 4강 체제하에 남북한 2개의 국가가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
이처럼 미중패권경쟁 양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외전략과 좀 더 좁혀서 대북정책이 어
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중 대립 하에 한국의 대외전략 모
색과 가장 큰 외교적, 군사안보적 과제인 북핵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정책 속에 북한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평화체체 구축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
략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핵심은 중국과 일본이고 한반도는 종
속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Asia-Pacific Re-balancing

Policy)을 통해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막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을 억제하고 있다. 냉전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가가 된 미국은 개입과 확대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 strategy)를 통해 전진 배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전 세
계 지역안보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왔다. 동북아에서
의 개입과 확대전략은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지역 질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국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파트너로 동북아 세력안정을 꾀하면서 중국을 보다 개방
되고 민주적인 체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국 안보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시대 이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외교‧안보‧통상 문제를 자국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재정립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이에 기반으로 하
는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되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질서유지비용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나타
났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철저한 현실주의 대외노선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월한 경제
력과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힘의 정치‘로 볼 수 있다. 2020년 5월 대중국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사실상의 봉쇄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고 선언했다.3)
트럼프행정부에 이은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맥락에서 결정되어 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
2) 이호재, 한국외교의 이상과 현실』(서울: 화평사. 1987), 1부.
3)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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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는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이익 추구가 더 크다. 현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가 당면한 대
북 국가이익이지만 비핵화를 넘어 적극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이익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한국의 방어 및 억지, 동맹국
일본의 방어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세를 막고
북중 간의 관계 긴밀화를 최대한 방지하여 동북아에 있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북중동맹의 결속 및 북중관계 강화를 막는 것도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대중전략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면서 북한문제에 대한 초
점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을 아울러 한반도를
관리하는 영향력 확보가 미국의 국가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아시아정책에서 친일본, 친중국 정책
을 번갈아 하면서 수시로 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북한이 적극
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타협을 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얻을 수
도 있다.5) 북한과의 타협과 관련해서는 길게 봐서 북핵문제 해결과 주한미군철수 교환도 가능한 시나리오
가 될 수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북한이 미국 말을 듣는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가능
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를 북한이 주도할 경우, 친미국가가 되는 베트남 경우도 완전 배제
할 수는 없다. 즉, 북한이 미국 말을 듣는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만약 북한 주도로 통일되고 친미국
가가 될 경우는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6)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국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에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 해체와 주한미군 철
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을 논의하더라도 다자협상의 틀 안에서 하자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면서 미국은 최초의 미북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에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위
협적이고 한국이 이전보다는 중국에 경도되거나 미일동맹 강화로 일본의 군사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시
킬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7)

Ⅲ.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과거의 중국과
현재 강대국 중국의 관점에서의 시간적으로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명, 청, 장개석, 모택동의 한반도 파병과 과거 일제로
부터 조선의 독립 지지에서 나타나듯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익은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

4)
5)
6)
7)

전재성,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북관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2020년 8월.
전재성, 2020.
전재성, 2020.
윤정원·나영주,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세계지역연구논총』35집
2호, 2017, pp. 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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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중국의 대한반도 국가이익의 기본적 속성이다.8) 2017년 4월에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이 끝난 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정상회담 중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대화에서 시진핑
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9) 중국-러시아-북한의 이른바 북방 3
각 동맹이 냉전 붕괴 이후 해체되었지만 미국-일본-남한의 남방 3각 동맹은 건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재균
형정책추진과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중국과 북한은 같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
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관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중국 스스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화의 계기 마련은 미중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 등 전략적 변화가 최
우선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이정남 2020).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동북아 교량국가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붕괴나 한국 주도의 통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핵이 동북아에
초래할 전략적인 불안과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북핵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인 위치 상실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이정남 2020).
그렇기 때문에 기존 중국의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정권에 대한 외부압력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Anne Wu 2005, 35-48). 현재도 북한을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삼
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중국은 어려운 절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중미
관계뿐만 중조관계에서도 연유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제1의 전략 요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
지,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전쟁, 군비경쟁, 동북아
지역 내 핵확산의 우려가 있다(Cai 2020). 따라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한
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동
시에 진행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이른바 ‘쌍궤병행’은 북한의 비핵화와 유사하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는 중국이 가장 반길 일이지만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있
어서 북한을 잃어서는 안되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인해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도 기
울 수 있을 가능성도 경계할 것이다.10)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중의 입장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는 중국에게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
로 하는 다자간 협의체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그 성격과 구조가 하나의 엄격한 제도적 틀로 고정되는 형식보다
는 일종의 대화 창구 정도의 느슨한 형태의 협조체제를 선호했다. 6자회담이 대표적인데 이는 중국이 어떤 국
제적인 법적 틀에 자신의 행동을 얽어매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중국
의 참여는 2+2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남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
향력을 지닌 미국과 중국이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안의 결정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간단하다는 이점이

8) Cai Jian, “Chna's national interests and the Changing Sino-DPRK relations,”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2020년 8월.
9) Washington Times, April 28, 2017.
10) 이정남, “중국의 국가이익과 북중관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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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세계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관계의 변화가 있기 전에 중국 스스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화의 계기 마련은 미중관계와 한미동맹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 등 전략적 변화가 최우선 전제조
건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쌍중단(雙中斷)
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는 중국이 가장 반길 일이
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잃어서는 안되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인해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도 기울 수 있을 가능성도 경계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없어야 하겠지만 북한체제는 존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중국의 대
북정책은 북한체제유지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11) 북핵
문제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의 주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비켜나지 말아야 한다
는 입장에서 중국은 북핵문제 중재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북핵문제를 중미 간 무역 갈등과
국제해상분쟁 등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12) 중국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게끔 중재
및 보증을 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투자 및 개발과 같은 다국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것이다.13)
따라서 중국은 지정학적 요인에 있어서 대북 영향력 확보를 통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견제가 우선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통해 북미협상에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북한도 중국의 협조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북미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도 중국은 당사자로 참여하
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하며,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미국 내
에서 나온바 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 핵용인 가능성 주장
이 나오기도 했다. 필자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보고서에서 "베이징과 평
양의 관계가 다시 맞춰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함께 살기 위
해 준비하는 징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14)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대미 협력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
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통해 심지어 중국을 북한의 ‘인질’(hostage)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경제발전을 지
속시켜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해야 하므로,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과 대미견제를 위해 북한의 존재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15)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
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또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중국의 경제·안보의 이익에 위협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이 갖는 공통의 이익요소들 때문에 중조우호관계는 유지될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11)
12)
13)
14)
15)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중국공산당 내부 문건,’ 2017년 9월 5일.
이정남, 2020.
Parkre John S, "A Chinese Roadmap For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June 30, 2003).
Evans Revere, “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November 28, 2019).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구』11권 1호, 2007,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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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북한은 중국의 안보파트너다. 북한은 동북아에 있어서 아직은 중국의 안전판(buffer-zone)으로
중국은 남북, 북미 사이에서 균형유지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래 한국 주
도로 통일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 턱 밑까지 밀고 온다는 점에서 관리만 된다면 북한이 존재하는 것
이 전략적으로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기만 하면 역설적으
로 북한의 핵무장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6)

Ⅳ.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
1. 종전선언· 평화체제 논의의 진행 과정과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에 있었던 76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
을 제안했는데 종전선언이 있어야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17)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9월 24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고18)
9월 25일에는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논의에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19) 그러나 북한의 김여
정 부부장은 종전이 선언되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북한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
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해20) 사실상 대북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던 2018년 상황과 유사하다. 2018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을 담은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논의에 합의한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 논의, 혹은 그를 위한 사전 조치로 종전선언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
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선언’에서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평
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양 정상은 2018년 안에 종전을 선언하
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보다 더 중시하는 모습
을 보이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들 중 하나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
다. ‘판문점선언’의 (3)조에서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순서로 명기했는데 순서
상으로 해석하면 비핵화가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이다.
이어 6월 12일에 개최된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미
북관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은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명기되었다. 2018년 7월 9일 북
한 외무성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북미정전협정 체결 65돌을 맞아 종전선언을 발표할 것에 대한
문제’21)를 미국에 제기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16)
17)
18)
19)
20)
21)

Cai Jian, 2020.
문재인 대통령 유엔연설 전문, 통일부, 2021년 9월 22일.
<조선중앙방송>, 2021년 9월 24일.
<조선중앙방송>, 2021년 9월 25일.
<동아일보>, 20201년 9월 24일.
Spokesman's statement of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July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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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22) 것이다.
이처럼 2018년 이후 두 번의 공식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이든 비핵화이든 그 모든 것이 북미관계의 진전 여하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핵문
제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1994년의 1차 핵위기와 ‘제네바합의’, 2002년의 2차
핵위기, 2005년의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 2012년 북미간에 이루어진 ‘2·29합의’
등의 주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의 본질은 미북관
계의 정상화에 달려 있으며 현실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미관계를 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변화가 병행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미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핵폐기의 전단계
로 현재의 핵능력에서 더 이상의 핵개발을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선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북미 간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국제적 환경 조성을 촉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합의 내용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1991년 12월 31일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밝힌 ‘한반
도 비핵화 원칙’과 1992년 1월 20일 합의,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에 들어가야 할 내용물로 남북한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답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를 진정시키면서 미북 간 합의결과물인 제네바합의를 시작으로 2차 북핵위기 이후 구성되었던 다자협상인 6자
회담에서 도출되었던 각종 합의문과 공동선언만으로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내용
들은 이미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
언,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 1990년대 후반의 4자회담, 2000년의 북미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2005년 ‘9·19공
동선언’ 등은 사실상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북미 간에 합의된 ‘9·19공동선언’의
내용은 6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것이 2007년의 ‘2·13합의’의 동북아안보평화체제 워킹그룹으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관
련 평화체제의 구상은 구체적인 실천과정에 진입할 전 단계에 이미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전체제
에서는 유엔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다자적 보장을 통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도 생각할 수 있다.
2.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모색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살펴본 미중대립의 속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이에 따
른 대북정책의 성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와 그와 관련한 대북정책
을 분석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논의 재개를 추구하고 있다. 비핵화
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 2월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재론하기 보다는
향후 미북 사이의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구체적인 비핵화의 시작은 북한의 핵시설물 신고와 국제적 검증에서 시작해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 및 대북제재 완화로 비핵화 검증단계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미 사이의 단계
적 과정(step-by-step process)은 남북협력의 재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23) 그럴 경우, 현재 상황에서
22) Asahi Shimbun, July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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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재 역할의 범위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재 역할의 범위는 성급한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
축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 역할이
다. 그렇지 않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만 몰두할 경우, 남북한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남북협력의 방향이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민족 공조로 흐를
수 있다.
둘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연동적 성격이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진정한 의미의 평
화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냐에 달려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도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의 변화에
연동되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이를 한반도의 실효적인 안전보장에 반영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따라서 한국은 국제협력을 기조로 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로의 이행으로 실효성 있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선(先)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며 분쟁요인이 높은
남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보증할 미중 간 합의와 함께 남북 사이에 실효성 있는 상호 안전보장과 구
체적인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동북아 국가관계의 정상화와 남북 당사자 주도의 한반도 문제로의 전환
가능성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평화체제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동북아 국가들 간 동북아안보의 제도
화와 북미관계·북일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변화는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음에 유념하
여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핵화 과정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동북
아 국제관계의 변화로 진행되면 비핵화 이후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화협정, 나아가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장치 외에도 북한의 인권개선
도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평화체제는 군사안보적 평화보장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보
장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과 동유럽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헬싱키프로세
스’(Helsinki Process)도 ‘하나의 유럽’(One Europe)이라는 공동의 안보보장과 함께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
들에 대한 인권개선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
들의 인권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핵심과제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인권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평화협정은
내용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부분이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와 확
고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북핵문제 해결 없이
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노력이 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의 피해자이자,
반대로 해결 시에는 우리가 최대의 수혜자라는 보다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23) COC(Council of Council) & EAI, “The Future of Asia‘s Contested Order,"(October 18, 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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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나, ‘중재자’의 범위를 넘어서야 하며, 더구나 북핵문제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
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의 ‘견인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주도의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관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북핵특별
대책팀’을 가동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창의적 북핵 해결 방안에는 과거 북핵 관련 합의 내용과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현재 북미
간의 기본 입장과 교착상황에 대한 판단, 미국 외 중·러·일 등 유관국의 입장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시간표
에 기초한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 만약 한국측 로드맵(안)이 마련되면, 북·미는 물론, 유관국과도
수시로 만나 협의하는 셔틀외교를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입장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
면 양자회담(미북)과 다자회담(6자회담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최종안에 합의하여 합의서 이행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 합의서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범위, 검증 수단, 비핵화 속도 등에 관해 단계
별로 해야 할 조치들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란 선언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보장을 위해 검증 및 사찰문제에 관해 사
전에 유관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문서 검증, 현장 사찰, 시료 분석 등 검증단계별 조치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유관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북핵시설을 포함한 기술·인력·
장비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서 북한이 은닉 가능한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정밀한 검사 및 정기적인 사찰방식에 합의토록 유도해야 한다.

