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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은 격돌이 임박했다고 여겨질 만큼
경쟁을 격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이른바 ‘선택의 강

이끌어 내기 위한 ‘능동성 proactiveness’, 통제 가능한 행동 변경 능
력으로서 ‘기동성maneuv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제’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있다. 현재 한국은 지속가능한 생존과

상기 정의에 근거하여 본 글에서는 현 시기 한국 외교에 ‘유

번영을 위해서 미중 경쟁에의 연루를 회피하고 희생을 최소화

연성 담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일련의 내적·외적 조건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동안 한국 내에서 전개돼왔던 외교 유연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몇

시대적 요구라 할 만하다.

가지 이론적 장애물을 언급한다. 더불어 외교 유연성의 실천을

외교 유연성은 전략의 구상, 결정, 집행 이상 세 단계에 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원리와 준칙, 구체적 실천 전략을

라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략의 구상 단계에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가치와 주권, 지역

서는 국제관계를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해석하지 않는 ‘포용

질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사, 경제와 산업 이상 네 가지 미중

적 inclusive’ 시선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성

간 전략 경쟁 영역에서 한국이 외교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구

creativity

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

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

adaptability

’과 이에 기초해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changeability/variability’이 중요하
다. 셋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

| 핵심어 |
미중 경쟁, 국제질서, 외교전략, 선택의 강제, 외교 유연성

음 행위를 반영하는 ‘민감성 sensitivity’, 적극적으로 타국의 공감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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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서론

외교 유연성의
시대적 의미와 의의

유연성을 외교전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 외교의 유연성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대다. 향
후 몇 년 안에 외교 영역에서는 시대 도전의 파고波高가 더욱 높
아질 것이 틀림없다. 더 단단하게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
는 시대가 바야흐로 현실로 다가서는 느낌이다. 그 준비 중의
하나가 외교 유연성에 대한 개념 정리다. 유연성 개념과 담론에
관한 토론이 국내 전략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
어야 한다. 그래야 외교 현장에서 든든한 실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국가로서 한국의 성패成敗는 결국 외교에 달려있다. 과
거에도 그랬고 미래 시대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유연성 모색: 역사와 과제
국제정치학 이론 영역에서나 한국 외교전략 구상이라는 영
역 모두에서 ‘유연성’ 개념과 실천은 흥미로운 주제다. 따지고
보면 그 필요성은 지금 시대만의 요청은 아니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유연함’의 외교를 모색해 왔다. 상당 부분 한반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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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조건 때문이다. 더 엄밀

통해 생존을 모색했다. 당시 조건 속에서 동맹은 생존을 위한

히 말하면 지정학적 조건 자

거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한국 역대 정

체가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부들이 동맹만을 유일한 생존 대안으로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주변국들의 인식 때문이었

점이다. 동맹과 병행할 전략들을 수시로 모색했다. 역대 정부들

다. 한반도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로 읽혔고, 자신의 심장부를

의 목표는 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동맹 틀 안에서 유연성

한국은 오랜 기간 ‘유연함’의 외교를
모색해 왔다. 상당 부분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匕首

겨누는 ‘비수

’의 이미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미국과 소련, 두

을 모색하고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한

초강대국이 격돌했던 냉전 시절에 이곳 한반도는 두 진영이 격

경험과 고민들이 유연성 모색의 긴 역사를 증명한다. 그러나

돌했던 ‘전선前線; front line’으로 간주되었다. 요컨대, 근대 이래 그

그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유연성이

같은 지정학적 ‘인식’ 때문에 한반도는 강한 외압으로부터 자유

지금 시대까지 중대한 전략적 과제로 남은 이유다.

로웠던 적이 거의 없었다.

미중 관계가 대립각을 좁히면서 바야흐로 격돌이 임박한 수

외압이 주는 불편함은 한국인 국제정치관 형성의 핵심 인자

준으로 전화 轉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

因子

로 내장되었다. 한국인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생존의 대안

국의 외교적 선택을 재촉하는 경향도 생겼다. 조기早期 선택의

을 찾아야 했다. 제국주의 침탈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시

핵심 주장은 요컨대 하루속히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강

기, 균세 均勢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균세 전략은 외

화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 유연성의 19세기 말 버전이다. 한때 중립을 주창했으나, 선

냉전의 기억 때문일

언이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유연성 전략은 실천 단계에서

것이다. 그 시대가 남

부터 난항을 겪었다. 동원하기에 채 다 정비되지 못한 국력 때

긴 두려움이 되살아

문이기도 했고, 유연성 전략 자체가 아예 가당치 않다는 자탄

나기 때문이다. 두려

自嘆

의 인식을 낳기도 했다. 1910년 독립을 상실한 뒤부터 자강

움은 습관처럼 반복

론의 전략은 상수常數에 가까웠다. 한국 전쟁을 겪은 후 동맹을

되고 재생한다. 다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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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정부들은 동맹만을 유일한
생존 대안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았다.
동맹과 병행할 전략들을 수시로 모색했다.
목표는 동맹 틀 안에서 유연성을 모색하고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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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그런 선

적 협력동반자 사이에서 움직일

택 자체를 강하게 힐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

난한다. 한미동맹을

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

너무 무비판적으로

다. 덩치가 강해지는 것만이 버

신성시해 온 탓에 심

텨내는 힘의 원천은 아니다. 스

리적 무력증을 낳았

탠스를 유연하게 잡아 나가는 전략도 버팀목이 된다. 그런 의미

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되레 중국과의 미래 연대를 제안하기

에서 유연성은 가히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는 진단도 크게 틀린

도 한다.

말은 아니다.

한국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서두르게 되면
역내 신냉전 구도 형성을 재촉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선
‘ 택 강제’의 압력을 버텨내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덩치가 강해지는 것만이
버텨내는 힘의 원천은 아니다.
스탠스를 유연하게 잡아 나가는
전략도 버팀목이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택 자체를 아예 원
천 배제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택

외교의 경화硬化를 피해야 한다

의 과정과 시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상상이다. 한국이 양

국가가 외교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실천함에 있어 ‘유연하

자택일의 선택을 서두르게 되면 역내 신냉전 구도 형성을 재촉

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유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냉전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

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직되다’라는 단어와 대비되며 의미

럼 대결이 본질이다. 신냉전도 예외일 수 없다. 대립구도가 만

를 가진다. 외교영역에서 경직성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특정 독

들어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선에 서야 하는 운명을 피하기 힘

트린 혹은 기조에 스스로 압도당해 오로지 하나의 노선만을

들다. 전선 위에 놓이게 되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만만찮다. 그

유지하려는 일관된 태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과거 성공에

러니 기어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결정의 순간을 가능한 뒤

집착하여 인식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모든 종류의 정책들

로 미루면서 과정을 찬찬히 숙고하려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상

은 경직된다. 정당성의 함정, 자기합리화의 최면에 빠지게 되면

황을 살펴 가며 행보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택 강

서 대안 代案 모색에 폐쇄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생긴다. 보수

제’의 압력을 버텨내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동맹과 전략

성의 경향, 상상력의 나태함도 그 심리 과정에서 작동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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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를 편 가르기의 논리,
즉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경향은
경직성 재생산의 원인이 된다.

상유지 status quo 노력을 국제정치

속하게 되면 일종의 편안함 safeness의 심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

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로 치부

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리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충성

하게 된다.

심 loyalty 같은 심리 현상도 덩달아 나타나게 된다. 국제정치를

냉전기의 많은 국가들의 외교

이익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은혜를 주고받는 과

정책이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대립중심의 인식은 오랫동안 지

정이라는 생각, 즉 보은론報恩論 심리를 적용하는 인식도 같은

속적으로 작동했다. 그 프레임에 익숙해지면 이탈의 동기는 점

맥락이다. 또한 국가들을 우호국과 적대국으로 구분하는 이분

점 희박해지고 두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시대환경이 탈

법도 경직성 재생산의 원인이 된다. 선악 善惡 이분법으로 국제

냉전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프레임 속에 자국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의 외교정책을 가두어 놓은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1990년대

‘이익’의 범위를 왜곡시킨다. 정책 대안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후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탈냉전형 외교로 변모되었던 속

일도 벌어진다. 또는 국가와 국가 관계에 있어 필요 이상의 개

도를 같은 시기 동북아 국가들, 특히 일본 외교정책의 전략적

입의지commitment 때문에 빚어지는 편협성도 경직된 외교의 원인

변화 폭과 비교해보면 경직성의 정도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다. 개인사이건 국가간 영역이건 ‘굳건한 신념’으로 무장하면

한국 외교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할수록 태도와 행위 경직성이 불가피해진다.

이 한국은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과
대비된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경직성과 유연성의 간극을 진자

외교 유연성의 몇 가지 개념

운동처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시도의 경험과 의지

외교 유연성의 개념은 전략구상과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

자체는 재조명해 봐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행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전략

외교 경직성을 재생산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국제

구상 단계에서 ‘유연’하게 사고한다는 것은 국가간 관계의 본질

정치를 편 가르기의 논리, 즉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경향은 경

에 대해 ‘단순 논리’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전제로부터 가능해

직성 재생산의 원인이 된다. 진영이 만들어지고 그 진영 속에

진다. 이를테면 이익과 가치 문제를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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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공유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동류의 가치가 연결고리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치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국가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포용적이어야 한다.

려는 인식이 그 하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연하기 위해서는 국가

나다. 국가들이 ‘관

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포용적inclusive이어야 한다.

계’로 연결되는 경우,

외교적으로 유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의 범위가 확장되

경우에 따라 이익공

어 있어야 한다. 외교 실천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

유의 관계가 만들어

장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유연성은 실천력을 가진다. ‘이 정

지기도 하고 동류의

책 외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일은 결기를 드러내는

가치가 연결고리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유연함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작동하기도 한다. 가치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소위 입구론入口論의 논리가 그러하다. 입구론은 특정 사안의 해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요컨대 국제정치는 가치, 즉 선善을

결을 전제조건으로 간주해버리는 전략이다. 강직 剛直해 보일 수

전면에 앞세우면서도 개별 국가 자신의 이익은 포기하지 않겠

있으나 경화 硬化는 피하기 어렵다. 결기/단호함과 열려있는 정

다는 의지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

책 사이의 포괄적 공간이 외교 유연성의 가동 범위이기도 하

僞善

에서 외교란 전략적 위선 의 기술인지도 모른다.

다. 그런 의미에서 유연함은 국가 행동과 국제정치에 대해 가지

오늘날 미국이 가치동맹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한-중 경

는 정책결정자들의 상상력의 결과로 가능해진다. 상상력은 열

제이익의 범위를 강조한다. 한국에게는 가치도 중요하고 이익

려있는 사유 행위open-minded reasoning가 필요하고, 창의성 creativity

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두 영역을 대립적 사안으로 구분하게

이 내재되어야 한다.

되면 그 두 사안이 경합하고 있다는 인식의 함정에 빠진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러한 이분법적 선택을 강제하는 틀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유연성은 환경 적응성adaptability

빠져나와야 유연성의 길이 열린다. 오히려 가치를 앞세우는 국

이다. 어떤 정책이건 그것이 투

가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할 이익을 요구하는 결기도 있어야 하

사되는 환경과 분리된 정책은 상

고, 이익만을 강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편가치의 중요성을

상하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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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둘러싼 환경은

순히 외교적 유연성이라

어느 지점도 정태적

고 규정하기 어렵다. 태도

이지 않으며, 따라서

를 변경해야 할 경우라도

국가는 변화에 적응

자국의 의사에 타국이 공

하겠다는 의지를 가

감할 수 있는 논리와 설득력을 보여야 한다. 설득력이 있어야

져야 한다. 아울러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

유연한 외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설득력은 신뢰가 구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적 기조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
즉 가변성의 전제가
정책결정자들 그룹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가 중요하다. 현실

realities

외교가 유연하다는 의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교 기조를
발신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란 어떤 시점에도 고정된 현실은 없

되어 있어야 가능해진다. 국가간 관계에서 신뢰 구축은 두 가

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적 기조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

지 영역에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하나는 양국간

을 것이라는 전제, 즉 가변성changeability/variability의 전제가 정책결

‘가치 공유’의 재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이익의 공유’를 재

정자들 그룹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유연성을 가변성 개념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 passive 의사로는 이러한 과정이

로 이해할 때 이는 경직된 태도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도 이해

쉽지 않다. 능동적 proactive 태도가 외교 유연성과 더 밀접한 관

할 수 있을 것이다.

련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가 유연하다는 의미는 능동적이고 적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유연성은 민감성

극적으로 외교 기조를 발신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ensitivity

이다. 민감하다는 것은 정책 집행의 결과를 세밀하게 분

타국 정책에 단순히 반응react 하려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적

석하여 다음 단계의 행위를 결정하려는 태도다. 달리 말하면 민

극적 의지를 표현할 때 외교 유연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감성은 현장으로부터 오는 정책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이다

feedback sensitivity

. 현장의 결과에 따라 과감히 오류를 수

외교 유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개념은 기동성

정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민감성의 개념은 앞서

maneuverability

언급한 환경 적응성 개념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

경의 능력 capability of controlled change in action or movement’이다. 자신의

외교적 의사와 태도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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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동성의 사전적 의미는 ‘통제가능한 행동 변

기존 행위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래야 하는 상황은 수시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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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특기해야 할 점은 그러한 변경을 통해 행위의 방법과 목

의 외교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원리에 전략 사고와 행

표를 수정하려 할 때, 그것이 통제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동 범위를 미리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로소 가능

이다. 그 능력을 통칭하여 ‘기동성’이라 표현할 수 있다. 외교의

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외교 유연성의 시작이고 과정의 논리이

현장에서는 행위변경 혹은 경로변경과 관련하여 국내적 원천

기도 하다. 그래서 그 과정과 변곡점마다 외교전략에 대해 전

domestic source

략가들의 끊임없는 사유와 고민들이 필요하다.

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1 이를테면 국민적 지지

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능력, 국내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반면, 국제정치 현장에서는 행동 변경 이

2021년 5월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뿐 아니라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 기 정

는 능력이다. 변경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동력을 온전
히 갖추었다고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변경을 유연한 외교라고 지칭하기 어렵다.