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의 필요성
현재 한미관계가 동맹국이지만 서로의 국가이익에 따라 우선 순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데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 있어 북핵문제는 북한
의 비핵화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국가이익은 내용 면에서 한국과 많이 일치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 차원
과 아시아 차원의 대외전략 이익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국의 눈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녀야 한다.
즉,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
미 전략대화가 필요하다.24)
따라서 우리의 의도만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하다가는 한미 간에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불신을 살 수 있
는데 예로, 후쿠야마(F. Fukuyama)는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용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1월의 LA발언
은 한국, 중국과 미국, 일본의 두 세력으로 북핵 대결구도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
다.25) 브레진스키(Z. Brzezinski)도 한미동맹관계의 약화 원인에 대해 미국보다 한국의 여론이 동맹이 부정적
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동맹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는 한국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임을 지적한 적이 있다.26) 동맹관계는 공통의 위협과 인식에 의해 유지되는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관
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재 한미관계 문제의 본질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북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 선택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북한 및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
24) 전재성, 2020.
25)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인터뷰,『조선일보』, 2004년 11월 24일.
26) 브레진스키의 인터뷰,『조선일보』, 200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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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동맹관계도 아니고 협력관계로 국가관계에서 협력관계와 동맹관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온정’에 기초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인데 중국은 미중세력경쟁 구도에서 북한이 지닌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질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한미동맹, 한일관계 및 동
아시아 중견국들과의 연대 등의 다층적인 구상을 통하여 대중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27)
이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악화와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데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으며 이미 곳곳에서 그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제인 정부가 상대적으
로 친중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서 미중 디커플링에서 발생하는 미중의 요구와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과제도 크다. 대안 중 하나로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한 위기관리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중견국의 역할 제고를 통해 위기관리 국제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보완적 대안도
구축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합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자칫 어설픈 비핵화 조치에 대북제재의 틀이 깨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평화체제는
단순히 핵문제만 해결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계기로 동북아평화체제의 모색으로 나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평화체제는 남북한 간 평화체제와 동북아 관련국들 간 평화장치의 구축이라는 이중
적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는 동북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전제되
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의 형성과 동북아평화협력의 모색은 동시에 접
근되고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동북아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
한 과제인데 현재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미중대립, 미일의 대중 견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균열양상, 한일관계 악화 등의 현상은 우리에게 보다 더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은 동북아에서 구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촉진자
론’은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국제질서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특
히, 남북공조를 통한 동북아국제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자칫 한국이 “국제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국제정치에 작용하는 지정학적 요인은 한국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
에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갈등적 요소가 완화되거나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요인
의 강점이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7) 이정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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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登执政后美韩关系的调整及其对朝韩关系的影响
吉林大学·高丽大学国际学术会议发言提纲
方秀玉（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教授）

2021 年 1 月 20 日，美国第 46 任总统拜登入主白宫，正式成为
新一届领导人。拜登政府上台后美国对全球主要竞争性大国的政策
基本延续了前任总统特朗普政府时期的政策框架，在应对地区挑战
层面拜登政府试图调整政策，但未能投入足够的资源与精力。在全
球事务以及与盟友、伙伴国家互动方面拜登政府的政策转向明显。
拜登政府围绕朝鲜半岛做出哪些新的调整？本文分析的焦点主要集
中在以下几个方面：一、拜登政府执政后美韩同盟新调整；二、美
韩同盟新调整对朝韩关系的影响及其局限性；三、朝韩关系近期走
向。

一、拜登政府执政后美韩关系的新调整
 拜登政府的对外政策命题可以概括为：美国在全球事务中掌握
主导权。为此，拜登政府执政后，很快接过“印太战略”和
“四国机制”的衣钵，一改前任特朗普政府坚持以“美国优
先”的外交方针和执政风格，在战略手段上为了有效应对挑
战，决意修复与盟友的关系，协调盟友和伙伴共同行动，以便
恢复美国的国际地位和世界外交的中心地位。
 2021 年 2 月 19 日，拜登在慕尼黑安全会议上发表宣言称“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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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回来了”，这标志着美国正式抛弃了前任总统特朗普推行的
“美国优先”理念，并提出了“加强共享民主信念国家之间的
团结”
，即对同盟的强化。其中，修补东亚同盟体系是拜登政
府外交政策的重点，同时重塑美日韩三边关系也成为美国的重
要对外政策选择。
 美韩同盟的调整：美国的印太战略和上述外交政策脉络之下，
拜登政府将大幅减少特朗普时期曾对韩国施加的两大压力：即
让韩国分担更多防卫费和缩减驻韩美军规模带来的压力，并高
度评价韩国在地区和全球上的作用，把美韩同盟涉及的范围和
领域进一步扩展并提升为全面同盟。2020 年 11 月 12 日，拜
登在同韩国总统文在寅的通话中曾表示，韩国是印度和太平洋
地区安全繁荣的核心轴心（linchpin）
，以此表现出其恢复美
韩同盟在内的同盟关系及多边主义的期待和意愿。2021 年 5
月 19-22 日，韩国总统文在寅出访美国，成为拜登任职以来继
日本时任首相菅义伟之后到访美国的第二位外国首脑，其间于
5 月 21 日拜登与文在寅举行了首脑会谈。这次会谈之所以特
别引起中国人的瞩目是因为美韩首脑会议后发表的声明首次涉
及中国内政问题，加大涉华合作内容。这是美韩同盟成立以来
出现的重要的新动向。过去，美韩同盟主要聚焦朝鲜半岛，对
华问题只是间接涉及，但在这次声明中对涉华合作公开表明了
立场，其涉及的领域也进一步扩大。更令人关注的是，美韩同
盟合作首次触及中国的核心利益台湾问题，表明美韩共同关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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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海安全议题。5 月 23 日，韩国外交部第一次官崔钟建表
示，台海的和平及稳定，直接影响到韩国国家利益。之后，美
韩日官员在举行副部长会谈时也强调维系台海和平稳定的重要
性。学术界对美韩同盟新调整的原因有不同的分析视角，其中
最主要的观点可概括为如下：1、美韩同盟加大涉华合作是美
国推动全球战略，其外交战略重点移向东亚；2、拜登政府为
了进一步遏制中国要强化各同盟国家之间的关系，美韩同盟的
强化是其中的一个重要一环，而进入执政末期的文在寅政府为
了进一步推动其对朝政策需要获得美国的理解和支持，由此对
韩国的外交政策进行了某种调整，以此要满足各自的诉求。总
之，这次美韩同盟新调整是由美韩两国各自的利益诉求相互互
动和妥协的结果。至于，美韩同盟升级为全面同盟关系，应该
有更复杂的原因和动机。

二、美韩同盟的新调整对朝韩关系的影响及其局限性


简要回顾文在寅执政前期的朝韩关系：2018 年朝韩关系以平
昌冬奥会为契机大为改善，仅 2018 年内朝鲜国务委员长金正
恩和韩国总统文在寅举行了三次会晤，据悉这期间朝韩政府间
对话也举行了 36 次，双方就全面改善和发展双边关系达成了
重要共识。2018 年 4 月和 9 月朝韩双方分别签署《板门店宣
言》
、《平壤共同宣言》和《关于落实板门店宣言中军事领域共
识的协议》。金正恩在 2019 年的新年贺词中这样评价朝韩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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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曾经处于不信任与对抗的极端的北南关系彻底转为信赖
与和解的关系”。在这期间，韩国在美朝之间也积极扮演斡旋
角色，既发挥了充当美朝之间的信使，为缓解美朝互不信任，
提高韩国在解决朝鲜半岛问题中的地位与发言权等发挥了积极
的作用。由此，不少人以为这次朝韩关系的和解将维持长久。
但由于朝韩双方仍未能越过其双边关系中存在的脆弱性，于
2019 年以来再次陷入新的僵局。韩国在美朝之间做出的斡旋
努力也未能获得预期的效果。


文在寅政府执政时期朝韩关系仍没有跳出以往历史上常见的跌
宕起伏曲折的基本状态，为何如此？其原因是多方面的。除了
受特殊历史时期所形成的南北分裂状态等历史、制度、意识形
态等常量以外，朝韩各自的国内因素，朝韩、朝美、韩美等多
重双边互动和其他相关国家之间的多边互动，加之近年来持续
蔓延的新冠疫情都为朝韩关系的改善和发展既注入了动力，也
设置了障碍，也增加了不少新的变数。其中，朝韩领导人和决
策层的意志以及双方国内因素是决定朝韩关系方向的最核心的
内因，而美国因素是影响朝韩关系变化的最重要的外部因素。



拜登执政后美韩同盟的调整对朝韩关系的影响：美韩同盟的调
整所致的影响是多方位的，包括对中韩关系。其中，对韩国的
作用和对朝韩关系带来的影响着重谈以下几个方面：1、似乎
为韩国在美朝之间发挥斡旋作用注入了新的动力。今年 8 月底
以来美韩（包括日本）高层就朝鲜半岛相关的问题展开紧密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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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韩国积极主张的《终战宣言》问题似乎也得到了美国高层
人士的理解，同时美国对朝鲜的表态也发生一些变化。美方已
多次重申，美国不推行敌视朝鲜的政策，并表示此表态是真诚
的，美方愿意随时随地与朝方无条件见面。朝鲜对美国的态度
也有变化：朝鲜劳动党第八次代表大会上明确把美国定位为其
“革命发展的基本障碍，最大主敌”，强调朝鲜对外政治活动
的焦点是制服美国。表示强对强，以善对善的原则同美国打交
道。而 9 月 29 日金正恩国务委员长在他的施政演说中对美、
对韩政策进行了调整，在 10 月 10 日举行的国防发展展览会
“自卫—2021”上对此再次确认。从朝鲜近期的变化中我们可
以看出，朝鲜对重启朝韩、朝美谈判暗示了积极的态度，并为
重启对话设置了比以往更具体的条件，如果美韩能充足朝鲜提
出的条件朝韩和美朝对话启动是有可能的。2、美韩在推动朝
鲜半岛和平进程中达成共识，拜登政府支持朝韩关系进一步发
展，这也有助于使韩国在对朝关系中有更大的回旋余地。3、
美韩首脑确认两国面临的迫切的共同课题是实现朝鲜半岛完全
无核化与永久和平。拜登政府也接受韩方的意见，同意双方基
于《板门店宣言》和《新加坡联合声明》等朝韩、美朝之间协
商结果维持与为推进朝鲜半岛和平进程，并使美国认同韩国提
出的通过对朝开展外交和对话来实现半岛无核化与永久和平。
为此，拜登还任命熟悉朝鲜半岛情况和无核化谈判历程、曾为
签署《新加坡联合声明》中发挥作用的美国国务院东亚与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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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事务的代理助理国务卿星·
金成为美国对朝鲜事务特别代
表，以此向朝鲜释放已为美朝对话做好准备的信号，并试图推
动美朝外交接触。同时表示支持朝韩的对话、接触与合作。美
国的这些主张和动作有助于促进朝韩、韩美、朝美之间的良性
互动，显然为推动朝鲜半岛和平进程发出了积极的信号。4、
在文在寅政府执政内有助于稳定朝韩关系。在美朝关系问题
上，如果韩国说服美国的效果越大这将促使朝鲜更加重视韩国
的作用，反之亦然。同时，这也有助于促进和维护朝韩关系的
和平稳定，即便是脆弱的和平。
局限性：1、文在寅总统执政期进入倒计时，这与其上台初期
相比显然存在时间上的限制。10 月 25 日，在国会文在寅总统
发表施政演说，其中涉及朝鲜半岛内容的比重比往年有所减
少。即反映了这样的现实。2、韩国国内因素的限制；3、美韩
对朝鲜半岛问题的理解和解决路径上仍存在差异，来自美国国
内的严峻挑战、美国政府内部的决策模式、不同部门之间的关
系更限制了拜登政府在对朝鲜半岛政策转向的动力；这同样限
制了在短期内美国满足朝鲜提出的两项具体条件的可能；4、
朝鲜近来接连试射导弹，其技术有明显的提升，其完全弃核的
难度也同样上升；5、在朝鲜半岛局势导向上朝韩美三方都想
自己拥有主导权，在朝韩关系上双方都想提升己方的优势，也
都想把自己国家的利益放在第一位，都要求对方做出重要的让
步，因此即便重启对话，这给谈判的持续和朝鲜半岛问题的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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决进程设置了重要障碍。

三、朝韩关系近期走向
 未来朝韩关系究竟往何种方向发展？对此，难以预料。因为朝
韩关系受各种复杂因素的影响。从近期视角来看，首先，文在
寅政府执政期已进入末期，明年是韩国大选年，这一因素已经
给未来的朝韩关系增添了不少新的变数。其次，目前美韩热议
的终战宣言也是一个重要变数。朝鲜对终战宣言虽然表示欢
迎，但讨论终战宣言的时机和其宣言所涉及的内容是否合乎各
方的要求，这很重要。美韩能否满足朝鲜提出的“双标”
、美
国撤销对朝敌对政策等具体要求？都是有待观察。第三，朝鲜
最高层的判断和政策选择很关键。
 对朝韩关系近期走向的基本判断：在文在寅政府执政期内，朝
韩之间发生大冲突的可能性不大，实现半岛特定时期的小和平
还是可期的。至于实现大和平，目前尚未具备充分的条件，路
还遥远。从这个意义上说，朝鲜半岛依然面临诸多挑战，同时
也存在新的和解和政治解决半岛问题的机遇。
 相互理解，相互尊重，对解决问题要保持“耐心”和“真诚”
的态度，这是开启对话的基本前提。通过谈判达成的协议双方
尽可能要呵护和践行，不应因某一事件的发生或某一国家政权
的更替而把前任政府所达成的协议完全撕毁或废除。如果这
样，谈判本身就没有什么意义，双方之间的信任也难以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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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和平与发展”的时代主题是人类共存共荣的基础，也是国际
社会最大的利益公约数，国际关系的这一基本逻辑也应适用于
朝韩关系上。生存、发展与繁荣是各国的夙愿，和平稳定是发
展的前提和基础，而朝鲜半岛能否长久保持和平也将直接影响
东北亚乃至东亚地区的和平发展。从这个意义上，解决朝鲜半
岛问题、维护朝鲜半岛和平不能仅靠几个国家，而是要靠相关
所有国家的共同努力。
祈愿朝鲜半岛有更好的未来！
2021 年 10 月 29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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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疫情与东亚产业链重构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 钟飞腾

2021 年 11 月 14 日“东北亚国家关系与朝鲜半岛局势”国
际会议发言稿

一、新冠疫情之前的东亚产业分工格局
2008 年国际金融危机之后，东亚地区并没有像一些经济
学家之前所预测的那样，与世界经济运行秩序脱钩，而是仍
依赖于全球经济，受到全球经济周期性发展的影响。不过，
与北美和欧洲地区相比，东亚地区更加依赖于区域内的零部
件贸易。2008 年金融危机后地区和全球经济关系重组的重要
结果之一是，中国经济总量于 2010 年超过日本。同一年，中
国的制造业增加值（MVA）超过美国，由此中国开始逐步取代
日本，成为东亚地区生产网络的中心。
不过，东亚地区内部的经济关系虽然发生了重大的转变，
但是并没有改变长期以来东亚整体上仍然依赖于美国市场
这一局面。2008 年国际金融危机后，中国并未马上变成地区
的主要出口市场，但就本地区中间品的出口目的地而言，中
国的重要性超过了美国。这一论断也进一步表明，近年来东
亚地区贸易与全球贸易具有不同特征，虽然全球贸易放缓主
要源于纵向专业化的减弱，但东亚经济中的机械制造相关产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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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的纵向一体化仍在继续强化。
根据联合国工业发展组织公布的《竞争性工业绩效报告》
以及该报告提供的评估各国工业发展能力的指标——“竞争
性工业绩效”
（CIP）。中国于 2013 年超过日本，2015 年超过
美国，目前排名仅次于德国，列全球第二位。与美日等国相
比，中国之所以排名靠前，其优势突出地表现在生产和出口
制成品的能力上。例如，联合国工业发展组织数据显示，就
制造品出口额而言，2019 年，中国达到 2.4 万亿美元，德国
13410 亿美元，美国 9947 亿美元，日本 6376 亿美元，韩国
为 5265 亿美元。但是，在出口的制成品技术水平上，中国仍
然落后于德国、日本和韩国等。例如，以制成品出口中的中
高技术产品占比而言，中国达到了 60.3%，日本为 80.6%，德
国为 73.9%，韩国为 73.8%，美国为 63.6%。因此，在扩大规
模的基础上，中国今后的努力方向是提高制成品的技术水平，
即转向高质量发展。
主要工业国在制造业的细分产业领域，其分工优势也各
不相同。从制造业内贡献较大的细分产业看，德国的优势产
业集中于机械设备、车辆和化学品，日本的优势产业集中于
车辆、办公设备和计算机，以及食品饮料行业，中国集中于
基本金属、化学品、食品和饮料等。美国集中于化学品、食
品饮料以及金属制品，而韩国集中于办公设备、化学品和汽
车等。综合起来看，成规模的高端制造业的核心行业，主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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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中在计算机和办公机械、电子和通信设备以及汽车、金属
行业。比较特殊的是食品饮料行业，这个属于民生行业，大
多数国家均十分重视，占制造业增加值的比重一般都在 10%
左右，而且需要跟随消费升级而变化。