외교 유연성의 유연함
유연성 확대가 한국 외교의 유일한 미래 목표는 아니다. 상
황에 따라 전략적 입장과 태도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일이 필요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가간 관계
망 속에서 생존을 확보해 가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 유연성

1 이성훈, “한국 안보외교정책의 기동성에 관한 연구: 약소국 외교정책의 “외교적 기
동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2권 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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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외교 유연성인가?

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 외교의 딜레마

최근 수년간 미중 ‘전략 경쟁’이란 말이 널리 회자하고 있다.
이 용어는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 관
점에서 국제 패권을 매개로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다름 아닌 ‘팍스 아메리카나’, 즉 글로벌 헤
게모니에 기초한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도
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미중 전략 경쟁은 본질적으로 양국 간 세력관계의 질적 변화,
즉 국력 격차의 축소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주지하듯
미국은 2001년 9.11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영향력 침하를
겪어왔다. 반대로 중국은 이른바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가
파른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양국 국력의 경향적 저하·상
승의 흐름이 기존 국제질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왔고, 국제사회에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I. 왜 외교 유연성인가? • 27

작금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국제 패권을 ‘유지·쇄신’하느냐,
‘추격·쟁취’하느냐의 싸움이다.
현 국제정치 세력구도의 구조가 만들어낸
지극히 ‘전략적’인 다툼이다.

실제로 시진핑 등장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작금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국제 패권을 ‘유지·쇄신’

비약적인 국력 신장에

하느냐, ‘추격·쟁취’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성격상 미중 경쟁은 현 국제정치 세력구도의 구조가 만들어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극히 ‘전략적’인 다툼이다.

공세적 행보를 본격화

이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했다. 이른바 ‘중국의 꿈’, ‘두 개의 백년’과 같은 기치들은 이러

표방하며 중국을 대상으로 경제·통상 부문에서 강도 높은 압

한 중국의 ‘굴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은

박을 가했다. 이 같은 미국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세로 시작

그동안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편승해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성

된 양국 간 대립은 이내 과학·기술, 정치·군사 등 사실상 모든

장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

영역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해 더욱 노골적인 국익 추구를 위한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희

의 대확산은 양국 간 대립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증폭시켰고,

망하며, 이 때문에 현상변경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표출할 수

체제 정당성 등을 매개로 한 일련의 가치 경쟁까지 불러일으켰

밖에 없었다.

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미중 사이의 상호 불신이 크게 고조됐

반대로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이 가시화

고, 제 분야에서 탈동조화가 빠르게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되면서 기존의 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이러한 양상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는 물론 장기간 이어질 것

왔다. 그 핵심에는 소위 ‘건설적 관여 정책’의 실패에 대한 통렬

으로 판단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한 반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포용 정책이 중국으

비교해서 중국에 대한 공세의 형식과 속도의 측면에서 다소 변

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확대시켰다는

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정파에 상관없이 중국의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사

부상과 도전을 가장 우선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조야

전에 차단하고, 국제 패권을 ‘쇄신’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요가

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급격한 중국 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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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제·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

리에게 오랜 지정

려 주요 동맹, 우방 국가들

학적 트라우마를

을 축으로 한 반중 연합전

다시금 소환케 하

선 구축을 통해 중국에 대

고 있다.

한 더욱 체계적인 포위·압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의 형식으로
미중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국가 사이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선택의 딜레마에 처해있다.

이처럼 미국과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제·지역질서의 ‘불확

중국이 경쟁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국의 학술·정책공동체

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무

내에서는 그러한 난관을 돌파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엇보다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에 대한 ‘비예측성’으로부터 초래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논의들은 대체로 미국

된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미중 경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

전개될지,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지, 종국적으로 누가 승리할지

야 하는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미

등의 문제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 사이에서 구사해온 기존 전략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이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혼

재구성할 것인가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돈의 국제정치’가 향후 더욱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하는 두려
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는 언제든 이 싸움에 직접 연루될
수 있으며, 의미 없는 희생과 소모의 대상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이 소위 ‘대결별great decoupling ’을 통한 냉전의 길을 갈지,

강대국 경쟁의 비용을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생

아니면 결국 물리적·군사적 충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팍스

각해 보면, 우리가 모색해야 할 대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연

아메리카나’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팍스 시니카’로 대체될 것

루와 희생의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

인지. 향후 수년 내에 종결될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에 걸친 장

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기전이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한국은 현재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의 형식으로 미중 모두와

국제정치 상황은 한반도에 심각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자, 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국가 사이의 경쟁이 나날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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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선택의 딜

적으로 수행한 사례

레마에 처해있다. 두 강대국 중 하

로 높게 평가되고 있

나를 선택할 수도, 선택해서도 안

는 것까지 고려한다

되는 난처한 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

면 이들 담론의 역할

구되는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닌 ‘유연

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연하지 않고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없다.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한국은 두 진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일 것이다. 유연하지 않고 현재의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없

해방된 한국이 직면했던 현실은 말 그대로 냉혹한 것이었다.

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들이 ‘외교 유연성’에 주목하는

당시 미소 두 초강대국은 각각 진영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까닭이다.

대립과 경쟁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 파고 속에서 한국
은 분단됐고,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러야만 했다. 두 개의 적
대적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한국은 두 진

2
/

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진영 사이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

의 적대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 선악과 피아의 구분은 지
극히 단순했으며 가야만 할 길도 분명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

진영론과 그에 따른 편승론, 동맹론, 균세론, 그리고 중립론

외 인식과 행위는 이 진영의 틀 내에서 이뤄졌다.

등이 해방 이후 한국 외교의 기저를 형성해온 주요 담론으로서

한국이 망국, 분단, 전쟁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소

큰 영향을 미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

국으로서 국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한

들 담론에 대한 다양한 또는 상반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

국은 이처럼 연이은 비극을 체험하면서 국제정치에서 힘의 의

러나 당시 국제질서의 구조와 한국의 취약한 입지를 생각해볼

미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하나의 국가로서 존립을 지속하기 위

때 부러 이들 담론의 의미를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내적으로 여력이

더군다나 한국이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과제를 성공

없었고 맞닥뜨린 환경도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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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바로 힘이 강한 국가에 대한 의존, 즉 편승이었다. 편승

학을 대하는 한국의 능동성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주

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한국이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생존과

의를 기울여야 한다. ‘힘’과 ‘생존’에 대한 매몰과 강박이 오히려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질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승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서 동맹이

기존 담론의 논법에 따르면, 지구적 차원의 두 강대국인 미국

우선적으로 고려됐음은 물론이다. 한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국

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착수한 이상 국제·지역적 범위에서

가의 존립에 있어 실존적 위기를 체험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진영 구도의 형성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

미국과의 동맹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 아니 그 자체로 반드시

약소국으로서 70여 년 전의 그것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로까지 여겨졌다. 한미 동맹은 여느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전도를 쉽게 전망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것처럼 ‘비대칭동맹’의 성격을 띠었다.

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국제질서하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국제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에 정

적 위상을 가진 한국이 진정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과거

치적·군사적 자율성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양도하는 상호

와 똑같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위 담론들이 국제질서의 전환기인 현시점에서

이런 점에서 현대 한국의 외교사는 진영 대결의 전장 위에서

그리고 한국의 신장된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외교의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동맹이라는 틀을 통해 미국

작동 원리로서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담론

이라는 강대국에 편승해온 역사적 궤적일지도 모른다.

이 국제정치와 국제질서를 대하는 고정적이며 수동적인 관점

진영론, 편승론, 동맹론은 별개가 아니라 깊은 논리적 연계성

과 시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국제정치와 국제질서가

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세 담론 안에 ‘힘의 논리’와 ‘생존 담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현상이라면, 그것

단단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힘의 논리’와 ‘생존

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기 때

담론’의 긍정적 효용과 기여를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이다.

의 지나친 경사가 인식과 행위 두 측면에서 국제·지역질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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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은 냉전에서

역내 진영 구도의 완화, 동맹의 기초하 역내 평화·협력 증진,

탈냉전으로 이행하는

항구적인 역내 협력질서 구축,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자율성 강

과도기적 국제정세를

화, 한국 외교의 외연과 지평의 확장, 국제·지역 차원의 평화와

중요한 기회의 시기로

번영의 촉진자로서 위상 제고 등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

인식했다. 또한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들 과제는 그 해결의 어려움은 물론 성격상 모순적으로 보이기

국력 신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이른

까지 한다. 바로 이 때문에 필자들은 한국 외교의 중장기 외교

바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해나갔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과 외교 패러다임 전환의 측면에서 ‘유연성’을 강조하

한국은 기존의 협소한 외교적 지평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성

고, 이를 개념적 틀로 논의를 제기하려 한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의 유동성을 고려한
적극적·능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취를 거뒀다. 이런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한국 외교
의 소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 평가할만하다.
현재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도전과 함께 기회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약소국 콤플렉스에 기초한 수동적 국제정치관과 과감히 결별
해야 한다. 오히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인 질서 창출을
모색해보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우리에게 국제질서 재편 과정의 유동성을 고려한 적극적·
능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 앞에는 미중 경쟁에의 연루 회피와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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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외교 유연성 담론을 위한
제약과 노력

1/

극복해야 할 이론적 제약

한국의 외교 유연성 담론을 만들어가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은 외교 이
론의 오용과 남용에서 비롯된다. 이 장애물은 기존의 외교 이
론이 가져다주는 고정관념과 외교 이론의 현실 적용에서 나타
난다. 이 장애물이 오랫동안 외교정책 연구집단과 외교정책 수
행집단이 이룩해 놓은 성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외교전략과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관행이기도 하고 또 걷
어내야 할 장막이기도 하다. 새로운 환경에서 한국의 외교 길
라잡이 역할을 해야만 하는 유연성 발휘를 위해서는 이 장애물
이 가져다주는 현실 왜곡과 정책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그 첫걸음이다.
기존의 이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제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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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볼 수 있다. 하나
이론이 가져다주는 결론과 교훈에 매몰되어
는 이론과 현실의 관
정작 중요한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내용이
계에서 이론이 제공하
비현실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는 성과를 현실에 잘
못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 왜곡과 과대포장 위험성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한 이론

동아시아에서는
현실주의 담론이 지배적이다.
진영주의에 벗어나기 위한 극복 안보딜레마의 압력을 크게 느끼며
세력균형적 사고가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범
각국의 대외정책을 규율한다.
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의 올바른 현실 적용과 패러다임

이다. 이론이 가져다주는 결론과 교훈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내용이 비현실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 양자택일의 논리에서 벗어나라

이론에 충실하다는 가르침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론이 갖는 결

동아시아에서는 현실주의 담론이 지배적이다. 안보딜레마의

론에 집착하다 보면 외교 현실을 위한 이론이 아니고 이론을

압력을 크게 느끼며 세력균형적 사고가 각국의 대외정책을 규

위한 외교 현실이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율한다. 유럽과 달리 지역통합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고 다자

이론의 제약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문제는 이른바 이론적 진

주의적 전통도 약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지

영주의에 매몰되는 일이다. 이론적 진영주의에 빠지면 정책 처

역 정체성이 형성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안보를 제로섬

방이 특정한 이념이나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경도된다. 그 결과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온존

실제 정책 수행의 방향이 냉엄한 현실보다는 잘못된 주장이나

하는 냉전 구조하에서 동맹에 의존해 생존을 추구하는 현실주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모순을 낳는다. 정책에 대해

의 정치 프레임 속에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이 호응하고 지지하는 기반도 취약해진다. 이론적 진영

그런데 이 같은 현실주의 담론에 갇혀 있어서는 외교의 유연

주의에 편승하는 일이 정책

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실주의 담론이 처방하는 세력균형과

결정자의 외교 유연성 발휘

동맹은 바로 진영 외교와 연결된다. 즉, 상반되는 두 개의 진영

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동

이 있고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수행해

하게 되는 것이다.

야 할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 냉전적인 진

이론적 진영주의에 편승하는 일은
정책 결정자의 외교 유연성 발휘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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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외교에 갇혀서는 외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과

교의 유연성과 자율적인

80여 년 전에 수천만 명이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희생되는 대전쟁을 겪은

국익에 기초하여 창의적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양자택일의 논리에서

주권을 양보하면서 이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통합의 역사를 쓸 수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치환하는 우를 피해야 한다.

외교 현장에서 힘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과 경제도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창의성, 아이디어와 규범과 같은
의지와 가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괄목할만

나. 권력과 시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 성취는 제도의 형태로 보이지만 모두 인간의 의지와 가치에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모든 것을 힘의 논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자. 외교 현장에서 힘은 물

리로 치환하는 우를 피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힘은 중요하

론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과 경제도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인

다. 세력균형도 중요하고 동맹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간에 내재되어 있는 창의성, 아이디어와 규범과 같은 의지와 가

장은 단순히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무정부상태만은 아니

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다. 국내정치에서 정부와 같은 최상의 권위체가 없다는 의미에

동아시아에 유럽과 같은 공동의 번영 기적은 불가능할까? 미

서 무정부상태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엄연히 국제 거버넌스는

국과 유럽이 대서양공동체를 빚어냈듯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존재한다. 국제제도가 있고 규범이 있고 약속이 있다. 안보 분

동아시아국가들이 환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다

야에서 국제비확산체제와 군비통제 규범이 있고, 경제 분야에

를 수 없는 희망일까? 미중 경쟁의 파고 속에서 한국이 중추국

서 세계무역기구가 있고 IMF와 세계은행이 활동하고 있다. 유

가로서 양 강대국의 파국적인 충돌을 막으려면 다른 중견국들

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발전하기 시작

과 함께 공존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만들겠다는 생각과 비전

한 지역통합이 EU로 발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 최

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겠다는 교량국가

근 브렉시트로 유럽통합의 미래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담론도 마찬가지다. 힘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시장을 신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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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하지 않는 상상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국제 무정부상태에서 안보딜레마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자
신의 안전보장을 위한 행동이 상대의 안보를 저해하는 일은 얼

다. 군사적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딜레마의 강도는 객관적인

외교 유연성은 군사적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에서 비롯된

조건과 함께 전략 상황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가 영향을 미친

다. 군사적으로 암울한 전망에 압도되거나 공포나 두려움이 지

다. 공격우위의 교리에 빠져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은 막상 전쟁

배할 때 외교적 자율성과 유연함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작되자 지루한 참호전의 양상을 띠었다. 기관총의 등장으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감이 있어야 경직된 진영 선택의 압박을

로 보병의 진격이 어렵게 되자 전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유

피할 수 있고 외교의 공간을 찾을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은 독

리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1914년 여름에 유럽의 지

일의 부상이라는 세력균형의 변화가 만들어 낸 측면도 있지만,

도자들이 이 같은 방어 우위의 전략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

불필요한 군사적 비관주의와 정세의 오판이 만들어 낸 의도하

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조급하게 대전쟁에

지 않은 충돌이기도 했다. 당시 유럽의 군사 지도자들은 모두

내몰리지 않고 발칸의 국지전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을

공격 지상주의에 심취해 있었다.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하다는

지도 모른다.