二、中美贸易战和新冠疫情叠加之下的产业链变局
2018 年中美贸易战进一步加剧了地区内产业链的整合
和转移。2019 年 1 月，东盟超过美国，成为中国的第二大贸
易伙伴。2020 年 1 月，英国脱欧之后，东盟超过欧盟，成为
中国的第一大贸易伙伴，并持续至今。中国-东盟之间的贸易
额之所以迅猛增长，主要原因有两个，一是美国对华对美国
出口品加征 25%的关税，使得中外跨国公司将一部分在中国
组装的环节分散到东南亚，并通过越南等国向美国出口最终
品。目前，拜登政府上台之后，仍然保留着 25%关税，因而
关税对地区生产链来的影响还在。从数据来看，中美在亚太
地区产业链中所扮演的角色有所不同，美国仍然是东南亚、
东亚经济体最终品的最大出口市场，中国已经发展为东南亚
中间品的最大出口市场。从贸易的频繁和密切程度而言，显
然中国东盟之间要大于东盟和美国之间。
二是新冠疫情的影响，快速地切断了供应链，迫使公司
在本地以及疫情不那么严重的区域寻求新的市场，由于中国
控制疫情较好，亚洲区域内市场的重要性进一步上升。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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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新冠疫情所导致的全球大萧条，不仅在冲击原因上与 1870
年以来的衰退不同，而且在国际背景和传导机制上也与“现
代时期”以来的经济衰退有重大区别。疫情进一步加剧中美
关系的下降，甚至导致跨太平洋经济联系的局部脱钩。受新
冠疫情冲击，中国占美国贸易赤字比重从贸易战之前的 48%，
贸易战时期的 40%，进一步下跌至 31.4%，这意味着长期执行
的出口导向战略走向终结。
新冠疫情冲击下，除中国外，各主要工业国制成品的生
产能力均受到不同程度的冲击，个别优势行业甚至还未恢复
到疫情前的生产水平。以联合国工业发展组织发布的工业生
产指数（2015 年等于 100）来看，2021 年 7 月，日本的车辆
生产指数仅为 90，机械设备行业的生产恢复很快，但也未达
到历史高峰，发展超出预期的是计算机、电子和光学产品的
生产，指数已达到 106，为近十年来新高。美国最大的优势
制造业是化学品，近几个月虽然迅速反弹、超过了疫情前水
平，但 2021 年 7 月的生产指数仍不足 100，金属制品生产指
数仅为 95。
世界银行数据显示，以信息和通信技术 (ICT) 产品出
口占产品出口总量衡量，中国早已成为全球最大的出口国，
仅次于中国的是韩国。相反，传统的制造业大国，如日本、
美国和德国等，却不太重视这个领域。以联合国工业生产组
织的工业生产指数衡量，在计算机、电子和光学产品行业，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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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年 7 月，中国的指数是 194、美国为 135、日本为 106。
因此，尽管美日等国纷纷重视数字经济，并且将数据当作下
一轮大国竞争的核心要件，但就数字产品的生产和出口而言，
美日的优势并不明显。经过长期的分工演化，美日等国的优
势已经聚集在设计等环节，重新回到生产领域，需要考虑和
调整的条件不少，耗时不会太短。
在新冠疫情和中美博弈加剧形势下，日本政府积极准备
产业回流和产业升级。例如，2021 年 5 月，日本政府发布新
版《制造业白皮书》
，建议通过分散采购源头，应对全球范围
零部件的采购及供应网的潜在危机，并要求日本各界重视半
导体行业，加强国内尖端半导体的开发和生产，减少日本对
外国制造商的依赖。6 月，日本经济产业省连续发布《后疫
情时期经济产业政策的未来》和《经济产业政策的新轴心》
等两份报告，建议提高关键部件的国内生产比例，促进工业
向数字化和碳中和方向发展。日本政府也表示，将进一步使
供应商多样化，并与美国和其他所谓“民主”国家合作，保
护供应链，防止敏感技术被泄露。日本将与美国加强具有战
略意义的技术的研究、开发和资本投资，以加强国内生产和
确保竞争优势。
但与日本政府有所不同的是，由于发达国家的疫情得不
到很好的控制，日本公司不得不再度转回到亚洲市场，西太
平洋区域在日本对外投资中的地位进一步上升。新冠疫情后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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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企业事实上更加重视中国市场，但同样重要的一个趋势
是，日本对华投资增速下降，远不及对新加坡、越南、印度
和泰国的投资增速。在日本政府追求产业链安全的影响下，
日本跨国企业在更为广泛的地区布局产业链和供应链，调整
中国、东亚小龙以及东盟其他各方之间的生产和贸易关系，
执行一种在安全上更加可靠的“中国+N”布局。

三、在效率和安全目标驱使下产业链的进一步亚洲化
东亚地区各国政府力量的介入，使得传统上以追求效率
优先的产业链、供应链发生大的调整，目前的分歧集中在以
下问题：以中国为核心的亚洲价值链能否挺过此次疫情的冲
击，率先复苏，并进而引领新型全球化？中国宣布将推动国
内大循环为主、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因
而，与发达国家减少全球依赖不同，中国仍然秉持两手都要
抓的思路，虽然将更加侧重国内，但也重视国际的循环，力
图形成双循环。这种调整的方向之一是价值链的地区化，特
别是全球价值链的亚洲化。
因此，疫情之后，中国崛起将继续推动全球价值链的亚
洲化。在发达国家深陷新冠疫情之后，东亚原来内部运行中
间品贸易，向欧美地区出口制成品以及获取订单的模式被迫
进行重大调整，这个调整的力度要远大于 2008 年国际金融
危机。东亚的企业有可能加快接受东亚政府长期以来坚持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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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进地区内一体化的观点，收缩生产链，重点布局本地区。
因此，疫情客观上降低了传统上处于领先地位的国家和企业
的分布，特别是数字技术和数字经济的发展，将给一些中小
国家以及中小企业提供进入中国市场的新机会，如果地区内
国家能同心协力，积极维护本地区内生产链和供应链，不仅
有助于减少对地区外最终品市场的依赖，也有助于缓解长期
未能解决的贫富差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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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모색
이승주(중앙대)
I. 서론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중국
의 부상은 무역 분야에서 미중 불균형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는 미중 무역 전쟁, 더 나아
가 미중 전략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지구적 가치 사슬의 측면에서 볼 때,
미중 무역 불균형은 표면일 뿐 그 이면은 지구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다. 미국과 중
국의 무역에는 미중 양국은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무역 불균형에 관여하게 된 근본 이유는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이루어진 21세기 무역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지구적 가치 사슬은 2000년대 이후 구조적 변화의 거치고 있다.1) 지구적 가치 사
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술 변동, 비교우위의 변화,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 매우 다양하다. 지구적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가
운데 하나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지역 내 위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치 사슬이 지구적에서 지역 가치 사슬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최종제품
을 역외로 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구조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가치 사슬에서 중심성이 높은 허브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두
요인은 지구적 가치 사슬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가치 사슬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였다. 가치 사슬의 복원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중심의
기존 가치 사슬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첫째, 2000년대
이후 미중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지구적 가치 사슬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역 질서의 미친 영향을 검토한
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검토한다. 넷째,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과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II. 지구적 불균형과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무역에서 발생한 주요 변화는 지구적 불균형의 구조화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한 시점은 2005년 이후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2010년까지 감소하였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를 벗어나자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었다. 2015년 이후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감소한 결과 전체 무역에서 무역 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

1) 이 글에서는 가치 사슬, 공급 사슬, 공급망을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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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약 2,600억 달러 규모였던 미중 무역 불균형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사
상 최대인 4,393억 달러까지 증가하다가,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9년 3,208억 달러로 감
소하였다2)(<그림> 참조).3)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
실이다. 반면,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2005년 이후 GDP 대비 무역흑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GDP 대비 무역흑자의 비율은 2007년 8.68%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9%를 기록하였다(<그림> 참조).
<그림> 미중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GDP 대비 무역 흑자 비중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The Global Economy.
<https://www.theglobaleconomy.com/China/Trade_balance/>.
미중 무역 불균형의 확대는 양자 경제 관계의 문제를 넘어 지구적 가치 사슬의 재편과
연계되면서 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상대국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국과 홍콩에 대해서 3,000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
니라, 네덜란드, 인도, 영국, 멕시코와도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4,800억 달러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가 3/4을 차지하였다. 반
면, 중국은 타이완과는 1,000억 달러 이상, 한국, 호주, 브라질, 스위스, 일본,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대해서도 300억 달러 내외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참조)
(Workman 2020).
중국은 최종 소비재 중심으로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에너지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지구적
가치 사슬에서 생산과 조립을 담당함에 따라 삼각 교역 구조가 형성된 결과이다. 구체적으
2)

United
State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3) 다만, 미국은 1992년 이후 한 해의 예외도 없이 중국을 상대로 서비스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
다. 특히 2008년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미
국의 대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의 규모는 1,2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 무역을 포함할 경우,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3,16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US Census
Bureau,
Trade
in
Goods
with
China,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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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은 미국과 홍콩 이외에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인도, 베트남, 방
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산 최종 소비
재를 수입, 소비하거나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유럽 내 다른 국가들로 중개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다.4) 이러한 특징은 중국-베트남 무역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은 베트남의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수출품이 원유, 석탄, 커피, 식료품
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수출품은 의약품,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다.5)
<표> 중국의 무역 흑자 및 적자 상대국, 2018년(단위: 억 달러)
상대국
무역 흑자
상대국
무역 적자
미국
3,237
타이완
1,287
홍콩
2,944
한국
955
네덜란드
608
호주
575
인도
580
브라질
434
영국
331
스위스
346
멕시코
301
일본
332
베트남
199
독일
283
폴란드
173
사우디아라비아
283
방글라데시
168
앙골라
234
스페인
163
말레이시아
175
출처: <http://www.worldstopexports.com/chinas-top-import-partners/>.
한편, 중국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와 각각 575억 달러, 283억 달러, 234억 달
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
입이 급증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 한국, 일본, 독일과도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가
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무역 불균형이 미중 경제 관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
화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내 국가들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역
내 국가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규모가 점차 확대된 결과이다.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상향 이동을 하는 과
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통합의 지리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소
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데서 간
접적으로 뒷받침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일본, 타이완 이외의 다른 역내 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중국의 무역적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일시적으
로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 무역적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6)

4)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일부 역내 국가들과 무역 불균형의 확대에 따른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고
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대중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
무역 적자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 관계가 보다 상호보완적으로 변화해
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Zheng (2019).
5)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 최종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편, 역내 개도국인 인도, 베트
남에도 최종재와 중간재를 함께 수출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s://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VNM/textview.
6) CSIS China Power, https://chinapower.csis.org/trade-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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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약 500억 달러 수준에 달하였던 중국의 대일본 무역적자의 규모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대만과 한국과의 무역적자 규모가 1,000억 달러 규
모로 증가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내 지구적 가치 사슬에서 일본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의 위치가 부상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재와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지구적 가
치 사슬 내에서 한국 및 타이완 기업들과 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확대되어 왔으나, 미국과 중국은 무
역 불균형의 원인에 대하여 인식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무역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
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 사이에 상이한 시각이 발
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역 불균형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
구적 가치 사슬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
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III.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와 동아시아
공급 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GVC 무역의 비중이 세계 무역의 2/3에 달하는 등 세계
무역에서 공급 사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GVC 무역의 비중이 64%에서 55%로 하락한 데서 나타나듯이, 자국 우선주의,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공급 사슬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WTO 2019). 원
산지규정이 강화되고, 관세 인하 효과가 감소하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공급 사슬 내
무역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정혜영 2021).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RCEP과 CPTPP와 같은 메가 FTA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
나, 공급 사슬 내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구적 불균형은 지구적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구적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는 가치 사슬의 복잡도의 증가에서 발견된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진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복잡도가 높은 지구적 가치 사슬을
형성,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이후 지구적 가치 사슬이 단순 GVCs에서 복합
GVCs로 변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7) 이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방과 후방 복합 GVCs의 비중이 각각 2000년
38.5%와 39.6%에서 2017년 43.9%와 46.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지역 내
가치 사슬 내 생산 활동이 최종재의 생산을 위한 단순 가공 및 조립 중심 단계에서 가치 사
슬이 세분화ㆍ고도화되는 변화를 거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CPTPP와 RCEP 등 메가 FTA
의 체결과 발효는 복합 GVCs의 확대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8)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구적 가치 사슬의 재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적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아시아 지

7) WTO, Measuring and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GVCs on Economic Development,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7 (2017).
8) CPTPP가 회원국들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Pao-Li Chang and Tran Bao Phuong,
Global value chains and the CPTPP,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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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현저했다. 2010년대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지구적 가치 사살의 허브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고부가가치 생산 부문에서 핵심적 위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조립 및 생산을 주로 담당하던 데서 벗어나 가치 사슬 내에서 부가가
치가 높은 단계로 상향 이동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으나, 공
급 사슬 내에서 원자재 수입과 최종재 조립ㆍ가공ㆍ수출 단계에서 점차 부가가치 높은 원자
재 수입과 중간재 수출의 생산 단계로 상향 이동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중국제조 2025>과 홍색 공급망의 형성을 결합하면서 공급 사슬 내에서 생산 기지
역할을 하기보다는 토착 기술에 기반한 제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공급 슬 참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방 참여도가 후방 참여율이 더 높아지는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서 2018년 기간 중 중국의 단순 가공 무역의 비중은 45.4%에
서 27.3%으로 감소한 반면, 수출 산업의 자급률이 77.7%에서 87.3%로 증가한 것이 공급
사슬 내에서 중국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국제무역연구원 2020).
<그림> 중국의 공급 사슬 참여 변화 추이
중국의 GVC 참여도

중국의 GVC 전후방 참여도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2020).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개도국들이 가치 사슬에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가치 사
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타이완, 기타 아시아 국가
등 대다수 역내 국가들과의 생산 연계를 갖는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상향 이동은 아시아 지역 차원의 가치 사슬의 지리적 확대를 초래하는 한편, 가치 사슬의
허브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양적, 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글로벌 불균형이 미
국과 중국의 양자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다수 포함한 구조적 성격이 강
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 불균형은 미중 양자 경제 관계를 넘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다.9) 이러한 현상은 지구적 가치 사
9) 아시아 지역과 북미 및 유럽 지역 사이에 무역의 일방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 가치
사슬 간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GVC 수출의 목적지로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가치 사슬 간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 가치
사슬의 자기 완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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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 발달한 대표적인 산업인 ICT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ICT 산업에서 형성, 유지되
고 있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특징은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독일과 노르웨이 등 일부 역외
국가들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특히, 복합
GVCs에서는 전통적인 부품 공급국인 독일로부터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이 한
국, 타이완, 일본 등 역내 국가로부터 소재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역내 국가들로부터도 중간재의 수입을 확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
다.
<그림> ICT 산업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
전통 GVCs

복합 GVCs

출처: WTO(2019).
이 과정에서 ICT 산업에서 형성된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복잡성이 증대되었다. 우선, 글로
벌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 참여하는 역내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자 수준에서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또한 지구적 가치 사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계적인 구조가 강화되었다. ICT 산업의 경우,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허브의 위치
를 차지하고, 한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가 2차 노드를 형성하며, 홍콩, 태국, 브루네이,
라오스, 필리핀 등이 3차 노드의 위치를 차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참조).10)
공급 사슬의 변화 요인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여러 국가와 기업의 비교우위와 생산비용의 절감 등을 분석한
뒤 공급 사슬을 지구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급 사슬의 관리
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 이후 공급 사슬의 디지털화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이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공급 사슬의 평
균 생산 길이를 증가시킨 결과 공급 사슬의 취약성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
로 낮은 노동 비용을 활용하는 공급 사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생산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디지털화, 3D 프린팅 등으로 인한 생산 비용 감
10) 지구적 가치 사슬의 위계화는 아시아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행위자 간 위계성이 더욱 강화되어 핵심 허브에서 5차 노드까지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미국이 핵심 허브, 영국이 2차 노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3차 노드,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이태
리, 키프러스 등이 4차 노드, 에스토니아 등은 5차 노드로서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W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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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은 개도국들이 인건비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
을 것임을 시사한다. 공급 사슬의 디지털화와 기술 기반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이미 일
부 산업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생활 비용 격차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급 사슬의 변화가 발새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우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인도가
공급 사슬의 다변화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공급 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국내 조달 및 국내 생산 기반의 확충 역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디
지털 전환에 기반한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디지털 전환과 그
린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의 공급 사슬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커넥티드
(connected), 청정 및 자율 주행차, 수소 기술 및 시스템, 스마트 헬스, 산업 IOT, 저탄소
산업, 사이버 안보 등 6대 전략 부문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배터리, 고성능 컴퓨팅을 선
정하여 복원력 강한 공급 사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KOTRA 2020).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공급 사슬을 다
변화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JP Morgan의 서베이에 따르면, 조사기업 가운데 동남아
가운데 베트남으로 공급 사슬의 이전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48%에 달하였고, 말레이시아
(20%), 태국(8%), 인도네시아(4%) 등이 베트남의 뒤를 이었다. Rabo Bank의 서베이는 중
국에서 이전하는 후보 국가 17개국 가운데 태국 1위, 말레이시아 2위, 베트남 3위로 보고
되었다(정혜영 2021).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와 한국
개별 국가 수준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제1 무역 상대국
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07년 820억 달러에
서 2018년 1,621억 달러로 거의 2배인 97%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 위기 한중 무역 관
계를 확대일로에 있었다.11) 홍콩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007억 달러에서
2,081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무역 관계의 확대는 한국이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과
정에서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빨리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1,621억 달러 가운데 1,282억 달
러(79%)가 중간재 수출이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6.2%
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분업 구조가 확대, 심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중국과 쌍방향적 무역 관계를 형성한 거의 유일
한 국가가 되었다(WTO 2019).
한중 경제 관계의 확대ㆍ심화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회로 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
취약성이 증대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한국은 중국과 가치 사슬에 기반한
분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한중 경제 관계의 심화, 확대는 한국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
11)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36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표> 참조).

- 7 - 96 -

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62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하였다. 홍콩에 대한 수출을 더한 수출 의존도는 34.4%에 달한다(한국경제신
문 2019/1/3).
한중 경제 관계의 고도화는 FDI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2010
년대 초까지 한국 FDI의 최대 투자처였다. 2005년 한국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
중이 무려 39.4%에 달하였다.12) 이후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0년대
한국의 FDI의 초점이 제조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
이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중국에 집중된 한국의 FDI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중 기업들이 공통의 가치 사슬 내에서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13)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는 두 가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켰다. 첫째, 중국
에 대한 비대칭적 상호 의존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도 한중 경제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과정
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 아니라 공급 체인의 재편도 함께
추구하였는데, 한국이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과정에서 간접적 피해에 노출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주요 산업에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품과 기업에 대
한 제재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2 수출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63%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을 개최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하는 등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무역 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한 결과였다. 이후 한국은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비준 동의안 통과, 2012년 3월 발효 등 국내정치
과정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였다.14) 이로 인해 한국은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도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2007년 한국의 제3위 수출 상대국이었던 일본의 순위가 2018년 베트남과 홍콩에
이어 5위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7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264억 달러
에서 305억 달러로 15% 증가하고, 대일본 수입은 546억 달러에서 563억 달러로 3% 증가
하는 데 그치는 등 한일 무역 관계는 중국과 미국은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의 무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국의 무역 규모는 2011년 1,080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위계적 분업 구조를 형성하여, 한국이 일본
에서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던 대일본 수입 증가, 전체 수출 증가라는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김바우 2015).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서 중간
12) 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FDI 종착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바뀌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미국이 2013년 제치고 한국 FDI의 18.9%를 차지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16.9%로 감소하였다. 이
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6년 미국의 비중이 36.6%까지 증가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9.4%로 더욱 감소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2018).
13) 물론 한국이 대중국 FDI는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한 투자도 다수 있었다.
14) 한·미 FTA, https://www.fta.go.kr/us/inf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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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대일 수입과 대세계 수출’이 연계되는 패턴에서 탈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중간재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5%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
18.1%로 최초로 20% 이하로 감소하였다. 2018년 3분기 이후 이 비중이 더욱 감소하여
15%수준을 기록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19/7/7). 물론,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
트에서 배제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나, 한일 양국의 산업 구조
가 상당 수준 동조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치 사슬에 기반한
무역은 과거와 같이 일방향적 성격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6)
베트남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구적 가치 사슬이 허브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한국은 베트남
과의 생산 및 무역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무역 규모는 1992년 수
교 당시 5억 달러에서 2017년 500억 달러를 기록하여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 양
국의 무역 규모는 682억 달러(수출 486억 달러, 수입 196억 달러)에 달하여, 베트남은 한
국이 제3위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17)
IV. 한중일 협력 방안
1. 공급 사슬 다변화에 대한 공통의 인식 형성
한중일 3국은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공급 사슬이 구조적 변화의 과정에 돌입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가치 사슬의
구조적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고,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을 계
기로 공급 사슬의 취약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취약성 보완을 위한 공급 사슬의 재편 필요성
이 커졌다. 문제는 공급 사슬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 사슬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다변화하는 현상과 세계
최대 소비 지역인 중국에 근접한 곳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현상이 동시에 전개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은 공급 사슬의 재편에 과도한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구조적 변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측면이 있다는 데 대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할 필요
가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공급 사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을 과장할 필
요는 없으며, 한, 중, 일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은 경제-안보 연계의 악순환 차단하고, 공급 사슬의 과도한 안보
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15) 한편, 대일 무역 적자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공목 (2015).
16)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제품, 기계류 부분품, 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품 등에서 한국의 대일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원 (2019).
17) K-Stat,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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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FDI를 확대하면서 공급 사슬의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무역 규모의 확대는 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중
국 이후의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한 결과이다. 이러한
특징은 양국의 무역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가 1~3위
를 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에서도 무선통신기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심수진 2019).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양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구적 가치 사슬을 형성하여 유기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하
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 베트남 FDI 누적액은 585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
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한국무역신문. 2019/11/16). 한국의 공급 사슬 다변화
전략은 아주 최근의 현상은 아니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과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서 베트남의 잠재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베트남으로 공급 사슬을 다변화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2020년 7월 일
본 경제산업성이 중국으로부터 다변화하기 위해 700억엔을 지원할 87개 기업을 발표하였는
데, 이 가운데 샤프, 닌텐도, 교세라 등 15개 기업이 베트남을 이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지어 애플 협력사인 고어텍(Goretek)과 럭스쉐어(Luxshar)와 의류 기업 Yulun, Gain
Lucky, Worldron, 보스덩 등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다(장혜영
2021).
2. 공급 사슬의 변화와 한중 관계의 재편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를 속도를 높임에 따라, 지역
공급 사슬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중국이 원료, 소재,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국산화 비율의 향상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 가치 사슬(Chinese Value
Chains: CVCs)의 형성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경제적 효율성 면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우회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사
슬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기존 협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소재와 부품을 공
급하는 협력 관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아직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의 이행기를 관리하는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간 리커플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인 기후변화, 미세먼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협력의 가능
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 로봇, 자동차 산업 등에서 다층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표준 협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할 필요
가 있다.
3. 공급 사슬의 투명성과 복원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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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더불어 지역 가치 사슬에서 중국에 첨단산업의 소재와 부품을 수
출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3국은 공급 사슬의 안정과 복
원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은 공급 사슬의 투명
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 가치 사슬에는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사슬의 복
원력 강화를 위한 역내 국가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중일 3국이 선도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4. 한중일 협력과 지역 협력의 연계
공급 사슬의 구조적 변화는 중국이 공급 사슬 내에서 상향 이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공
급 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된 결과, 한중일 3국의 경제 교류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중ㆍ중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 사이의 경쟁을 심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한중일 3국 협력을 지역 협력의 틀
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지역 가치 사슬 내에서 상향 이동하는 과정에서
역내 후발 개도국들이 새롭게 지역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역 협
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한중일 3국이 역내 지역 협력을 안
정적 토대 위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국내 생산, 소비, 분배 중시의 국내 순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이 경제와 산업의 자립도 향상과 지역 협력의 유지ㆍ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낼
경우 중국이 지역 협력에 대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8년 글로
벌 금융 위기 이후 보호주의의 확대 추세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
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이 역내 무역의 최종 소비자로서 보호주의 완화의 실질적 역
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은 지역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지역 차
원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위기와 충격에 강한 복원
력 향상을 위한 지역 협력의 포괄적 프레임워크인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추진하고 있는데, ASEAN+3로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물론, 한
중일 협력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CPTPP와 RCEP의 상호보완성 향상
아시아는 두 개의 메가 FTA가 체결ㆍ발효될 유일한 지역이다. 메가 FTA에는 지정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사슬 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 규칙을 수립을 순
수하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CPTPP 가입
의 속도를 높이려는 데는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이전 지역 경젱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고, 인도가 RCEP
에 불참하기로 한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RCEP 체결을 계기로 지역 경제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
정부가 일본, 호주, 인도 등과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를 추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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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RCEP이 발효될 경우, 중국 중심의 공급 사슬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다.
더 나아가 중국이 CPTPP의 가입 신청을 서두르는 데는 미국, 영국, 호주 사이의 안보 협
정(AUKUS) 체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CPTPP를 활요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
다. AUKU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
하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모
색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메가 FTA를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CPTPP와 RCEP의 규칙을 조화시키는 노
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핵심 국가인 미국의 탈퇴로 인해 그 대안으로 발효된 CPTPP는
단기적으로 지역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CPTPP는 공급 사슬 내
무역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등 21세기 무역 규칙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다. 반
면, RCEP은 누적 원산지규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발효 이후 지역 가치 사슬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RCEP은 참여 국가들 사이의 격차로 인해 21세기
무역 규칙을 폭넓게 수용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두 메가 FTA가
서로 경쟁 또는 갈등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와 관련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양자 차원의 노력을 통해 RCEP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의 업그레이는 한중 무역 관계를 심화ㆍ확대하는
양자적 차원의 효과는 물론,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장
기적으로 RCEP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
국이 2021년 9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은 적어도 점진적으로 21세기 무
역 규칙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싱가포르 및 호주 등 역내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무역 규
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데 따른 전시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21세기 무역 규칙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수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무역 규칙의 수립을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이 일본 대 중국 또는 미국 대 중국 사이의 경쟁 구도
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 신남방정책: 일대일로와 Blue Dot Network의 연계 고리
중국은 국내적 차원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 질서의 재편을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로
를 추진해왔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일대일로를 전통적인 인프라 프
로젝트에서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고 있다. BDN은 미국이 일대일로에 대응하
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이다. 미국은 특히 BDN을 일대일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다자 차원에서 새로운 인프라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시도하였다. 첫째, 미국은 일본 및 호주와 함께 2.5조에서 3.5조 달러로 추산되는 인프라
투자 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BDN을 출범시켰다. BDN은 사업 시행 방식, 재원
조달, 민간 행위자 참여 등에서 일대일로와 차별화된다(OECD 2021a). 사업 유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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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건, 핵심 인프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는 가운데 높은 기준과 환경, 인권,
노동자 권리를 준수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일대일로와 차별화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BDN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 정부의 개발 금융 기능을
현대화한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를 출범
시켰다. USDFC는 ICT 인프라 건설을 통한 개도국의 보건, 교육,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는 것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여성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규모를 6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식 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 재원을 위한 투자 기금(investment funds)을 조성하고,
채권 금융(debt financing), 지분 투자(equity investment) 등 혁신적 방식을 도입하였다.
둘째, 미국이 일본, 호주와 BDN을 추진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수
립하려는 것으로, 핵심은 정부, 민간 부문, NGOs가 고품질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통의 비
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이 BDN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경
제적 효율성, 재정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대일
로와 차별화된 인프라 건설의 새로운 세계 표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남방정
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와 BDN이 상이한 디지털 표준을 지향하는 만큼,
신남방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디지털 표준이 양분화되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의 대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내 다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 호주 등과 디지털 무역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중견국
외교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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疫情冲击下中韩经济关系的发展态势与前景展望
王箫轲 王玉婷