믿음이 지배했고 모두가 선제공격의 유혹과 두려움의 지배를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남북 간 군사적 대

받았다. 선제공격을 당하면

결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

치명적이라는 두려움, 단호

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우리 외교에 허용되는 여유와 자

함만이 상대의 탐욕을 제어

율성의 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할 수 있을 거라는 오판 때

비관적 전망에 빠질수록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한국 외교

문에 외교의 공간이 마련되

의 경직성은 심해질 것이다. 또한 미중 경쟁을 패권 전쟁의 프

지 못한 채 전쟁 속으로 빨

레임으로 고정시켜 이해할수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진영

려 들어간 것이다.

선택의 압력에 빠질 수도 있다. 과도한 위협인식에 사로잡히지

외교 유연성은 군사적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군사적으로 암울한 전망에 압도되거나
공포나 두려움이 지배할 때
외교적 자율성과 유연함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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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협인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나친 생존 민감성을 낮추어야
외교전략의 대안적 선택범위를 넓힐 수 있고
행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않고 지나친 생존 민

후 유럽은 빈회의를 통한 협조 체제의 시대를 맞았는데, 비록

감성을 낮추어야 외

혁명의 물결을 차단하려는 보수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이때 이룩

교전략의 대안적 선택

한 안정과 평화는 당시 오스트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시도한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유연한 외교의 성과였다. 당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

행동 공간을 확보할

히는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유럽 전체의 이익과 연결시키려는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교적 기동성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관점을 견지했다. 불안에 떨면서 근시안적으로 좁은 국익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연대와 균

라. 외교적 고립을 경계하라

형의 원칙을 지켜가려고 한 것이다. 덕분에 유럽은 1차 대전 전

외교 유연성은 국가에 선택권이 보장됨을 뜻한다. 선택권이

까지 근 100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후 비스마르크가

없이 주변 강대국의 강요나 상황에 이끌려 정책이 결정될 수밖

이끈 독일 통일로 인해 프랑스가 적대국으로 고정되면서 빈 체

에 없다면 외교 유연성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의 특징인 유동성과 실용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외교 유연성을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외교적 고립에 빠

빌헬름 2세 등장 이후 공격적이고 팽창적이 되어간 독일은 외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고립될수록 국가의 선택

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했고, 이것이 1차 대전으로 이어

권은 줄어든다. 반대로 많은 국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지는 토대가 된 것이다.

외교적으로 고립될수록
국가의 선택권은 줄어든다.
반대로 많은 국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호적 연대에 힘입어 자율성 있는 외교,
유연한 외교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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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연대에 힘입

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비전인 교량국가, 중추적 중견국가는

어 자율성 있는 외

모두 연결과 연대를 전제로 한다. 강대국의 힘이 교차하는 한반

교, 유연한 외교의

도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물리

공간이 만들어질 수

적 힘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있다.
나폴레옹 전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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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비전인
교량국가, 중추적 중견국가는
는 어렵다. 많은 중견국과의 연대
모두 연결과 연대를 전제로 한다.
와 협력을 통해야만 한국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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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외교적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메테

어야 할 것은 국제정치를 보는

르니히가 강조했듯이 한국의 국익을 지역 전체, 그리고 국제관

우리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

계 전반의 이익과 연결할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이다. 보편성을 지

체성의 확립이다.

향하지 않고 협소한 국익을 추구하면 그 국가는 고립되기 쉽다.
외교적 고립을 경계하는 것이 외교 유연성을 위한 출발이다.

외교 유연성 확보라는 인

한국 외교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제정치를 보는 우리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다.

식 전환이 필요하게 된 배경
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다. 진영 간 구분이 분명한 냉전
시대는 물론이고 중국의 국력이 약했을 때 한국 외교는 큰 긴

2/

장 없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외교 유연성 담론의 역사적 궤적

경쟁이 격화될수록 동맹의 연루 비용이 높아지고 미중 사이 선
택의 압력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점

미중 경쟁과 아울러 한국의 지속적인 국력 신장에 따른 국제

차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적 위상 제고와 자신감의 상승은 새로운 외교 담론을 낳는 토대

미중 전략 경쟁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며 그 최종 승자도 점

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연성 국력이 커진 것은 외교 무대에서도 수

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연하고 신중한 외교의 요청이

동적 추종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도자로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소하고 동북아의 대립적 질서

사실 유연성 담론이 새롭게 창출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

를 완화한다는 정책 목

존 국제정치관과 외교전략 재구성 노력을 위해 다양한 담론들

미중 경쟁과 아울러
표를 구현하기 위한 새
한국의 지속적인 국력 신장에 따른
로운 담론이 요망되고
국제적 위상 제고와 자신감의 상승은
있다. 한국 외교 목표를
새로운 외교 담론을 낳는 토대가 되고 있다.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되

이 제시되어왔다. 그 담론들의 기저와 핵심에는 모두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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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 담론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포박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외교안보전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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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시도를 해 왔다. 어찌 보면 한국 외교의 유연성 담론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력의 신장과 자신감의 회복을 바탕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국가 정체성이
중견 국가론이다.

정립되는 데 이들 노력들은 큰 공헌을 하였다. 지적인 진영 패

이러한 국력의 신장

러다임의 매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인 셈이다. 유연성 담

과 자신감의 회복을 바

론 구성과 상통하는 과거의 노력들을 정리해 보자. 이들 노력

탕으로 주목받기 시작

들은 어떤 것은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한 국가 정체성이 중견 국가론이다. 일반적으로 중견 국가는

외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국가의 물리적 능력과 조건이라는 요소와 국제무대에서
목격되는 그 국가의 외교행태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3 첫 번

가. 중견 국가론

째 기준인 물리적 능력이란 영토, 인구 규모, 경제력 및 군사력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오

등을 말하고, 두 번째 기준인 외교행태 요소는 규범적 측면에

랫동안 ‘약소국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 후기 국권의

서 다자주의, 갈등 해결, 제도 구축과 중재 선호 등의 특징을

상실, 이후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동서 냉전의 경험 속에서 국가

지칭한다. 즉, 중견 국가는 약소국과는 다른 일정한 물적 능력

생존의 논리가 한국을 지배했고, 그러다 보니 대외관계의 자율

을 보유하는 한편 다자외교와 국제기구의 관여를 통해 평화와

성보다는 위축되고 경직된 진영외교에 매몰된 측면이 강했던

안정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약소국 멘탈러티를 극복하고 서서히 중

국가를 가리킨다.

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

중견국가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다.4 첫째, 위

터였다.2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 직선제 개헌을 동반한 정치적

계적 분류에 따르면 인구 규모, 영토의 크기, 경제력과 군사력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약소국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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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까
지 거치면서 한국인

2 전봉근,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p. 31.

들의 자신감이 회복

3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3.0」』 (서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2019),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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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물리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중견국과 약소국을 구분한

을 전수하는 한편, 선

다. 둘째, 기능적 분류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또는 지

진국을 향해서는 개도

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을 경우 중견국으로 간주한다. 셋째,

국의 후발산업화와 지

규범적 분류는 특정 국가가 국제체제에 기여하는 공헌과 역할

구 생태계 문제를 모두

을 기준으로 중견국 여부를 판단하다. 이에 따르면 중견국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발전 아젠다를 제시할 수도 있다.5 지역경제협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유지에 적극 동참하

력, 환경문제, 개발문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는 이슈에

며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헌신적으로 기

대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량국가는 선후진국의 가교, 지역 공동체와
다자협력의 추구라는 역할 외에
지정학적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여해야 한다. 넷째, 행태적 분류에 따르면 국제분쟁에 대해 타

가교 역할은 책임 있는 통상 국가의 역할을 수반한다. 경제

협적, 다자주의적 해결을 추구하고 선량한 국제시민의 역할을

민족주의나 신중상주의적 사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을 기반

담당하는 국가가 중견국가로 인정받는다. 즉, 이 같은 네 가지

으로 한 지역 공동체 구축과 전 지구적 차원의 다자협력을 선

분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국가라는 것이다.

도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의 공
생 발전을 위한 에너지협력, 철도 공동체 구축 등이 좋은 사례

나. 교량 국가론

가 될 수 있다. 교량국가는 선후진국의 가교, 지역 공동체와 다

교량 국가론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경제 발전

자협력의 추구라는 역할 외에 지정학적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

이력과 관련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도약을 이룬 국가

고 있다.6 한국은 과거 중국 대륙과 인접한 반도 국가였으나 분

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 이후 대륙으로의 연결이 차단된 채 해양 세력과의 연대 속

기대를 말한다. 즉, 개발 도상국에게는 산업화 시대의 발전 경험
5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p.
262-263.
4 김우상, 『중견국 책략: 미·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6),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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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봉근,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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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국가라 함은 바로 이러한
해양국가, 대륙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반도에 갇혀 있는 국가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지내왔다. 교량국가

는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보유한 나라를 말한다. 지정학적 교두

라 함은 바로 이러한 해

보의 제공, 에너지 공급의 변동, 문화적 유대와 결속력 등이 중

양국가, 대륙국가라는

추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

폴란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발트 3국 등이 이러한 중축국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가에 해당한다.7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중추국가는 강대국 간 세력권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

은 대한민국의 인식의

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 만약 강대

지평을 넓혀서 반도에 갇혀 있는 국가가 아닌 대륙과 해양을

국 경쟁 속에서 외부 압박을 이기지 못하거나 내부적 단합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대륙

이루지 못할 경우 ‘파쇄지대shatter zone’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도 아니고 해양국가만도 아닌 해륙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대국의 정책에 이러저리 흔들리는 ‘노출국가exposed state’ 또는

지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서 진취적 운명을 개

자율성이 박탈된 ‘그림자 국가shadow state’가 될 가능성도 없지

척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않다. 미러 경쟁 하의 우크라이나, 2차 대전 전후 폴란드, 19세
기 말 한국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다. 중추적 중견 국가론

중추국가가 이 같은 실패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음 두

중추적 중견 국가는 중추국가와 중견 국가를 결합한 개념이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8 첫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강대

다. 중추국가란 다수 강대국의 영향권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

국이 해당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중추국

여 주변 강대국과의 연합 형태에 따라 지역안보에 중대한 영향

가의 선택에 따라 지역적, 국제적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강대국이 탐낼만한
자산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 강대국이 라이벌

7전봉근,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pp. 39-40.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하

8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3.0」』,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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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인정받아

고 역내 안보불안

야 함을 말한다.

을 해소한다는 구

두 번째로 지정학

상을 말한다. 한반

적 변수라는 객관

도 평화 프로세스

적 조건 못지않게

의 진전이 미국의

해당 국가의 역할

협력은 물론이고

의지가 중요하다. 주어진 전략환경에 순응하거나 특정 국가에

주변국들과의 우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

호적 협력 관계 설정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의지를 가져

의미에서 1동맹 3우호 체제론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유기

야만 성공적인 중추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정책적 셋트”라고도 할 수 있다.9

주어진 전략환경에 순응하거나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성공적인 중추국가가 될 수 있다.

1동맹 3우호 체제론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견인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과도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소하고
역내 안보불안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실제 김대중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결보다

라. 1동맹 3우호 체제론

관여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했고 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

1동맹 3우호 체제론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목표를

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긴장 국

달성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채택하고 실천했던 대외전략을

면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소 없이 동북아

관여하여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견인한 것이다.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외교전략의 중점

이때 도출된 미국의 정책검토 보고서가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맹과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는 데 두었다. 즉, 미국의 외교정책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견

은 당사자인 페리 조정관이 인정한 바이기도 했다. 한편 주변국

인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과도 우호적이
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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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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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했던 노력이
막판에 무산되고,
이어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과 우호적 관계를 형

을 구상함에 있어 훌륭한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10

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김대중-오

마. 동북아 균형자론

부치 선언’을 통해 일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이 주변국들의 갈등구조에 휘말리

본과의 화해 협력을

지 않고 동북아 안보환경을 협력적 질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도모한 것이 그 대표

는 노무현 정부의 전략 구상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적 사례다.

균형자론을 제창한 것은 당시 동북아시아가 갈수록 대립적 질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

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화를 도모했던 노력이 막판에 무산되고, 이어 부시 행정부가

정부는 북핵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질서의 불안정이 계속되

등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초래되

는 가운데 한일관계와 중일관계 경색도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

었다.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한 미국 네오콘 세력은 클

하고 있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린턴 행정부의 대북관여 정책을 거부하고 다시 대결 중심의 압

강화됨에 따라 통합과 연대보다는 배타성과 대결의 사고가 커

박 기조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김대중 정부 말기 한

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한반도뿐만

미 간 정책조율은 원활하지 않았고 손에 잡힐 듯 하던 북미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

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다시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지고 말

갈 것”임을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 인식의 반영이었다.