【摘要】 新冠疫情冲击下中韩经济关系表现出了较大的韧性，并出现了逆势增
长的态势。中韩经济继续维持了较强的相互依赖关系，两国产业的比较优势依然
具有较大的互补性，但总体上呈现出中国竞争力上升，韩国竞争力下降的态势。
在国际政治经济秩序调整加快的背景下，全球产业链内缩、生产向地区化集中以
及新产业革命的兴起，为中韩经济合作拓展心得空间提供了条件。与此同时，中
美竞争长期化，韩国对华疑虑加深，两国部分产业竞争性增强等因素也给中韩经
济合作带来新的不确定性。中韩两国应在战略认上加强互信，制度上进一步完善
经贸合作规则，产业合作上扩大共同利益，推进两国经济关系进入全面深化发展
的新阶段。
【关键词】相互依赖；产业链；产业革命；贸易规则；共同利益
【作者简介】王箫轲，博士，吉林大学东北亚研究中心副教授。主要研究领域：
朝鲜半岛问题。王玉婷，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硕士研究生。

疫情冲击下，全球经济出现了增长缓慢、合作停滞的局面。相比之下，中韩
经济合作受到冲击较小，迅速实现了经贸合作的恢复和发展，呈现出逆势增长的
态势。后疫情时代的中韩经济合作正面临着一个承上启下的时期，如何在既有的
合作基础上继续拓展新的合作空间，是两国面临的共同课题。

一、2020-2021 年中韩经济合作的基本情况
2020 年，全球经济都受到了新冠疫情的巨大冲击。比较之下，东亚国家在疫
情应对和经济恢复方面走在了全球前列。尤其是中韩两国，无论是在抗击疫情，
还是复工复产方面都做的可圈可点。中韩两国大力抗疫，多措并举，在稳定国内
生产环境，促进对外经贸发展等方面都取得了明显的效果。中国是 2020 年全球
唯一实现经济正增长的主要经济体，韩国经济虽然有所下滑，但下滑幅度在发达
国家中是最小的。在这一背景下，中韩间的经贸往来受疫情波及的程度较小，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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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了稳健的发展态势。
根据韩国海关提供的数据，2020 年中韩贸易额为 2414.50 亿美元，是紧随
其后的韩美贸易额的 1.83 倍。其中，韩国对华出口总额为 1325.65 亿美元，占
韩国出口总额的 25.9%，是韩国第一大出口对象国。2020 年韩国自华总进口额为
1088.85 亿美元，占韩国进口总额的 23.3%，中国也是韩国的第一大进口对象国。
①

由于统计口径的差异，中国方面的数据显示，2020 年中韩双边贸易额为 2852.64

亿美元，韩国是中国的第五大贸易对象国（前四位分别为东盟、欧盟、美国和日
本），双边贸易额同比增长 0.3%。其中，中国对韩出口总额为 1125.05 亿美元，
同比增长 1.4%；中国自韩国进口 1727.60 亿美元，同比下降 0.5%。②从总体上
看，中韩两国 2020 年的贸易额能够维持稳中有增的局面是难能可观的，反映了
产业链相互依赖、地理邻近等因素所塑造出来中韩经济关系的韧性。
进入 2021 年以后，中韩两国经济复苏进一步加快，双边贸易额也出现大幅
度增长。根据中国海关总署的统计，截至 2021 年 9 月，中韩双边贸易额已经达
到 2624.07 亿美元，同比增长 27%。其中，出口 1074.06 亿美元，同比增长 33.7%，
进口 1550.02 亿美元，同比增长 22.8%。③按照这一发展势头，中韩贸易额极有
可能再次突破 3000 亿美元大关。从商品结构上来看，集成电路（半导体）依然
是韩国对华出口的主力，占到了韩国对华出口额的近三成。这一类商品也是韩国
自华进口的主力，约占了 15%，说明中韩在集成电路领域的产业内贸易规模较大。
除了在贸易方面，中韩两国在相互投资上也迅速走出了疫情的影响。2020 年，
受到新冠疫情的影响，韩国对华实际投资 36.1 亿美元，同比下降了 34.8%。但
在这一年，中国对韩直接投资 3.6 亿美元，同比增长 75.1%。④2021 年上半年，
韩国对华投资开始复苏， 实际投资了 1248 个项目，同比增长 76.5%，实际外资
20.2 亿美元，同比增长 42.9%。⑤

①
②
③

④

⑤

数据来源：韩国海关网站，https://unipass.customs.go.kr.
数据来源：中国商务部网站，http://yzs.mofcom.gov.cn/article/t/202103/20210303042237.shtml.
数据来源：中国海关总署网站，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
/ 302277/302276/3955049/index.html
《2020 年 1-12 月中国—韩国经贸合作简况》，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亚洲司，http://yzs.mofcom.go
v.cn/ article/t/202103/20210303042237.shtml
《2021 年 1-6 月中国—韩国经贸合作简况》，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亚洲司，http://yzs.mofcom.go
v.cn /article/t/202107/2021070318166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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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中韩经济相互依赖关系的变化
中韩经济合作历来是两国关系的重要基石，不断增长的贸易规模和不断加深
的产业链合作也成为中韩关系发展的重点。但随着中国经济的不断成长，在市场
和技术领域的双重优势逐渐显现，在韩国引起了对华经济过度依赖的担忧。尤其
是在 2017 年以后，韩国开始有意识地减少对华经济依赖，推行了“新南方经济
政策”等措施，以促进经贸合作的多元化。中美竞争凸显之后，韩国更是面临着
在中美间“选边站”的压力。然而，从实际的市场行为来看，中韩经济合作不仅
在规模上没有下降，相互依赖关系也没有减弱。
在过去 10 年间，韩国对华出口占其总出口的比重始终维持在一个较高的水
平。2011 年，这一数据为 24.17%。2018 年达到历史最高水平 26.8%，2019 年有
所回落，2020 年再次上升到 25.85%。而在韩国自华进口方面，其数额占韩国进
口总额的比重在不断上升，从 2011 年的 16.48 上升到了 2020 年的 23.29%。（见
图 1）如果从 2021 年前 9 个月的数据来看，韩国对华进出口占比也大致维持了
这样一种趋势，对华出口占比为 25.21%，自华进口占比为 22.41%。①
在中国对韩进出口方面，过去 10 年间中国对韩出口占对外出口总额的比重
一直维持在 4%到 5%之间，自韩进口占总进口额的比重则在持续下降。2011 年中
国自韩进口额占比为 9.33%，2005 年达到了最高峰 10.38%，此后则开始逐年下
降。2020 年，这一比例为 8.4%。从 2021 年前 9 个月的数据来看，中国对韩出口
占比为 4.47%，进口占比则为 7.85%。

①

数据来源：韩国海关网站，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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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图 1 中韩两国间贸易额占各自进出口总额的比重 2011-2020
数据来源：International Trade Centre.