았다. 이렇게 궁극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정부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

의 1동맹 3우호 체제 전략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변국 외교

을 받았다. 균형자란 국가 간 세력의 균형을 창출 또는 변경

를 견인하려는 매우 의미 있는 구상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력으로 과연 과거 영국이 유럽

무엇보다 강대국 정치에 갇히지 않고 우리 주도의 외교 이니셔
티브를 작동시켰다는 점은 이후 한국 외교의 유연성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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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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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지향한 것은
물리적 힘을 기초로
지역의 세력균형 판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협력적 질서를 창출하려는
균형외교의 성격에 초점이 있었다.

에서 했었던 균형

두에 두고 동맹을

추 역할을 할 역량

바꿔나갔던 것과

이 있느냐는 반론

는 차원이 다르다

이었다. 미중 강대

는 뜻이다.

국과 비교해 한국

동북아 균형자론은
촉진자, 조정자, 그리고 창안자의 역할을 통해
협력의 지역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 국력 편차가 너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촉진자, 조정자, 그

무 커서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맹국 미국과 거리를 둔 채

리고 창안자의 역할을 통해 협력의 지역질서를 만들어나가겠

미중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

다는 구상을 말한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대립이 아니라 안정적

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나치게

질서로 이끌기 위해 촉진하고, 국가 간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19세기 유럽식 세력균형 관념으로 이해했다는 한계가 있었다.11

주선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생의 질서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지향한 것은 물리적 힘을 기초로 지역의 세력균

필요한 국제적 아젠다를 적극 제안하는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

형 판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협력적 질서를 창출

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 외교는 지역 권력구조를

하려는 균형외교의 성격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

변형시킨다기보다 평형상태equilibrium에 도달하도록 일조하는 것

로 사례를 찾자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협조 체제를 유연하게

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국가들이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외교나 유럽통합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

제로섬 게임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정과 중재의 외교를 통해 각

을 담당했던 네덜란드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

국 간 이익의 균형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

영제국이나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이 세력균형의 판도 변화를 염

자론이 구현된다면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 확대됨은 물론 동북
아 평화질서 구축을 선도하고 외교 무대의 지평을 넓힐 수 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다만,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11이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는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
의 역사와 과제』, pp. 171-177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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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했다. 지역 이슈에 대한 미중간 인식의 차이, 국내정치

국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차원의 경직된 비판과 아울러 북핵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운신

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형태의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동

의 폭을 제약하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완 속에 좌절된 구

시에 중국과는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

상이라는 유산을 다시 남기게 되었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큰
비중을 두었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전략과 대비됐으며, 미국과

바. 균형외교론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점에서 대중 친밀

균형외교론은 역내 질서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한미관계

외교로 비쳐지기도 했다.12

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강화시킴으로써 외교적 출로를 모색하

박근혜 정부 외교전략의 핵심에 미중 간 균형외교가 자리하

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외전략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

고 있었고, 집권 초기부터 한중관계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

외교전략의 목표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었고, 이를

았다. 그러나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발표되면서 한중관계는

구현하기 위한 기제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

탈냉전기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매우 짧은 시기

력구상’, ‘균형외교’가 제시됐다.

동안 열탕과 냉탕을 오간 한중관계가 잘 보여주듯, 박근혜 정

이 같은 방향이 설정된 것은 무엇보다 2009년 글로벌 금융

부의 균형외교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위기 이후 미중 세력관계의 질적 변화로 말미암은 역내 질서의

외부로 발신된 수사성修辭性에 비추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고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려 했기 때문

로운 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

이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균형외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

오바마 정부가 자국의 영향

한 의지와 창의적 역량 발휘가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시기 한

균형외교론은 역내 질서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강화시킴으로써
외교적 출로를 모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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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지와 중국에 대한 견
제를 위해 ‘아시아재균형 정
책’을 실시하는 등 당시 양

12 이문기,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 평가와 바람직한 균형외교 전략의 모색,”
『현대중국연구』 제18집 2호 (2016),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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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결여함으로써 자신의 외교

주권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둘째, 한국의 국익 증

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진을 우선하며, 셋째, 자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넷째, 다자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을 내세웠다.

사. 절충적 편승론

절충적 편승론에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 미중전략 경쟁에서

절충적 편승론은 2020년 정책기획원회 내 세계전략연구회가

한국이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

마련한 보고서에서 정책 제언의 하나로 표현된 외교전략이다.

로 제시된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법에서의 중

미국의 단극 헤게모니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중 헤게

국에 편승하는 방안으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협력을 강화

모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 미국 편승

하되 대만 고립에는 반대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비동맹기구에

전략을 벗어나 추구해야 할 외교전략이다. 미국과 중국 중 어

참여하되 비정치적 신뢰구축 기구에 한정하고, 중국이 주도하

느 한 국가에 편승하는 “either or”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는 미국 동맹 고리의 약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모두에게(both and) 일정부분 편승하는 전략이다. 이 보고서

견고함을 확인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의 대안 제시가 구체적으

에 따르면 절충 편승은 한미동맹이란 외적 균형에만 의존하는 것

로 표현되고 있다. 또 절충 편승할 수 있는 기회의 틈새를 동남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자주국방이란 내적 균형을 보완, 보강

아 국가들로 구성된 신남방 지역과 유럽 지역의 신서방 지역에

하고 중국에의 소극적 편승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

서 찾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는 회피전략, 이른바 헤
hedging

징
전략을 통해 안
절충적 편승론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는 보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
“either or” 선택이 아니라,
으로 제시되었다. 이때 편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both and)
승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
일정부분 편승하는 전략이다.
째, 민주주의, 인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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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적 편승론은 한미동맹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안보 기축
인 점을 인정하고 발전적 혁신을 꾀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 증
대를 단지 거부하기보다 국익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준비하고
자 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절충적 편승 행위는 실
행 자체가 어렵고 미국과 중국의 방기전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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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외교 유연성
실천 가이드라인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상을 수행하고 관계를 유지하
는 기술과 관행,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13 이렇게 볼 때 외교 유연성은 외교정책
담당자가 외교 업무를 처리할 때 취해야 할 자세이고 발휘해야
할 기본 기술이다. 외교 유연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쉽게 생
각해 볼 수 파악 방법은 외교정책 담당자의 정책 결정과 집행
행위가 유연성 원리와 준칙에 따르고 필요한 전략을 선택하고
조합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원리principles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나 행위
의 규범을 뜻한다. 철

외교 유연성은
외교정책 담당자가 외교 업무를 처리할 때
정 현상의 기초가 되
취해야 할 자세이고 발휘해야 할 기본 기술이다.
는 근거가 되기 때문
학에서는 원리가 특

13Diplomatic Dictionary, U.S. Diplomacy Center, U.S. Departm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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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현상이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원리의

한다는 점을 시사하

유형에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실재 원리, 인식의 근거가 되는

고 있다. 인간은 누구

인식 원리, 행위의 규범이 되는 실천적 원리로 나누어 구분된

에게나 타당한 보편

다. 사회는 계약의 원리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원리가,

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권력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도덕률에 따라 행동

같은 논리로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여

하기를 바란다. 원리

러 국가권력의 협력과 경쟁 원리가 통용되고 있다.

와 준칙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덕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

외교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구상, 입안,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길은
외교 유연성의 원리와 준칙을 제시하고
선택 가능한 실천 전략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에 비해 준칙maxim은 사전적 의미로 행위나 판단이 준거할

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실천규율의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한다.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

외교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구상, 입안,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의 원칙 같은 것들이 준칙의 이름으로 작동된다. 또래 집단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길은 외교 유연성의 원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기존

리와 준칙을 제시하고 선택 가능한 실천 전략을 제공하는 일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준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준칙은 개인에

다. 이때 외교 유연성의 원리와 준칙은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외

게 권고되고 설정된 규칙이다. 평소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교 현장에서 따르면 매우 유용한 기본 기술이고 태도이다. 실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천 전략은 외교정책 담당자가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

구한다”는 것을 준칙으로 갖는다. 반면에 타인이 자신에게 손해

원이다. 따라서 외교 유연성은 다수의 동원 가능한 전략 중에

를 끼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서 선택해야 할 이른바 ‘전략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 옵

준칙은 그에게만 통용되는 준칙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인 실천적

션이다. 외교 유연성의 원리와 준칙은 외교전략 선택을 가능하

법칙으로서 이 준칙에 따라야만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게 하는 조건과 환경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교 유연성

원리와 준칙이 갖는 보편성은 인간 행동의 철학적 뒷받침이
모두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에게서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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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의 원리와 준칙, 그리고 실천 전략은 정책 결정자 누구

실제 외교 현장에서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나 따라야 하는 도덕 명령률이나 법칙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순간을 맞고 있다. 다수의 외교전략 선택지들 중에서 담당자의

구하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실천 규율로 기능할 가치를

결정으로 최종 전략은 선택받는다. 그런데 선택의 전제 조건은

지닌다. 이런 인식 방법으로 보편성을 확보한 실천 규율로서의

외교 선택지들의 메뉴가 복수로 존재해야 한다. 이 메뉴들의

외교 유연성 원리와 준칙이 한국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제시될

성격과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없다. 외교

수 있을지 또 이들 원리와 준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동원될 수

유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교전략 선택의 합리성이 확보되

있는 실천 전략에는 어떤 메뉴가 가능한지 각각 나누어 생각해

어야 한다.

보자.

외교정책 연구자들의 입장과 철학이 서로 다르더라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이기
적이고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는

1
/

이의가 없다. 이기적인 개별 국가의 속성을 어떻게 제어하고 이

외교 유연성의 원리

타적인 공공선을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에서는 모든 지도자 혹은 정책 결정자의 선택이 항상 합

가. 실천 전략 메뉴의 선택은 제한된 합리적 과정이다

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도자 혹은 정책 결정자가 모여 선택한

외교정책 담당자의 외교정책 실행은 기본적으로 외교전략

전략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 종종 외교정책의 실패로

선택의 문제이다. 이때 외교 유연성 발휘는 계획했던 메뉴 선택

간주되기도 한다. 이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을 중간에서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책 결정자가

있다. 경험적으로 말하면 집단은 개인보다 실수 가능성이 낮

처음 계획했던 선택지도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행

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집단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보다 좋

위지만, 중간에 다른 메뉴로 선택을 바꾼 외교 행위도 합리성

은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집단은 종종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 현실, 즉 집단착각 현상을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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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현상은 비의도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외교정책 연구자들

공하며, 이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

은 집단의 비합리성 가정을 외교정책 실패 사례를 설명하는데

해 전략적 메뉴들을 선택, 개발, 수정할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용하고 있다. 결국 비합리적 현실과 결과가 외교정책 담당자

외교 유연성 발휘의 성패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과 이

의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정책 결정자의

러한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정책 결정자의 능력에 달려

선택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적어도 차선의 선택 결과이다.

있다. 이때 정책 결정자의 유연성 발휘 능력은 크게 전략적 리

최소한의 합리성, 즉 제한된 합리적 행위이다.

스크 관리 능력, 환경 변화, 즉 기회와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적 방식으로 외교 수

나. 유연성 작동의 성패는

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정책 메뉴의 다양화와 결정자의 역량에 좌우된다
외교 유연성은 국제적 또는 국내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

다. 가치와 이익의 추구는 별개가 아니다

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안하므로 전략적 능력으로

정책 결정자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

볼 수 있다. 외교 유연성은 의도적인 외교정책 변화를 촉진하

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거나 인식하는

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고려하

국가이익이 가변적이라는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가이익은

는 외교전략의 지속적인 재고를 통해 한 전략에서 다른 전략으

두 가지 차원에서 가변적이다.

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이다.

첫 번째로 국가이익은 다면적 성격을 지닌다. 현실주의 이론

유연성은 정책 메뉴의 다양화가 전제 조건이다. 메뉴의 다양

가들에 의하면 국가이익은 권력이란 이름으로 포장된다. 이때

화에서 그치지 않고 원래 의도했던 정책 메뉴와는 다른 정책 메

군사력과 경제력 등은 권력의 구성요소이다. 군사력이나 경제

뉴가 채택되는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연성이란 행위 자체

력은 권력의 수단인 셈이다. 최근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외

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

에 국가의 소프트 파워 혹은 국가 브랜드도 권력의 수단으로

다. 유연성은 정책 결정자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외교 수단을 제

간주된다. 국가이익의 구성 요소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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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국가

라. 정책 결정자에게는

이익이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포괄성, 이해력, 용의주도, 신뢰구축, 인내심이 요구된다

구나 국가이익은 관찰자의 서 있는 지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

성공적인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해서는 외교정책 담당자가

이 다르고 정의도 달라진다. 그만큼 국가이익은 기회주의적이

외교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고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구분은 관

유연성은 전략적 목표와 외교적 수단 및 자원을 혼합하는 의도

점의 차이일 뿐 본질상 별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치와 이익

적 활동인 셈이다. 이 능력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현대

의 구분도 관점의 차이일 뿐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정책 결정

국제사회의 도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자가 선택하는 전략 메뉴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

점에서 외교정책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외교 실무와 외교 목

어질 뿐이다.

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 개발에는 특별한 역량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국가이익은 모든 국가에게 일치하거나 동조되지

외교정책 연구가인 크로이처Paul Kreutzer는 일반 외교정책 담당

않는다. 국가이익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국제 정

자에게 요구되는 열 개의 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14 이들 역량

치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개별 국가가 경험해 온 역사와 현

은 외교 실무자가 협상 수단에 의한 구

실에 기반한다. 같은 논리로 보면 국가이익은 상당 부분 국가

체적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

정체성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에서 여러 국가의 이익 사이에는
경쟁이나 충돌만이 아니고 협조나 타협의 여지가 남게 된다.
국제사회의 공유된 이익은 개별 국가가 갖는 모든 국가이익의
최대치가 아니고 최적의 합으로 인식된다. 결국 국제질서도 국

외교정책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외교 실무와
는 수준에서 외교정책 추진의 틀 역할
을 한다. 외교정책 추진의 틀이 외교 유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 개발에는
연성 발휘를 필요로 하는 정책 결정자
특별한 역량이 요구된다.
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은 두말할 필요가

제구조라는 외생 변수로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이
익의 최적화로 형성될 여지를 갖는다.
14 Paul Kreutzer, “Ten Principles of Operational Diplomacy: a proposed
framework,” American Diplomacy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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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 중에서도 다음 다섯 가지 역량은 외교 유연성을 실천
하기 위한 정책 결정자의 역량으로 유용하다.

- 용의주도circumspection. 외교 행위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초점
을 맞춘다. 당면한 문제와 시사점에 대해서는 포괄적이어야 하
지만, 목표는 초점을 맞추고 기술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 포괄성comprehensiveness.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외교 정책을

협상과 소통 과정에서 상호 재량권을 행사하고, 정책 지시와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공공 외교 및 소셜 미디어 외교와

정부 및 국익을 대표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진

적절한 여러 참여 트랙을 통합한다. 포괄성은 고유한 유연성과

지하게 일한다. 전통적인 외교 이론가들이 제시해 온 정책 선

가변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괄하므로, 목표는 진화하고 대

택의 신중함 prudence도 그가 지녀야 할 주도면밀한 역량과 서로

안적이며 기회주의적 행동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여기

통하는 부분이 있다.

서 주의할 것은 포괄성은 정책 결정자가 이익과 가치를 서로 분
리하지 않고 서로 확장할 수 있는 포용성 inclusiveness을 내포하고

- 신뢰구축 confidence-building. 외교정책 결정자의 성공은 합의된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략 대안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 고

내용이 상호 수용 가능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지의 산

려의 포괄적 역량도 요구된다.

물이다. 자신감은 종종 의견 차이에서 진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합의로 연결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정책 결정자의

- 이해 understanding. 외교정책의 유연성을 둘러싼 상황에 철저
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해를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헌신, 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태도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설
득력도 신뢰구축을 배가시키는 요소이다.

문적 발전, 외교 상황, 환경, 인센티브, 역사 및 정책 추진 동기
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방의 목표, 신념, 그리

- 인내 perseverance. 인내심에는 합의사항을 실현하고 체결하는

고 근본적인 문화적 관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요구한다. 정

것을 보려는 의지가 포함된다. 외교 협상에는 위기가 폭력적 갈

책 결정자가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고의 창의

등으로 옮겨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정 구축, 해체, 갈등

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해결 차원이 남아 있다.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소련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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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냉전의 종식을 예측하고 지켜본 케넌의 인내심을 인용하면

보로 이용될 수 있다. 정책 결정자가 채택하는 전략은 건전한

서 인내란 덕목이 중요한 외교 원칙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바

정보, 상황적 지식, 기회와 결과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특정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외교정책의 선택이 성공하기 위

전략은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외교 활동 범위로서 용의주도와

해서는 정책의 집행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민감성이 전제됨을

신뢰구축에 기초한다.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하여 진일보한 전

인식하는 일이다. 정책 결정자의 정책 효율성과 민감성 고려는

략을 구상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들 역량은 모순되거나 충

철저한 인내의 역량을 통해서 가능하다.

족되지 않는 정책 지점이 보일 때 구사 방법과 효과가 나타낼
수 있으며,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외교 유

외교정책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모두 정책 결정자가 지

연성의 필수 요소이다.

녀야 할 덕목이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15 하지만 외교 유연성
발휘의 조건으로는 포괄성, 이해, 용의주도, 신뢰구축, 인내 등
다섯 가지를 유연성 발휘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
들 핵심 역량 원리는 외교 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여와 국가이익

2
/

외교 유연성의 준칙

을 달성하기 위한 대담한 선택들에 대한 분석과 유연한 실행에
요긴할 것이다. 여러 외교 자산의 정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괄성 역량은 외교 유연성 구현을 위한 뒷받침 정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한 준칙은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조언
이자 명령이다. 이 준
칙 명령은 외교정책의

15 베리지(G. R. Berridge)에 의하면 외교 협상가들 사이의 타결(formula)은 지침
(guidelines), 합의틀(framework of agreement), 일련의 아이디어(set of ideas)
와 동의어로 쓰이는데, 이들 타결의 주된 특징으로 단순성, 포괄성, 균형, 융통
성 등을 들고 있다. 이들 특징들이 외교 유연성 발휘의 조건으로 갈음되어도 무
방하다. G. R. Berridge 저, 심양섭 역, 『외교: 원리와 실제』 (서울: 명인문화사,
2014), pp. 57-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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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조언이자 명령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
외교전략을 선택하는 이 준칙 명령은 외교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 외교전략을 선택하는데
데 융통성이 확보되도
융통성이 확보되도록 고안된 것이다.
록 고안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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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들은 현 외교 문제의 인식 준거로써 사용될 수 있음은 물

이론과 관례가 가져다주는 조건을 전제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론 향후 외교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궁극

를 풀어가는 방법은 자칫 결실 없는 정책 실패로 귀착되는 경

적으로는 대외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준

우가 많다. 하나의 실례로 가치 문제와 이익 문제가 서로 상충

칙들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구별되어

될 때 가치를 조건으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이익을 조건

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외교 상황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으로 가치를 고집할 때 유연성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

분명하게 분리해서도 안 된다. 이들 준칙들은 상호 강화되어야
하며, 내적으로 모순되거나 외교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나. 구체화에 공들여라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한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 중

가. 조건을 입구에 두지 마라

에서도 국제환경, 국가체제, 사회조건 등이 제공해 주는 영향

특정 외교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흔히 빠지기 쉬

력은 외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요구한다. 그런 현실에서는 외

운 함정은 문제 해결의 조건을 지나치게 상정하는 일이다. 정책

교 문제의 해결이 매우 거대하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결정자 자신만의 인식틀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

가능할 것 같은 판단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외교 문제의 유연

하는 일은 자칫 확증편향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자신의 인식

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닥친 문제 하나에 집중하는 노력이 절실

틀에 따라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 실제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

히 요구된다. 외교 문제의 배경이나 환경보다는 외교 문제 자체

아진다.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여

의 세밀한 분석에 집중하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다. 외교 현

러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인식틀이 제공하는 여러 가

안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정리해 보고 하나씩 처리하는 구체화

정들을 의심해 보는 일은 현명한 선택지를 낳는 첫 출발이다.

는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

보통 정책 결정자의 인식틀은 자신이 습득한 이론에 대한 집착

두 국가 사이에 포괄적 접근으로 현안을 성공시킨 사례는 많지

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제약과 과거 사례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않다. 전쟁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국가 사이의

관례의 제약으로 구분된다. 정책 결정자가 실제 외교 현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제의 복합적 성격이 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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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만큼 유연성의 발휘는 어렵게 된다. 정책 결정자의

래되는 차이일 뿐이다.

유연성 확보는 문제의 정의를 구체화시키고 문제의 쟁점을 좁

이익을 가치로 포장할

힐수록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외교 문제가 무난히 해결될 가능

때 협상의 윈셋은 넓어

성은 커진다.

지고 타협과 타결 가능

가치를 중시하되
도그마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가치를 중시하다 보면
우선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질 위험이 있다.

성은 증가된다.

다. 이익을 가치로 포장해라
외교 협상의 성패는 정책 결정자의 의사능력 기술에 좌우된

라. 도그마에 빠지지 마라

다. 외교 협상 영역의 상당 부분은 예술인 셈이다. 현실 정치와

가치를 중시하고 협상에 가치를 동원하더라도 유의할 것이

외교에서 권력은 명분에서 나온다고 한다. 권력의 목표인 이익

있다. 가치를 중시하되 도그마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협상 성공확률을 높이는

를 중시하다 보면 우선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질 위험이 있다.

명분 확보를 위해서는 가치가 동원되는 것이 좋다. 가치와 이익

배타적 진영주의 담론에 집착해서 유연성 발휘를 저해하는 경

의 구분은 관점의 차이일 뿐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이익이 전

우가 좋은 사례이다. 배타적 진영주의 담론에 집착하게 되면 정

면에 등장할 때 외교 협상가들의 타협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책 선택의 메뉴가 극히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론

이 사실이다. 정책 결정자가 외교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 진영주의 혹은 지적인 진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이익을 가치로 포장하는 기술과 예술이 필요한 이치다. 실제로

때문이다. 외교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선택 대안과 대

외교 현장에서 대립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숨기고 감추는 실제

립하는 선택 대안을 고려하는 행위이다. 배타적 진영주의라는

국가이익은 서로 상충되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는 격차가 커 보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면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없

이는 것이 다반사이다. 국가이익이 권력이나 이익, 또는 정체성,

을뿐더러 불필요한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뿐이다. 이는 외교적

지식, 가치 등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 문제가 그 어떤 공공정책보다도 초당파적인 문제라는 기본

국가이익의 본질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여 보는 데서 초

가정조차 부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가치 문제를 수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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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목표의 문제로 간주하는 도그마에 빠지면 자칫 집단사
집단착각현상: groupthink

고

산이 있다. 현재까지도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환경을 고려하

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외교정책 실패로

다보니 강대국 중 특정 국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는 점

가는 위험성을 높인다. 이런 집단적 도그마 현상이 초래한 외

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외교는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에 처하

교 실패 사례가 외교정책 연구에서 무수히 인용되고 있다는 점

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국제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서

은 잘 알려져 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통한다. 우리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도
더 이상 약소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약소국 마인드는

마. 약소국 마인드를 벗어나라

경험과 교훈으로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교 유연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정책 연구자들은 우리의 외교전

성 발휘를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이상을 구별하되 냉정하게

략을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외교전략이 합당한 것으로

직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새우’보다는 ‘돌

보아 왔다. ‘샌드위치 외교’니 ‘새우등 외교’ 등과 같은 사고들이

고래’로 비유되는 것이 더 합당하는 주장도 등장하는 것도 같

그렇다.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약소국 외교라는 프레임을

은 맥락이다. 약소국 마인드를 벗어나 재성찰해보는 것은 우리

당연시해 왔던 것이다. 싱가포르나 몽골의 사례를 들어 특정

의 외교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다.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은 채 대결 구도 속에서 더욱 많은 자율
성을 확보하는 것을 교훈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싱

바. 혼합 정체성을 유지하라

가포르나 몽골의 사례는 약소국의 특징을 오히려 ‘이점’으로 활

국가 정체성은 개인이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소속감을 가지

용하려는 외교적 인식으로 간주된다. 우리의 근대 외교 이후

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연대감을 지니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국가 정체성은 국제체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이익을 결정한

들은 모두 바로 냉전식 사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프레

다. 지정학적 국가 정체성의 역사에서 보면 해양국가는 보다

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꽤나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이고 대륙국가는 권위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만큼 국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소국 프레임이 가져다준 강한 유

가 정체성이 외교전략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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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은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국가 정체성이 너무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

견고하면 다른 국가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폐단

한 공동체주의의 흐름

도 드러난다. 우리 외교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정

에 주목할 필요가 있

학적 정체성과 같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어지는 정체성’

다. 그 흐름에 동참하는 출발 조건은 특정 개별 국가와의 접근

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력국가 혹은 선도국가와 같이

은 너무 가까지 하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하는 일이다. 현실적

‘만들어가는 정체성’에 귀를 기울여햐 한다. 외교 유연성 확대

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를 확정하는 일이 필

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국가 정체성에 고착될 것

요하다. 또 연대의 영역도 다각화시켜야 한다. 안보연대, 이익

이 아니고 여러 국가 정체성 요소을 결합한 혼합 정체성을 유

연대, 가치연대 등으로의 확장을 통해 외교 자율공간을 넓히

지하는 일이다. 그래야 외교전략의 가동에 탄력성을 부여할

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래야 외교 유연성의 구사에서 발생할 수

수 있다.

있는 방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를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 또 진영주의가 초래하는 적대감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

사. 공동체 담론을 주도하라

다. 2013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를

외교는 여러 국가의 외교정책이 상호작용하는 행위이다. 외

구성원으로 국가협의체로 구성된 믹타MIKTA는 민주주의와 자유

교의 배경이 되는 현대 세계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구공동

시장 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

체 관념의 확산에 따라 공동체주의 확산이 대세이다. 원래 공

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협력 매커니즘이다. 이 협

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좋은 삶을 공동

의체가 시사하는 한국의 외교 유연성 사례는 여러 현실적인 장

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공동선에 대한 의무를 제시

애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곱씹어 볼 만하다.

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자유보다는 나눔, 권리보다는 책임, 방
임보다는 개입 담론을 중시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공동
체 정신의 확산은 더욱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외교 유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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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일이다. 그런데 제로섬에 기반한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

양자 경쟁 구도를 맞는 현실은 우리 한국만 당면한 것도 아니
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미중 간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불안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각자 자기 편 모으기 전략을 펴

을 느끼고 외교 유연성 발휘가 필요한 것은 호주와 캐나다, 영

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세계질서의 재편은 교란되고 있

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냉전기 미소 양극체

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민주주의 세계 연대

제에서는 핀란드가 그러했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는 벨기

를 강화하는 등 가치 중심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전

에가 그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쟁

략 우방국과는 디지털 통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들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여기에 극심한 실존

중이다. 일종의 경제 블럭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적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는 점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 견제를 위해 다른 국가 또는 국가집단들

이렇게 볼 때 외교 유연성 확대를 위한 고민은 한국만의 것

과의 협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는 협력을

이 아니며 오히려 ‘중간국가의 딜레마’로 부를 만큼 보편적 현상

강화하고, 유럽이 중국 견제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정책 구상을

으로 보인다. 외교 유연성은 단지 ‘중간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동반성장을 자극하면서 미국

로 국한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경쟁 관계 사이에 있기 때문

의 중국 견제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블럭화 정

에 전략적 자율성 축소를 고민하는 국가로까지 확대하여 이해

책에 맞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저개발국가들 중심

하도록 한다.

으로 호혜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안

이 글에서는 중간국가

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은 지역

로서 한국의 외교 유연성

주의를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묘사했다(중앙일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보, 2020년 2월 24일).