从数据来看，首先，2017 年以来中韩经济相互依赖的状态并没有发生明显
的变化，韩国对华出口和中国对韩出口都保持了一个相对稳定的状态。其次，韩
国对华出口占出口总额的比重明显超过中国对韩出口占出口总额的比重，前者维
持在 25%上下，后者不到 5%，这说明中国并不主要依赖对韩出口，而韩国对中国
存在出口依赖。最后，过去 10 年间，韩国自华进口占其总进口额的比重在不断
上升，中国自韩国进口占总进口的比重在不断下降，中韩两国对彼此的进口依赖
呈反向发展。
从具体商品的比较优势来看，笔者以 5 年为跨度，选择 2011、2016、2020
年三个年份计算了中韩两国优势商品出口比重及竞争力变化情况。其中，竞争力
变化情况由竞争力指数（TC 指数）①来显示。从表 1 可以看出，过去 10 年间，中
国的优势产业类别变化不大，以贱金属（钢铁、铜、镍、铝等）及其制品，纺织
材料及制品，家具、玩具等杂项制品以及矿物材料制品、陶瓷品、玻璃制品为主。
从具体的出口份额和竞争力指数来看，10 年间中国产品无论在出口比重还
是在竞争力优势上都存在较明显的波动。中国主要出口商品贱金属及制品的占比
①

竞争力指数（TC 指数）：表示一国进出口贸易的差额占进出口贸易总额的比重。TC 指数=（出口额-进
口额）/（出口额+进口额）。该指标均在-1—1 之间。其值越接近于 0 表示竞争力越接近于平均水平；该
指数为-1 时表示该产业只进口不出口，越接近于-1 表示竞争力越薄弱；该指数为 1 时表示该产业只出口
不进口，越接近于 1 则表示竞争力越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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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竞争力都大幅下降，纺织原料、纺织制品以及杂项制品的出口比重及竞争力指
数均有大幅提升，并维持在相对稳定状态。矿物材料制品、陶瓷品、玻璃及制品
的出口比重有所上升，竞争力指数却大幅下降；作为日常必需品的食品、饮料、
烟草、酒精以及活动物，动物产品无论是出口数量以及优势竞争能力都保持了良
好的态势，尤其是活动物、动物产品的竞争力在 2016 年后达到较为稳定的优势
状态。如果按照 4 位 HS 编码统计的话，2011 年起中国对韩国出口的第一大类商
品已经不是贱金属、纺织原料等，而是通信设备和电子集成电路。以电子集成电
路为例，其竞争力指数也在稳步提升，已经从 2011 年的-0.8 提高到 2020 年的0.61。①

表 1 中韩产业间竞争力指数变化 （2011、2016、2020 年）——中国优势产业
2011
HS 编码及商品类

出口比

别

重%

第 15 类 贱金属及

6.8

2016
排行

2020

竞争力

出口比

排

竞争力

出口比

排

竞争力

指数

重%

行

指数

重%

行

指数

1

0.24

11.8

1

0.16

8.6

1

0.01

2.8

2

0.36

10.5

2

0.60

7.8

2

0.69

1.0

3

0.82

3.2

4

0.30

3.9

4

0.26

第 20 类 杂项制品

0.9

4

0.57

3.9

3

0.80

5.9

3

0.95

第 4 类 食品；饮

0.5

5

0.36

2.0

5

0.41

1.8

6

0.36

0.5

6

0.44

1.5

6

0.79

1.2

9

0.81

制品
第 11 类 纺织原料
及纺织制品
第 13 类 矿物材料
制品；陶瓷品；玻
璃及制品

料、酒及醋；烟草
及制品
第 1 类 活动物；
动物产品
累计

12.9

34.4

32.1

注：2020 年中国对韩出口比重排名第五位为第 17 类 车辆、航空器、船舶及运输设备，占
比 2.7%，竞争力指数 0.36；排名第七位为第 12 类 鞋帽伞等；羽毛品；人造花；人发品，
占比 1.4%，竞争力指数 0.92。

从韩国的优势产业来看，过去 10 年间的种类也较为固定，但排名有所变化，
主要以机电、音像设备，光学、医疗等仪器、化工产品、矿产品以及塑料橡胶制
品为主。从竞争力指数上看，韩国最具竞争力的前三类产品分别为塑料制品及橡

①

笔者根据 International Trade Centre 数据库计算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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胶制品，矿产品，光学、医疗等仪器。从具体的出口份额和竞争力指数来看，韩
国机电、音像设备及其零件、附件的出口比重在 2016 年后大幅增加，超过韩国
总体出口的 50%，①成为韩国对华最主要出口商品，竞争力指数也呈不断攀升趋
势。光学、医疗仪器和化工类产品出口比重较为稳定，竞争力却呈下降趋势；矿
产品的出口比重及竞争力都维持在较有力的稳定状态；塑料、橡胶制品的出口比
重逐年微幅上升，竞争力却逐年下降。2020 年，韩国车辆、航空器、船舶及运输
设备的竞争优势不再，从中国进口的更多。总体来说，韩国优势产业总体的出口
比重较为稳定，竞争力却呈显出明显的总体下降趋势。
表 2 中韩产业间竞争力指数变化 （2011、2016、2020 年）——韩国优势产业
2011

2016

2020

HS 编码及商品类

出口比

排

竞争力

出口比

排

竞争力

出口

排行

竞争力

别

重%

行

指数

重%

行

指数

比重%

第 16 类 机电、

22.7

1

0.17

55.9

1

0.34

61.4

1

0.35

10.4

2

0.70

10.9

2

0.65

6.64

4

0.53

7.50

3

0.41

10.3

3

0.42

9.82

2

0.27

第 5 类 矿产品

5.40

4

0.63

3.98

5

0.55

4.92

5

0.61

第 7 类 塑料及

5.00

5

0.68

6.96

4

0.66

7.00

3

0.50

3.00

6

0.46

2.90

6

0.36

2.72

6

-0.36

指数

音像设备及其零
件、附件
第 18 类 光学、
医疗等仪器；钟
表；乐器
第 6 类 化学工
业及其相关工业
的产品

其制品；橡胶及
其制品
第 17 类 车辆、
航空器、船舶及
运输设备
累计

54.0

90.9

92.5

从上述变化中我们能够发现，中韩产业的比较优势依然存在着较大的互补性，
优势产业交叉度并不高。不过，在整体上韩国优势产业的竞争力出现了下滑。在
韩国竞争优势较大的集成电路领域，中国的竞争力正在逐步上升。另外，结合表
1 从具体产业上看，中国第一大出口产品贱金属及制品保持了相当的出口数量，

①

这一大类中电子集成电路占了一大半的份额，2016 年电子集成电路占到韩国对华出口总额的 33.8%，20
20 年则占到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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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其竞争力在 2020 年却无限接近于 0，说明韩国对中国的贱金属及制品出口数
量在不断增多，韩国对中国市场的需求显现。从纺织原料及纺织制品方面的数据
来看，中国在此产业内节节攀升的高竞争力指数印证了韩国高附加值的产品设计
依旧需要中国的优质人力以及原料资源；生活物资的必需性以及短途运输的便利
性使活动物及动物制品具有高出口高竞争力，更直观显示了韩国资源稀少的短板。
结合表 2 来看，韩国优势产业中的光电仪器类、化工制品类、塑料制品类产
品竞争力均有所下降，说明中国在这些方面对韩国的依赖性正逐步减弱。结合韩
国机电设备向中国的高出口比重，我们能够看出韩国对于中国存在明显的敏感性
依赖。同时，这也说明韩国在机电设备尤其是集成电路方面依然保持这优势竞争
力，中韩两国在这些方面的贸易往来尤其是产业内贸易往来的数额仍十分可观，
从而意味着中韩经济关系的互补性依然存在，具备进一步深化和扩大合作的潜力。

三、中韩经济合作面临的机遇和挑战
无论是从经济合作规模还是内在产业互补关系来看，中韩之间的经济关系都
有着继续发展的必要性和内生动力。在国际政治经济秩序调整加快的大背景下，
中韩两国的经济合作也面临着新的环境。全球产业链内缩、生产向地区化集中以
及第四次产业革命的开始，为进一步推动中韩经济合作提供了新的机遇。同时，
贸易保护主义回潮、中美竞争日益加剧以及中韩产业竞争性加强等因素也为中韩
经济合作带来了新的挑战。
（一）中韩经济合作面临的新机遇
首先，全球化向区域化方向的发展为中韩合作提供了更多的机会。如果说
2008 年经济危机之后，全球经济持续低迷，成为了美国、欧洲等地保护主义抬
头，转向国内生产，全球产业链不断缩短的开端，那么 2020 年新冠疫情的到来
不仅加速了这一趋势，进一步阻碍了全球贸易、关键产品及供应链的流动。在新
冠疫情的冲击下，边境封锁阻碍了商业贸易和跨国运输，各国政府加强干预和保
护国内重要生产链，消费者购买力下降影响了商品及服务的进口。这一系列变化
都加速了全球产业链收缩的进程，表现为区域间贸易规模缩小，区域内贸易规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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扩大。全球生产、贸易和消费结构呈现以美加墨为核心的北美链、以德法为核心
的欧洲链和以中日韩为核心的亚洲链三大区域网络。其中，亚太价值链是目前生
产链条最多、参与国家最多、贸易额最大和分工结构最为复杂的区域价值链体系。
①