전략을 검토한다. 이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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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발휘와 확대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전략자원으로 이해된

의 세계 대전 후 유럽

다. 이 글에서는 유연성 동원 전략으로 ‘공동체주의 전략’과 소
‘

각국에는 소련의 위

다자주의 전략’을 제안한다. 또 기존의 ‘양자관계’와 ‘다자주의’

협과 공산주의와 체

접근 방식의 외교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대안 전략의 골격으로

제 경쟁, 독불 화해를

‘투트랙 전략’과 ‘피보팅 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이들 실천

통한 영구적 평화체

전략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해서 외교 유

제의 설립이라는 안보

연성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럽 공동체는 ‘제3의 축the third pillar’이

몰락한 제국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유럽이
전후 체제에서도
평화의 거간꾼 역할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통합이란 공동체 구상 덕분이었다.

라고 일컬어질 만큼 영향력을 회복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유

가. 공동체주의 전략

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미중 양국으로부터

외교 현장에서 어떤 한 현안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받는 것은 ‘압력’이라기보다는 ‘구애’에 가깝다. 그만큼 미중 경

해결 방식의 접근 차원을 달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왕

쟁 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정책적 자율성이 높다. 실제로 유럽연

왕 있다. 외교 현장에서 때로 공동체주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합은 중국과 협상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에 앞서 2020년 12월

때가 많다는 뜻이다. 가령, 국가 수준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유럽연합과 동

지역 수준과 같은 공동체 수준으로 높였을 때 문제 해결의 해

맹 회복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조바심

법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는 유럽의 경험이 잘 보

을 내는 형국이다. 유럽 각국이 유럽연합이란 공동체의 이름으

여주고 있다.

로 문제 해결에 접근했던 이른바 ‘규모의 전략 strategy of scale’은 한

2차 대전 후 미소로 양분된 세계에서 몰락한 제국으로 역사

국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유럽이 전후 체제에서도 두 강대국

공동체 전략에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주권의 제약이 따르게

과 구별되는 외교정체성을 띄고 평화의 거간꾼 역할을 해 올

마련이다. 유럽통합 70년사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주권 양도 실

수 있었던 것은 지역통합이란 공동체 구상 덕분이었다. 두 번

험의 거듭된 실패로 국가 주권과 주권 통합 간의 팽팽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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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유

감뿐만 아니라 공동

럽의 안보는 미국 의존성을 지

의 이익과 같은 유인

속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유

책 또한 필요하다. 공

럽 국가들은 국가 주권 완성을

동체에 참여하는 국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역

가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가시적인 이익이

외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극복한 측면이 있다. 유

다. 적어도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는 이상과 도덕적 의무감만으

럽 국가들은 안보동맹을 버리지 않고도 복수의 크고 작은 공동

로는 공동체 전략이 작동되지 않는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체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제도적 위험은 분산하고 다

끊임없이 공동의 이익을 구성하고 창출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면적 통합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경로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형

된다.

첫째, 정치적 결단과 타협 없이는
주권의 재편을 통한
역내 평화공존 체제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의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다다른 것이다.

둘째, 공동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같은 유인책 또한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 전략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협력의 선순환을

유럽의 경험은 한국을 비롯한 중간국가들의 공동체주의 전

장려하고 불필요한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

략 구사에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정치적 결단과 타협 없이

요하다. 협상에서 거둔 사소한 성과들을 공동체 참여 국가들

는 주권의 재편을 통한 역내 평화공존 체제의 제도화가 이루

이 국내 비준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번복되거나

어지지 않는다. 공동체 방식의 외교전략은 협력의 강도와 폭이

주변 환경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고안해 둘 필

자동적으로 심화 확장되지는 않는다. 공동체에 참여한 국가들

요가 있다. 한국의 외교 유연성 도구로서의 공동체 전략 발휘

의 협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노하우를 축적하

를 위해서는 공동체

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통합 형태의 공동체 전략은 회원국들의

참여 국가들의 의견

수많은 정치적 타협과 번복 그리고 재협상으로 성과가 나타나

을 수렴하고 모임을

게 된다.

소집하는 등 간사 역

둘째, 공동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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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

셰그라드(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소다자주의가
다자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패권 정치에서 희생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의 해법을 위해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나. 소다자주의 전략

헝가리), 베네룩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한때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벨기에, 네덜란드,

크게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갈등

룩셈부르크), 발틱

과 분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평화 달성에 대한 회의가 점증

연합(에스토니아,

했다. 이에 따라 세계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다자주의의 유용성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이 소다자주의의 대표적 예이다. 이 같은

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탈냉전과 더불어 양극체제에서 단일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소다자주의의 등장은 국제정치가 적과

패권 체제로 권력이 집중되고 이를 견제할 세력이 부재하자 약

동지로, 대결과 경쟁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실증한

소국들의 발언권 역시 퇴보하였다. 규범이 강대국에 의해 무시

다. 이 점에서 소다자주의는 기존 허울만 남은 다자주의의 한계

되거나 힘을 투사할 명분으로 전락하면서 국제기구의 형식적

를 극복하고 강대국 독주를 견제하는 중소국가들에 의한 균형

인 다자주의는 절차상 민주적이지도 결과상 효율적이지도 못

메카니즘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기존의 패권중심적 다자주의 한

소다자주의의 다자주의와의 차별성은 단지 규모에 그치지 않

계 극복을 위해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유대감, 경제적 의존

는다. 소다자주의가 다자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환경

성이 높은 국가들, 소위 “유사 입장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 간

이나 물류, 인권 문제처럼 기존의 패권 중심의 국제정치에서 주

16

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소다자주의가 부상하였다. 노르

류가 되지 못하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 의해 희생되는 사안들에

딕 카운슬(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과 비

대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의 해법을 위해 협력
을 모색하는 데 있다.17 특히 지난 2020년 국경을 넘어 창궐한

16민병원,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개념, 기능, 효과,” 『통일연구』 22권 2호,
2018, pp. 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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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동 방역과 백신 및 치료제 등 핵

각국의 이익 충돌

심 공공재의 효과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미중 갈등이

이 첨예화되는 사이

고조되면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소국들 간 소다자

한국의 이익을 주체

협의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의 가치에 기반

적으로 반영하기 어

한 유사 입장의 그룹 간 연대는 강대국들과의 후견-피후견 관

려운 환경에 놓여

계

patron-client relationship

와 달리 의무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관계보다는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

경제와 안보, 역사와 정치 문제가 한데 뒤섞여
민감도를 더하는 동북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경제만 분리하여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발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기존의 설계 의도를 살리지 못하
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합집산을 반복하는 것도 소다자주의의 주요 특징이다. 이 같은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 한중일, 한미일과 같은 삼각협력 구상

특징으로부터 소다자주의는 냉전시대 그리고 현재 미중경쟁 시

도 소다자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환동해 경

대의 진영간 적대주의를 해소하고 우호감과 적대감을 혼합시키

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등이 대표적인 예

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로 배제되었

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인구에 회자되지 않는다. 경제와 안보, 역

던 다수의 국가들이 그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드러내는 중

사와 정치 문제가 한데 뒤섞여 민감도를 더하는 동북아의 특

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수성을 간과하고 경제만 분리하여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발

한국 정부도 미중 갈등 구도 아래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소

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계획했던 의도와 달리 안

다자 외교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미중

보를 위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역사

갈등 초기에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문제를 덮어두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저

중국의 ‘신형대국론’의 간극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메우기 위해

준위 정치 low politics와 고준위 정치 high politics의 상생win-win은 커녕

시도된 초기 소다자 협력 노력이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력

오히려 양 차원에서 모두 협력이 좌초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구상의 주요 초청국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처럼 핵심 주

(lose-lose). 이는 공동체 전략에서 서술하였듯이 저준위와 고

변국이라고 하지만 모두 한국이 견인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였고,

준위 간 협력의 선순환은 극대화하고 각각의 차원간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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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같은 중진국들은
소다자주의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주의로 지향이 필요하다.

간섭은 최소화하는 정교

구조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

한 설계 없이 맹목적으

도 한국과 같은 중진국들은 소

로 개념을 대입한 결과

다자주의를 시작으로 궁극적

라고 할 수 있다.

으로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

그렇다면 미중간 제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복합적 사안을 하나의 통로로
단순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는 것을 장기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

섬 경쟁이 절정으로 치
닫고 있는 오늘날 소다자주의는 한국 외교에 여전히 유효한가?

다. 투트랙 전략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역내 소다자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 외교에서 투트랙 전략은 결코 생소한 전략이 아니다. 가

다자간 협력 촉진은 물론 양자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

까운 예로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와 안보 및 경제 문제의 분

을 것이라 낙관한 바 있다(2014.11.18.). 반면, 양자 관계를 통

리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복합

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소다자 외교는 외교 상대가 다

적 사안을 하나의 통로로 단순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자화되는 만큼 노력과 자원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

앞서 언급했던 “조건을 입구에 두지말라”는 외교 유연성의 준칙

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된 국가들의 이익

소다자주의는 한국과 같은 중소, 중견, 중진, 중간 국가들이 당

이 다원적일 때 투트랙 전략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양

장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전략으로써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다.

자관계에서도 2개 이상 사안들의 관계가 복합적일 때도 마찬가

특히 외교 유연성 발휘를 위한 도구 전략으로 그 가치는 충분

지다. 이 같은 경향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양자 관계에서 자주

하다. 물론 소다자주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중간국가의 딜레

발견된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

마’에 빠지지 않기 위한 동북아 평화체제 정착이 외교 목표라고

은 증대되는 반면 정치안보적 협력은 축소되는 ‘아시아 패러독

할 때, 공동의 이익을 공유뿐만 아니라 상호 구성하는 공동체

스 Asia Paradox’ 경향이 심화되는 모순이 있기는 하다.

건설은 필수적이다. 이분법적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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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하는 이원화 전략도 투트랙 전략의 하나다. 한국을 비

앞서 고민한 것으로

롯한 미국 동맹국들이 미중 경쟁 관계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

보인다. 2017년 14

는 두가지 트랙간 분리전략을 유지해왔다. 국제정치 환경이 변

미중이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하면
한국이나 호주처럼
년 만에 발표한 외
미중과 투트랙 전략을 취하던 중간국가들은
교백서에서 호주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

화하면서 투트랙 전략은 극약처방이 아니라 극악처방으로 전

‘미국과 동맹 강화,

락할 위험도 있다. 경제와 안보 사안의 분리를 염두에 둔 투트

중국과 경제관계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는

랙 전략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질서에서 협력적 노동 분업이 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헤징 전략

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력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 국가간 모든 거래

을 증강하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모색

활동이 안보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부당한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관계 다변화

역사 또는 경제 문제가 안보에 저당 잡히는 형국이 되곤 한다.

를 추진한다.18 물론 현재로서는 이 같은 호주의 노력이 반드시

국제 질서의 변경을 꾀하는 중국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미국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호주 사례에서 한국

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 참고할 점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최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

있는 어떤 국가도 섣불리 중국 편승론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무게 중심을

때로 정치체제의 이질성도 중국과 가장 낮은 수준의 안보 협력

어느 한쪽에 완전히 싣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미중경

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 관계에

쟁이 심화되면서 중간지대에 속한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투

이다. 이를테면 호주도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하

서 경쟁 관계로 변모하면 한국이나 호주처럼 미중과 투트랙 전
략을 취하던 중간국가들은 제로섬 게임의 논리를 강요당할 가
능성이 있다. ‘중간국가의 딜레마’에 다름 아니다.
한국과 비교해 호주는 미중 대결 구도에 적극적인 대응안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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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석수, “[주간인사이트-미중경쟁과 중간국가의 ‘생존전략’①] 호주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으며 중국엔 당당하다”,” 여시재, https://www.yeosijae.org/
research/720 (검색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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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전략을 현장에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와 경제, 두

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급격한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

개의 트랙이 가진 무게는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을 것이나 어느

하여 사업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 편의 선택만 강요하는 구조로 끌려 들어가기를 원치않는 점
은 유사한 조건일 것이다.

외교 현장에서 피보팅 전략은 어떤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의 유럽과 중동 중심 외교에서 인도·태평양의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던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전략은 피

라. 피보팅 전략

보팅 전략의 하나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맹 국가들과의 협

pivot

‘피봇

’은 중심을 하나의 축으로 고정한 채 회전하는 현상

력을 경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코

을 뜻한다. 그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구에서

로나19의 대확산과 같은 위기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피봇 플레이를 연상하는 것이 좋다. 농구에서 피봇 기술이란

일면 시대착오적인 단독플레이로 판세를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골 밑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은 채 한 발을 축으로 이리저리 움

이해할 수 있다.

직이며 슛이나 패스, 드리블 기회를 포착하려는 기술을 말한

미중 경쟁에서 팀플레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필요하

다. 피봇은 몸들이 부딪히는 농구 경기에서 선수가 보여주는

다. 미중 양국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피보팅 전략을 구사하기

필수적 기술인 셈이다. 선수가 이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한국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몸의 중심축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이동시켜야 한다. 공

중국-북한-러시아

을 가진 선수는 보통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한 발을 고정한 상

로 이어지는 권위

태에서 360도 방향을 전환하며 슛을 던지거나 패스하거나 돌

주의 진영과 지리

파를 시도하는 등 공격 기술이 가능하다. 비단 농구 경기뿐만

적으로 근접해 있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도 이 피봇 전략의 중요성이 강

으면서도 미국-일

조되고 있다. 특정 기존 사업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본-대만 등 자유진

나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이나 타깃 등을 유연하게 전환해

영 국가들과 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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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진영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도
미국-일본-대만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피보팅을 위한 전략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III. 한국의 외교 유연성 실천 가이드라인 • 107

성공적인 피보팅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담은
가설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수정하면서
실제에 가까운 현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결속력을 가지고

협력 필요성이 있는

있다. 한국의 전략적

현실, 중국이 미국

가치는 매우 높다.

의 인권 비판에 주

그만큼 한국은 미중

권 명분을 내건 와

경쟁 관계에서 전략

중에 중국 내 탈북

적 자율성을 높이는

민의 북송을 저지해

지렛대, 즉 피보팅을 위한 전략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야 하는 현실, 그리

외교 현장에서 한국이 성공적인 피보팅 전략을 구사하기 위

‘가설 설정-가설 테스트-가설 수정-가설 실행’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략 방향을
수시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혁신, 즉 피보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방위적 위험에 무모하게 맞서거나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나
360도 거침없는 피보팅이 절실하다.

고 한미연합훈련 중

해서는 현 상황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담은 가설들을 끊임

에도 중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설득하는 현실 등 개별 사안의

없이 의심하고 수정하면서 실제에 가까운 현실 진단을 우선해

해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위치에서 필요한 위기

야 한다. 현실 진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위성이나 바람에 기

탈출 방법은 담론이 아니라 이슈에서 360도 피보팅이다. 그동

초한 담론이 아니라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딛고 어려움에도 불구

안 답습해 온 선택지들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

하고 일을 성사시키는 법을 찾는 것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

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가설 설정-가설

쟁과 같은 큰 담론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금의 위치에서 할 수

테스트-가설 수정-가설 실행’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략 방향을

있는 일부터 전방위적

수시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혁신, 즉 피보팅이 이루어

19

으로 해나가야 한다.

져야 한다. 전방위적 위험에 무모하게 맞서거나 본능적으로 회

예를 들어, 한국은 미

피하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나 360도 거침없는 피보팅이

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절실하다.

현실 진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위성이나 바람에 기초한 담론이 아니라
단단한 현실에 발을 딛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사시키는 법을 찾는 것이다.

108

불구하고 중국과 5G
통신 및 배터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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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기정,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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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중 경쟁에서
외교 유연성 실천 방안 사례

1/

가치와 주권

가. 인권, 민주주의, 대만
미·중 전략경쟁은 불공정 무역에서 시작해 중국 사회주의 존
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부상의 결과가
민주주의와 국제경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미·중 수교 이후 포용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국제
사회에 편입하고자 했던 ‘키신저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NSS>
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확립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
하는 수정주의 세력이자 ‘전략적 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했
고, 비판의 범위도 공산당 체제, 제도, 이데올로기, 지도자로 확
대했으며, 그 방식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경쟁적 접근을 택했다.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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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간주했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침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 트럼프

coalition of the willings

’

시기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중국의 길’의 가능성

를 통한 가치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만들어 애국

자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의 몸에는 민주주의

주의를 고취하는 등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를 강화하고 있

의 뼈대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체제경쟁을 언급하기도

다. 여기에는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적 자부심이 높아

했다. 이것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

졌고,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일본과 소련이 아니다’는 자의식이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노선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에 투사되기 시작했으며, 공산당 창당 100년이라는 역사적

러한 변화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의 70% 수준까지 추

분기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호명하기도 했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연대

격했고, 미국 여론도 정파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과거 중국은 베스트팔렌 체제에 기초한 미국 주도 질서에 순

높아지면서 ‘중국 때리기 China basing’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형성

응하거나 적응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중국으로부터 상

로벌 이슈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담론력 discourse power

당한 양보를 얻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등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

한편 중국은 미국의 가치 외교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해하는 영역에는 도전을 선택했다. 또한 미국주도의 단일패권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공세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

을 비판하는 국제관계의 민주화, 불충돌·비대항·상호존종과

서 지구전持久戰을 준비하고 있

같은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론,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다. 과거 중국은 종합국력의 한

공생이론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신했다. 이것은 고도

계 속에서 개발도상국 정체성

의 집권체제 속에서 성취한 업적주의 meritocracy와 거버넌스 혁신

을 유지하는 등 일종의 방어

을 통한 효율지향적 국가전략의 성과에 바탕한 것이다. 심지어

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헌법과 당 강령에 반

광양회韜光養晦를 유지해 왔으나,

영하면서 사회주의 가치는 서구 자본주의의 대립항으로 양도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IV. 미중 경쟁에서 외교 유연성 실천 방안 사례 • 115

중국은 미국의 가치 외교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공세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114

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完整, 국가통일, 발전의 권리 등이다.

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미·중 사이에서 ‘가치의 거리’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

이 중에서도 국가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의 요체이

중국 전략경쟁도 강화되었다. 즉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

다. 구체적으로 국가 주권의 범위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있

는 데 민주주의가 핵심이고, 동맹의 강화와 우방국과의 공동작

고 인접 국가들과 영토분쟁이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

업, 집단적 힘을 동원해 공유된 이익증진과 공동위협을 저지”하

해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으로 반

고자 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환되었고,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애국자들이 홍콩

인권을 유린하고, 홍콩기본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홍콩 민주화

을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의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직접 지배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 이를

의 길을 열었다. 이와는 달리 대만은 통일의 대상이지만 민주

문제 삼는 등 인권과 가치를 외교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대만 독립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등 정

한편 중국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신의 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치적 민감도가 높아졌다.

있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인종차별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

등 미국의 인권 문제와 코로나 방역 실패 등 미국의 거버넌스 위

게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문제의

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이 제기하는 신장-

전략적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하나의 중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나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

국’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대만이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국이나

곡했을 뿐 아니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이자 주권 침해로 간주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만에 대해 전략무기를

하고 비판했다. 심지어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외국 매

판매하며, 인적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의 강도와 범위를 심화하

체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 취재 권리를 박탈하기도 했다.

고 확대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수교 이후 처

가치와 함께 미중 관계에서 선택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는 것

음으로 주미 대만 대표부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은 대만에 대

은 주권의 영역, 특히 미국이 중국의 주권에 대해 가치를 적재

한 군사적, 외교적, 강제적 압박을 중단하도록 요구했고, 대만

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은 국가

이 중국에 맞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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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

사용하는 등 단호하

함’으로 일컫는 대만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동번영과 안정보

게 대처할 가능성이

장 등을 위해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대만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는 한편 미국과 연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은 타협과 협상의 의제가 아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당분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지 않은 채,
크다. 따라서 미국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동맹국과 함께 대만 대만의 보호와 전략적 활용을 병행할 것이다.
문제에 대해 공동전

며 통일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2005년 전국인

선을 구축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 강력하게 반

대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만독립을 주장하

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교류

는 분열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과 분열시키거나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만 문제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는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거나 혹

미·중 관계의 전선을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 중국은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한 조처를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지킬

나. 외교 유연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대만 관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외교적 수사

계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영토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관되게 투사하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중

이고, 통일되어야 하며 하나의 중국원칙은 미·중 관계의 토대이

국의 외교행태를 순화moderate하는 데 머물렀다. 이런 점에서 미·

자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하는 등 대만독립과 분열 행동에 타협

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인권, 종교, 민주주

의 여지가 없고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 등을 통한 평화적 전복 peaceful evolution정책을 환기한 것으로 볼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당분간 ‘하나의 중국’ 원칙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접근법은 세계를 위

을 폐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만의 보호와

협하는 핵심을 권위주의 또는 독재체제로 간주하고 여기에 많

전략적 활용을 병행할 것이다. 중국도 핵심이익 보호 차원에서

은 국가가 공감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대만분리 독립, 유엔가입시도 등에 대해서는 ‘비평화적 방식’을

무기화된 상호의존 weaponised interdependence의 특성이 있고,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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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리더십과 팔로어

류와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고위급 교류를 제한해 왔

십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변화, 핵 비확산,

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미국의

글로벌 보건안보, 군비축소 등의 영역에서 실용적이고 성과지향

대중 정책에 한국이 편승할 경우 한중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

적result oriented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

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이 변하고

이라는 점에서 가치문제가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있고,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치와 주권을

한국은 민주화의 경험과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을 고려할 때,

연계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

개방, 포용, 투명, 지속가능성 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권, 시

도 좁아지고 있다.

장경제,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분명하

근본적으로 국가이익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지 않다. 중국에

게 발신하고 이를 외교적 자산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

대한 위협인식과 동맹인식이 한미간에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

나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체

다. 보편적 가치와 지정학, 역사적으로 배태된embedded 특징도

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안을 가치문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제로 환원하기 어렵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강화하고 주권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한중간

가치문제를 최대한 분리하며, 동류 국가 like-minded countries와 함

교역과 투자 규모 등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께 다자주의를 활용하면서 사안별로 지지와 반대를 표명하고

하는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이 있다. 2008년 한중 양국이 전략적

고위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공개와 비공개 방식을 활용해 부담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도 가치와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외교적 기획이 중요하고 선험적

과 국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협력의 틀을 구축한 것이었다.

으로 모든 문제를 예단하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며, 수직

특히 대만 등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중

적 해법을 지양하고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전문가집단의 지혜가

한 접근이 필요하다. 1992년 한중수교도 ‘하나의 중국’ 원칙 속

작동하는 수평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한-대만 관계는 민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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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으로 발전시키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등 새로운 동맹국의

지역질서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를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

가.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다. 비록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남중국해의 해양주권의 문제, 중국의 일

반중연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대

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적극적 전개, 미국의 동맹 축 변화, 북한

일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중국의 대외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

fault line

과 북핵 문제 등과 맞물린 새로운 균열선

이다. 미국은 인

하고자 하는 미국식 진영형 다자주의라는 성격은 분명하다.

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해 사활적 이

반면 중국은 전통적 고립주의를 버리고 신 新안보관을 제시한

익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과거 규범 중심 전략을 군사

이후 중국식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즉 중

안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주변 지역’에

국이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

서부터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행, 상하이 협력기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이 그

이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 안보, 거버넌스를 포괄한 ‘자유롭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열린 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구상은 과거 피봇pivot 아시아, 아시

등 서방국가가 주도한 새로운 다자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아 재균형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구성했고, 이를 관철하는 실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

행 기제로 미·일·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협력체를 만

국의 연선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주장하는 등 자국의 ‘주변’에

들었다. 바이든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을 계승해 보다 적극적

서 교두보를 만들어 중국식 세계화Sinic-globalization를 실현하고자

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달리 역내 동맹

하는 오랜 꿈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초국적 비전통안보

과 다자주의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건강 실크로드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

가 있다. 특히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

제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있다. 쿼드의 성격도 미국의

편 협력의 범위와 수준도 군사안보를 넘어 군사과학기술 등의 영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시아판 NATO로 간주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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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별로 상쇄 offsetting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국견제

승 전략에 반발하면서 한중협력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에 맞서 전통적 우방과의 결속력 강화, 우호국가의 확대, 다자
외교의 전개, EU 국가에 대한 선택적 설득, 미국의 약한 고리에

나. 외교 유연성

대한 회유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규범 기반 지역 질서는 중요하고 만약 이러한 원칙을 지키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통제 가능한 범위의 국지적

지 않는다면 향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등

충돌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

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따

고, 이 중에서도 취약성이 높은 곳은 남중국해이다. 중국은 남중

라서 이러한 가치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책임 있는 국가

국해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국영토이며, 각국의 항행 자유를 국

Responsible Stakeholder

제법에 따라 수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의道義를 강권하

런 점에서 적어도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방적인 ‘기지화’ 추진에

면서 곳곳에서 무력과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이지 중국이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아니며, 영유권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소유한 유전은 한 곳도 없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역내 분쟁 해결도 국가 간 대등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

협상을 통해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기제를 선호하고

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

인공섬 기지건설을 포함한 공세적 군사외교를 투사하고 있다.

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의 행동을 요구하는 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보편적 원칙과 법치’의 차

모든 국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쿼드 협

라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을 겨냥해 타국을

력체가 다른 방식으로 확

자연스럽게 배제하거나 명시적으로 견제하는 군사협력에는 참

대될 경우 한국의 참여를

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요청할 수도 있으며, 중국

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대중국 군사 견제를 명시하는 것인지, 보

도 이러한 한국의 대미 편

편적 가치와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선택의 범위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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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보편적 원칙과 법치’의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124

도가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로 위협인식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 조기경보기 등은 당분간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문

다르기 때문에 동류국가들과 공동대응도 모색할 수 있다.

제는 미국이 전지구적 군사투사력 global military reach을 가지고 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쿼드Quad

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미중간 힘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협력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보다는 미

따라서 미국이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충돌 시 절대적

국의 대중 정책의 ‘수단화’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 내륙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포함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가 한미동맹에 대한 편승을 선택하

중요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

지 않는 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

다. 이미 중국의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인근 해역

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은 도그마에 빠지고 관료주의적 폐

으로 미국의 해군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

단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와 영역별 소다자주의

내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를 유연하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연합 거버넌스

것이다. 북핵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배치한 것도 이러한 대중 견

혹은 지역 공동체를 모색하면서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를 위한 심모원려가 있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
가 불필요한 핵-군비경쟁을 포함하여 우주 전쟁, 사이버 전쟁,

3/

미사일 방어체제 등의 군비경쟁이 도래하고 있고, 전략적 안정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사

을 해치고 있다고 보면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사·안
보적 대응으로는 반접근/지역거부 A2AD 역량 강화를 위한 미사

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중거리 핵전략 INF

일 전략 강화, 해외 미군기지 및 본토 공격 미사일 전력 강화,

중국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패권의 핵

핵무기 선제공격 정책 전환, 러시아와의 역내 군사·안보적 협력

심인 군사력을 추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지구공역통제
command of the commons

12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준을 보여주는 핵 항모, 차세대 전술 항공

이러한 미중간 군사적 전략경쟁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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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의미한다. 반면 중국

위상정립에 영향을 주는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제할 수

은 중거리핵전력 배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 임시로 배치된 미국의 사드 체계

치가 자국의 북부전

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이를 정식배치 또는 추

구와 내륙의 중요 군사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한반도

가 배치하거나 중거리핵전력 INF을 새롭게 배치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시의 보복을 능가하는 수단을 찾고자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첫째,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
과”를 발표하고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았다. 그 핵심 내용

나. 외교 유연성

은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되는

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이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

은 북핵과 중국위협을 강조하면서 운용의 안정성 차원에서 사

가 있고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관리에서 중국의 역할을 과소

드 추가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미국의

평가하기 어려우며, 향후 북핵 문제는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중거리핵전력 한반도 배치, 한국의 쿼드 기제 참여의 전초전으

협력 등과 함께 미·중 협력의 의제가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

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사드 현상status quo’을 변경할 경우 이를

다. 현실적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동

‘약속위반’으로 간주하면서 정책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맹의 차등화와 연계하는 것은 실용적 태도가 아니다. 한반도 문

둘째, 중거리 핵전력의 한반도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자동예산삭감

Sequestration

제에서 한국은 핵심 당사국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

정책을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 초

수정하여 2018년도 이후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2018년 10월 20

래한 미중 전략경쟁이 동맹과 다자를 활용한 미국외교가 동맹이

일에는 1987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폐기했다.