全球化转向区域化，全球产业链收缩的趋势为中韩两国在亚太价值链中的合作

提供了更多的可能。
其次，中韩两国具备提高产业链弹性的优势条件。在新冠疫情的冲击下，世
界各国对产业链的弹性提出了更高的要求。疫情使全球生产中原本就存在的问题
更快地暴露出来，包括过度追求比较优势、精细化分工、成本最低而产生的产业
链效率有余而弹性不足的问题。因此，加强弹性成为了各国重构产业供应链的主
要考虑之一，稳定的政治局势、有效的治理能力、潜在的市场规模、完善的基础
设施、可靠的金融环境等都成为弹性供应链所需要考虑的要素。中韩两国在人员、
物品以及产业链流动方面需求一直较大，关系密切。在此次危机中，中韩两国均
有效控制了新冠疫情对本国经济的影响，降低了中韩产业链断裂的风险。根据韩
国进出口银行的报告，仅 2020 年 1-2 月由于新冠疫情传播，零部件供应减少导
致工厂关闭，对中国的出口减少，随着 3 月份工厂复工，出口降幅收窄。②到 2020
年 5 月，韩国对中国的出口就恢复到新冠疫情前的水平，且得益于中国政府的刺
激措施，石化、钢铁、半导体等出口活跃，在 6 月份实现了首次转正。③可见，
对于同处东亚地区的中韩两国来说，两国在地区范围内相较于全球范围对风险把
控、危机化解的水平更强。可以说，由全球生产链内的合作转向区域生产链内的
合作更有利于中韩两国发挥“强政府”下的指挥优势，提高经济弹性，为两国生
产供应的安全加上了一道保障。
最后，第四次产业革命的到来将催生中韩两国新的合作领域。第四次工业革
命是以物联网、人工智能、机器人技术、虚拟现实、量子信息技术、可控核聚变、
清洁能源以及生物技术为技术突破口的工业革命。在此次产业革命中，中国的起
步并不落后于发达国家，甚至走在了绝大多数发达国家的前列。韩国则在技术商
业化方面具有丰富的经验，在人工智能、生物技术等领域也有较为雄厚的实力。
①

袁佳，莫万贵：《全球产业链重构趋势及应对》，《财经》2020 年 19 期，2020 年 09 月 14 日，http:/
/magazine. caijing.com.cn/20210414/4755966.shtml
②
2020 년 1 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 분기 전망,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원,VOL.2020-수출2 (2020.05).
③
2020 년 2 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 분기 전망,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원,VOL.2020-수출3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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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两国都制定了各自的信息技术、智能制造、绿色能源等发展规划、战略，新
的合作领域极为广阔。正如文在寅总统访华时提出的，中韩两国经贸合作应从传
统的以制造业为中心拓宽至信息通信(ICT)、新可再生能源、福利医疗、环境等
多个领域。①
（二）中韩经济合作面临的新挑战
中韩经济合作在面临新的合作机遇的同时，也出现了一些新的挑战。首先，
中美竞争的常态化和长期化使得中韩经济合作面临更多的干扰因素。从特朗普政
府开始，美国显著加强了对华竞争措施。在经济领域，美国通过对华征加高额关
税、制裁中国高科技企业、推动新贸易规则谈判等措施，试图实现国际贸易的“去
中国化”。新冠疫情爆发后，中美关系进一步恶化。拜登政府相当程度继承了拜
登政府的国际经济政策，继续推动全球产业链重组，在全球贸易和生产领域排斥
中国。中美结构性矛盾的激化使韩国在对华经济合作中产生了更多的顾虑，担心
部分高科技产业供应链有美国本地化的可能。因此，有智库建言“韩国应做好对
中国出口（尤其是 ICT 行业）下降的准备”。② 再加上美国经常性的施压，韩国
对华政策的摇摆性可能更大，这为中韩未来经济的前景带来更多的变数。
其次，韩国对华经济合作的战略疑虑正在加深。长期以来，“经济压舱石”
理念一直是中韩两国间合作的内生动力，即“经济关系的快速发展和与此相关的
大规模人际交往成为稳定中韩关系的压舱石。”③然而，自 2003 年中国超越美国
成为韩国第一大经贸合作伙伴之后，“过度依赖中国”就成为韩国社会出现的一
个战略疑虑。2019 年以来， 中美竞争加剧、疫情加速全球价值链重塑、中国要
素成本上升、中国经济增速放缓等多重因素相互叠加，韩国国内认为调整对华经
济依赖关系已成为紧迫课题的声音有所加强。④对韩国而言，既希望在与中国的
合作中既共享红利，又希望有效控制中国的经济影响力，以应对大国竞争可能带
来的“困局”。在这种充满疑虑的战略考量下，中韩经济关系的健康发展必然受

①

《文在寅在北京大学演讲》，韩联社，2017 年 12 月 15 日，https://cn.yna.co.kr/view/MYH20171215
0139 00881
②
Jai Chul Heo：“Field-by-Field Changes in China since Covid-19 and Implications for Kore
a”,KIEP, World Economy Brief, Vol. 11 No. 9,March 10, 2021.
③
张蕴岭：《新时代的中韩相处之道》，《世界知识》2020 年第 8 期，第 72 页。
④
강내영，도원빈, 포스트 코로나 시대,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국제무역연구
원,2020.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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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一定程度的影响。
最后，中韩个别产业间的竞争性增强。整体上来看，中韩产业间依然存在较
强的互补性。但在一些高科技领域，这种竞争性正在不断凸显。在过去是三十年
间，中国不断进行产业升级，逐渐从位于“进口中间产品、组装最终产品”的产
业链下游上升到“出口中间产品”的产业链中游，而且中间产品包含的资本、技
术含量不断增加，正在兄以低附加值生产为主的制造大国向以高附加值生产为主
的制造强国转型。中国在东亚产业链中不断提升的不可替代性造成了中韩在东亚
区域产业价值链中的角色重叠与冲突，中韩在东亚区域产业价值链中不再是简单
的上下游关系，而同为高附加值产品出口国，这意味着中韩两国在部分产业上必
然存在竞争性。以半导体为例，前文分析已经表明中国的产业竞争力正在奋起直
追。2020 年，中国首次占据年度全球半导体设备投资规模首位，国际半导体设备
材料协会（SEMI）和中国半导体协会（CSIA）预测，到 2050 年中国半导体设备
投资将增长为 2570 亿美元，并成为全球最大的半导体市场。同时，SEMI 认为，
美国的打压将成为中国发展半导体产业和构建稳定供应链的动力，中国将以芯片
设计和代工为主，扩大在全球半导体市场的影响力。①这也意味着中韩在半导体
领域的竞争将更加激烈。

四、中韩经济关系“行稳致远”的建议
中韩经济关系正面临着一个承上启下的时期，三十年合作的巨大成就为两国
经济关系的持续发展奠定了基础，全球产业链内缩和第四次产业革命为中韩进一
步深化合作提供了新的可能，中美竞争加剧和中韩产业竞争的矛盾显现，也使中
韩经济合作面临着新的挑战。未来中韩两国应增强互信，推进经济战略的对接，
在双边或多边框架下着眼开发新的合作领域，推动两国经济关系进入新的发展阶
段。
（一）在顶层设计上确立合作共赢的战略共识
自中韩两国建交以来，两国经济合作规模不断扩大、合作层次不断深化，形

①

2025 年中国将成为全球最大半导体市场，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1 年 9 月 30 日，http://kr.mofc
om.gov.cn/article/jmxw/202109/202109032041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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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了相对稳定的贸易与产业合作关系。未来中韩两国深化合作，实现发展战略对
接，在第四次产业革命中互助互利，共同维护亚太地区的繁荣发展，最重要的就
是在彼此的认知上坚定互信、确立共识。相互信任是合作的基础。为保持中韩经
济持续健康发展，两国应进一步增强战略互信，使合作共赢成为两国政经界的广
泛共识。中韩两国应充分利用现有对话磋商平台确保两国高层能及时有效地沟通，
不断增加中韩两国在议题探讨或问题解决方面的合作机会，打造更深层、更稳固
的战略合作伙伴关系，增强中韩经济合作进行的持续性与稳定性。
（二）在制度建设上完善各层次的经济合作规则
中韩两国都面临着国际贸易规则转型升级的局面，更高水平的贸易和投资规
则谈判在主要经济体间已经广泛开展，全球范围内建立更高标准的经贸合作框架
已经势在必行。在此背景下，中韩两国应当在双边和多边的贸易框架内加快完善
经济合作规则，提高两国适应高标准经贸合作的能力。两国应加快推进《中韩自
由贸易协定》第二阶段谈判，推动中韩经贸合作结构升级；共同促进《中日韩自
由贸易协定》谈判的有效开展，建立高水平的区域贸易规则；积极推进《区域全
面经济伙伴关系协定》的有效落实，推动东亚区域内贸易和产业链的高质量成长。
中韩还应就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展开必要的沟
通，交流深度市场开放的经验，协调彼此的谈判立场和利益诉求，共同适应高标
准贸易协定；两国还应继续扩大在 WTO 改革与全球性国际经济规则领域的协商合
作，维护在多边贸易合作中的共同利益。
（三）在产业合作上积极扩大共同利益基础
中韩产业与商品的竞争性在未来面临着进一步加强的风险，这不仅会导致贸
易摩擦的产生，还会加剧韩国“被赶超”的忧虑。为进一步扩展中韩经贸合作增
长的空间，中韩两国应在传统领域之外新的产业合作框架，服务业、ICT 产业、
生物医药产业、新能源产业等都具备巨大的合作潜力。新兴产业的开发正值起步
阶段，中韩两国站在了产业合作的起点，如果两国能够深入合作、齐头并进，积
极筹措推进在信息、技术方面的交流和发展规则、标准上的协商，不仅能够进一
步扩大两国的共同利益基础，也能推进两国在第四次工业革命中的优势地位，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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动两国经济关系的高水平、持续性发展。

The Developm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China-ROK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Impact of the Epidemic
Wang Xiao-ke Wang Yu-ting
Abstract:

Under the impact of COVID-19, China-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show great resilience, and appear a trend of countertrend growth. China and South
Korea continue to maintain a strong economic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two countries' industries are still highly complementary,
but on the whole, the competitiveness of China is rising, while that of South Korea is
declining. Under the background of the accelerated adjustmen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the contraction of the global industrial chain, the
centralization of production to the region and the rise of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 conditions for the expansion of china-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he prolonged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growing doubts about China, and the enhanced competitiveness of some
industries in the two countries have also brought new uncertainties to china-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China and the ROK should strengthen mutual trust in
strategic recognition, further improve the rules of economic cooperation in institutional
terms, expand common interests in industrial cooperation and push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into a new stage of all-round deepening and development.
Key words: interdependence; industrial chain; industrial revolution; trade rules;
commo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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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trend and prospects of Sino－ROK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impact of the COVID-19

Abstract The outbreak of COVID-19 has pushed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o a critical stage of linking up and
down. The adjustmen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is accelerating, and the changes in the world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have brough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Sino-ROK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s always taken advantage of the scal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industries.
In the post-COVID-19 era, the global value chain shrinks and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regions, providing conditions for the in-depth
development of Sino-ROK economic cooperation.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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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pace

for

the

all-round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norm, South Korea's suspicion of China has deepened, and
factors such as the weakened complementarity and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dustries have, however, made Sino-ROK
economic cooperation face greater uncertainty and challenged the
further development of Sino-ROK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regard,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mutual trust, promote the
docking of economic strategies, and focus on opening up new areas of
cooperation under bilateral or multilateral frameworks, and push
forward a new phase of deepen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Interdependence; Industrial chains; Industrial revolution;
Trade rules; Commo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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