익club goods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성능 개선은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내륙

미국은 전략적 안보이익의 확보와 역내 동맹국들을 중국의

의 중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을

핵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사드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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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사일 및 핵 전략자산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중거리 핵전력 배치반대를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4/
경제와 산업

것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도 주한미군의 미사일 핵전력
배치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성능개선 사업을 쉽게 수용하려고

가. 새로운 Game Changer: 과학기술

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핵 위협을 과도하게 평가해 사드 배치

다. 미국은 대중견제의 핵심을 과학기술 영역에 두고 있다. 바

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미래 위협을 고려해 중거리 핵전력 배치

이든 정부의 <안보전략지침>에서 밝힌 대로 청정에너지는 기

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자산 재배

후변화를 낮추는 데 필수적이며, 바이오산업은 질병의 공포에

치가 현실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기

서 해방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인 5G는 새로운 판도를 바꿀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국면을 유지하면서 안보

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

민감도를 낮추며, 전략자산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

로 시장에 개입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불공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제 KAMD

정한 관행에 기초한 기술독재를 일삼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와 적정 군사력 규모를 측정해 한국형 ‘내적균형’을 추구할 필요

중국이 추진한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문제 삼기도 했

가 있다. 다만 이 문제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군사역량의 발전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방어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등을 운용하는 핵심인프라인 5G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

부정론과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

닌 화웨이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반도체 부품의 자급율을

중간 전략자산 투사를 둘러싼 군사경쟁에 대해 경로의존적 사고

높이면서 새로운 표준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에 머물러 있거나 현상에 대한 분석능력 없이 군사적 위협 프레

함께 미국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미국의 이익을 확

임에 갇힌 비관주의는 유연성의 공간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술과 생산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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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니어쇼어링도 시도하고 있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국제경제 질서를

한편 중국은 ‘발전권’을 핵심 이익으로 편입하면서 양보할 수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대

없는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미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 폭탄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무역 불

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회복탄력성

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BDN, EPN, Clean Network 등 다자접근

resiliency

을 통해 최종소비재 시장을 확보하면서 산업과 안보 영

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이 없었고 정책목표도 불투명

역의 기술 자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국내대순환을 중심으

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했고 동맹국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

로 국제대순환을 추진하는 쌍순환

dual circulation

전략은 이러한

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책을 전적으로 계승하지는 않고 있

중국의 정책적 대응의 결과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지만, 미국 국내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세련된 방식의 ‘미국 우

미·중 관계의 게임체인저는 과학기술과 표준경쟁에서 나타날

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동맹과 다자적 접근을 중

것으로 보고, 여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혁신역량

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TPP에 대한

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융합발전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정책 재검토를 비롯해 클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하드

모색하는 한편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된 과

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한다.

학기술 2030 핵심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또 하나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규

향후 미국은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체계를 약화시키는

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영국 등은 화웨이사의 5G 통신장비

한편, 미래 과학기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외

사용 규제에 동참했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외교적 부담으

교 · 안보 역량을

로 인해 중국산 통신장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

투사할 것이다. 이

성이 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와 기업(LG 유

를 위해 동맹과 함

플러스)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께 핵심 산업에 대

한국이 비시장적인 논리로 자국 제품 사용을 제한한다면 특정

한 중국 배제전략

기업의 대중국진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복을 감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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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체계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래 과학기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안보 역량을 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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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나 제3국 진출, 공동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경제
번영구상 EPN이나 클린 네트워크도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나. 외교 유연성

체제인지,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같은 배타적 방식인가에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산 5G 통신장비 문제도 장비

미·소 냉전기와 같은 독자 이데올로기·진영에 입각한 경제 시

사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도체 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을 구분

스템과 군비 경쟁이 재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이 ‘중국 때리기’만으로 상처가 깊은 미국병을 치료하기에는

문제는 미래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025년

한계가 있으며,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지기반

무렵이면 현실화될 6G 기술표준, 새로운 표준경쟁에서 경쟁력

세력도 대중국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의 경쟁력은 게임체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결의만으로 대중국 견제와 봉

인저에서 얼마나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를 발신할 수 있는가에

쇄를 일사불란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미·중 관계

달려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를 찾고 활용해야 한다. 한

도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유동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국의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중국 무역의존을 줄여야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난도도 높아진다. 신냉전이 불가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세계 경제 총량의 16%이자 세계 경제성

역적이라면 한·미 동맹에 편승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

장의 30%를 차지하는 대중국 의존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논

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고 대체시장을 쉽게 변경하기 어

리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

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떠나기도 쉽지 않다.

은 한국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에 대해 한국이 어떤 범위와 방

있으며, 이것이 안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유연성의 관건은 다양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안을 얼마나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참여와
불참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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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쪼개 이슈별로 조합하는 패키지딜 package deal을 만들 수 있
는가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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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말

한국은 오랫동안 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대륙세
력과 해양세력 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항구적인 압력에 직면
해왔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늘 적지 않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샌드위치론’, ‘고래 틈의 새우 자화상’ 등의 말들이 대변하듯 우
리 안에는 깊은 역사적 ‘피해 의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감정은 비관주의와 극도의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박
의식sieged mentality’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긴 시
간 동안 이 같은 의식들에 지배당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피해 의식과 포박 의식에 대한
의식적·실천적 반작용, 다시 말해서 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이 나타났고 또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런 반작용은 한국의 국제정치관과 외교전
략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던 이들 노력의 기저
에는 공히 ‘외교 유연성’의 확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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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본 글에서는 외교 유연성을 정의하고 그 필요성

정책 결정자들이 복수의 대립적 선택지 가운데 특정 전략을 선

을 음미하기 위한 역사적 궤적으로써 중견국가론, 교량국가론,

택하고 또 이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그것은 합리성 또는 제한

중추적 중견국가론, 1동맹3우호체제론, 동북아균형자론, 균형

적 합리성에 기초한다. 둘째, 외교 유연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외교론, 절충적 편승론을 살펴보았다.

조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책적 대안을 모색·이행하는 행

한국의 외교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담론의 출발점이자 기

위로써, 그 성패는 정책 메뉴의 다양화 정도와 정책 결정자의

초로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론적 장애물이 있다. 양자택일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가치와 이익의 문제는 국가이익의

논리, 권력과 시장 만능주의, 군사적 비관주의, 그리고 외교적

기회주의적·실용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결코 기계적으로 구

고립 등은 주류 외교 이론이 강조해 왔던 논리지만 자칫 진영

분될 수 없으며, 전략 선택의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주의에 함몰되고 현실을 크게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이들 장막

넷째, 정책 결정자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을 조직하

은 유연성을 내포한 다양한 선택지 외교를 실행할 때에야 비로

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괄성, 이해력, 용의

소 젖혀질 것이다.

주도, 신뢰구축, 인내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외교 유연성의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외교 유연성의 준칙은 실제 외교 정책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

그 원리와 준칙,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무엇보

어야 할 실행 전략이다. 유연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다

다 현실에서 외교 유연성이란 외교정책 담당들이 견지해야 할

음 일곱 가지의 정책 실행 명령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특정 사

자세와 태도이자, 동시에 이들이 활용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라

안의 해결에 있어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앞세우지 말아

는 점에 유의했다. 따라서 외교 유연성의 원리에서는 외교전략

야 한다. 둘째, 매우 복잡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외교 사안의

선택이 이뤄지는 구체적 조건과 환경, 준칙에서는 그러한 선택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 디테일(구체화)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에 있어 따라야 할 세부적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논의의 초점

가치와 이익의 구분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될 뿐인바 외교 사

이 맞춰졌다.

안의 해결 과정에서 이익을 가치로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외교 유연성의 원리로는 총 네 가지가 제시됐다. 첫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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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대와의 협상에서 가치(명분)를 강조하더라도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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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하나의 목표로 간주하는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둘째, 소
‘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이상과 능력을 과장 없이 냉철하게

타성이 여전한 역내 질서 하에서 우선 부담과 저항이 적은 소

판단하되, 오랜 역사적 관성에 의한 약소국 의식과 콤플렉스에

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서 벗어나야 한다. 여섯째, ‘주어지는 정체성’의 고착에서 벗어

해야 한다. 다양한 역내 행위자들과 협력이 쉽고 성과의 도출

나 ‘만들어가는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국가정체성의 다양한 요

이 용이한 사안과 부문을 중심으로 다원적·중층적 소다자 협

소가 결합된 혼합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곱째, 공동체주의

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소다자 협력 네

의 확산 추세, 연대의 확장을 통한 자율성 제고의 문제를 고려

트워크 간의 교집합을 지속해서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

하여 공동체 담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정적이고 항구적인 다자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

한국의 외교 유연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도구 전략으

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로서 다음의 네 가지가 특별히 강조됐다. 첫째, 적극적인 ‘공동

셋째, 투트랙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양자관

체주의’의 표방과 실천이다. 유럽공동체의 형성은 자칫 배타적

계나 다자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영역이나 이슈로 말미암아

일 수 있는 ‘국가이익’ 개념 대신 보편성에 기초한 ‘공동체 이익’

다양한 협력의 수요나 유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을 강조하면서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물론 유럽의 경험은 한국

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 문제 영역이나

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고, 실제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이슈로 인한 협력의 교착 또는 갈등의 심화 상황을 어떻게 헤

할 교훈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경쟁

쳐나가는가이다. 이런 점에서 타협과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을

이 빚어낸 오랜 협착 구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본

우회하여 다른 영역과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질적으로 평화롭고 협력적인 역내 질서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통해 획득된 성과를 토대로 갈등을 감소시켜나가는 선순환을

과제라 할 것이다. 섬세한 설계와 제도적 상상력에 기초한 공동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주의의 표방과 실천은 한국 외교에 상당한 자율성과 기동성
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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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변화무쌍하고

요구 가능성 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불확실하며 복잡한데

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규범 기반 지역 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 모호하기까지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기지화 문제 등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 기초해

이런 조건 하에서는 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쿼드 협력체

엇보다 전략 방향을 수시로 수정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능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타국에 대한 명시적 배제와 견제 목적의

동적·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 단순히 아랫돌 빼

국제기구 참여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며 신중하

서 윗돌 괴는 식의 헤징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공수를 유연히

게 운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영역은 매우 넓다.
그에 따라 한국의 외교 유연성 발휘는
영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겸비할 수 있는 피보팅 전략으로 오늘날의 ‘속도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은 군사 부문에서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또는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영역은 매우 넓다. 그에 따라 한국

한반도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가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

의 외교 유연성 발휘는 영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가치와

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범위

주권의 영역에서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에의 기

가 사실상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여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자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가치와

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내적 역량의 우선 강화 필요성을 명

주권의 문제를 섬세하게 분리하여, 동류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분으로 사드와 중거리 미사일 등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에

사안별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식·비공식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미중 양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경제적 전략 경쟁 영역은 유연성 발휘 여지가 높은 편이다.

전달하고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

한국은 경제적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에도 미국과 중국 양국

하다.

이 대결보다는 제한적·선택적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역 질서 영역에서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중이 제안하는 경제 협력

국지전 발발과 미국의 동맹·우방국에 대한 쿼드 협력체 참여

네트워크나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단순논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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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개별 사안의 성격과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재조합함
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초래된 국제·지역질
서의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과도기적 국제질서와 한국의 신장
된 국제적 위상이 요구하는 외교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문제에
‘외교 유연성’을 강조함으로써 화답코자 했다. 물론 ‘외교 유연
성’을 개념적 틀로 전개된 상기 논의들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
고, 결코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들을 온전히 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의가 우리 학술·정책 공동
체 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 외교
의 대전략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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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U.S.-China Rivalry and

development at this particular juncture.

South Korea’s Diplomatic Flexibility
Diplomatic flexibility encapsulates a range of ideas in
Ki-jung Kim (INSS),

three phases: strategic planning, decision-making, and

Jungsup Kim (Sejong Institute),

execution. In strategic planning, an inclusive perspective

Gon Namkung (Institute for Peace-sharing),

that goes beyond the simplistic interpretation and

Heeok Lee (Sungkyunkwan University),

dichotomous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needed,

Seho Jang (INSS),

along with a creative lens to provide diverse policy

E.J.R. Cho (INSS)

alternatives. In the decision-making phase, it is critical
to remain adaptable and versatile to the ever-changing
circumstances to effectively transform policy. In the
final phase of execution,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Latel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that should be satisfied. Sensitivity allows for meticulous

intensified to a boiling point and a clash is considered to

analysis of results and the examination of actions that will

be imminent. In the midst of this tension, South Korea is

follow; proactiveness cultivates rapport with other countries;

faced with the pressure of a so-called "coerced choice".

and maneuverability shapes behavior, particularly the type

South Korea has been painstakingly avoiding involvement

of behavior that can be restrained.

in the U.S.-China rivalry and devising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prosperity with minimal impact. In this sens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arameters, this report

increasing South Korea’s diplomatic flexibility is a necessary

explore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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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ed in the “flexibility discourse”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The following section reviews a range of
discussions on diplomatic flexibility that have unfolded
in South Korea, as well as some theoretical obstacles that
need to be addressed. Moreover, rules of engagement and
specific strategies of flexible foreign policy are suggested as
guidelines. With these considerations serving as a backdrop
to the discourse, this report proposes specific alternatives
for South Korea to exercise diplomatic flexibility in four
areas: value and sovereignty; regional order; strategic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y and industry.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신안보전략을 포괄하는
| Key words |
US-China rivalry, world order, foreign policy,
coerced choice, diplomatic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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