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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1)
황 보 가 람* · 박 창 건**
❖요 약❖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구상이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논의의 초점을 지전략의 관점에서 일본
의 지역구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
평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과정을 추
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일본
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아베 정부의 지역구
상에 어떠한 외교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지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구상을 설정함에서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지역성, 지리
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다. 지전략은 지정학과 지경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이란 측면
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현실적 대
안, 전략적 수렴, 민감한 반응이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전략으로서 인도-태평
양 구상은 G2 시대에서 일본의 외교적 역할
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 범

위가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
하여 더 광범위해졌고, 지역 쟁점이 해양중
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가 연결
성을 강조하는 통상레짐의 변화를 보이는 특
징을 표출한다. 반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
상은 제도화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고, 참
여하는 국가들의 인식 차이 크며, 일본 국민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게 표출되는 한계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의 지역구상이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
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적 경쟁 심화 속에서 일본은 더욱 폭넓은 전
략 공간을 제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국제환경
을 수용하면서도 해양국가로의 정체성이나
‘연결성’으로서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
는 지역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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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을 지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구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아베 정부의 지역구상에 어떠한 외교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구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지역성,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주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은 기존 지역구상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전략(geo-strategy)은 지정학(geo-politics), 지경학(geo-economics), 지문
화(geo-culture)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국가의
외교정책의 지리적 방향이며, 더욱 정확하게는 국가가 군사력을 투사하고 외교 활동
을 지시함으로써 국가의 노력을 집중시키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전략은 주로
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외교정책의 한 유형으로, 그들이 정치 및 군사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약하거나 영향을 준다. 지전략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은 미국
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중적 위계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본은 두 질서가
중첩되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지전략적인 경계이자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공간이다(오승희·박창건, 2020). 이러한 지전략이란 개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치 수단으로 지정학적 목표, 지방(local), 지역(regional) 또는 글로벌(global)
차원의 외교정책 분석에도 적합하다(Dhirendra, 2011).
일본의 인도-태평양을 지역구상으로 발표한 후 일본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반응형 성격이 강한 전략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최은미, 2019). 특히 일본의 독자적인 전략을 구축하려고도 하지
만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의 외교전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김
석수, 2019). 논의들을 세분화해 보면, 첫째는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181

Open Indo-Pacific Strategy) 개념이 중국에 대한 경쟁과 협력전략을 모두 포함
한 전략으로 보는 견해(神保謙, 2018); 둘째는 미국의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으
로 보는 견해(大庭三枝, 2018); 셋째는 일본의 지역외교 수단으로 남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를 포함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며, 인도-태평양 구상은 이 지역의 역학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견해(Ryo Sahashi, 2019)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미중관계 속에서 단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역 내에서 제도적
인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구상으로써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이란 개념을 분석
틀로 채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전략은 지정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학
과 지리문화 등이 상호 연계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전략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현실적 대안이다. 지전략은 미중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환경에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지역전
략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반응국가와 적극적인 국가,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린(Green, 2001)은 일본의 외교전략을 ‘어쩔 수 없는 현실주
의(reluctant realism)’로 규정하고, 일본의 지역주의 혹은 지역구상은 미일동맹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국제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아시아를 넘어서 인도양, 태평양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중관계에서 가지는 역할과 자국의 이익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역구상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성을 지전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는 전략적 수렴이다. 지전략은 지역적 차원에서 급변하는 정치경제 관계를 수렴
하면서 발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와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EC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의 중층적 형태의 메가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의 중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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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레짐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은 제도화된 협동의 형태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며, 세계구조 변화뿐 아니라 지역변화에 발맞춰 역내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넓히
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지역구상은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유연
성 있게 대응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국내정치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대외통상정책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강
하다고 보았다(박창건, 2007). 미중관계라는 큰 범위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낮은 단계에서의 지역 집단의 상호관계에 더 집중하여 각 지역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일본과 다른 지역 국가 간의 상호작용
으로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전략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는 민감한 반응이다. 지전략은 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국내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구상을 설명하는데 지정학이나 지경학적 차원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구조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당, 관료, 각 청서 등의 국내정치 행위자의 상호작용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구상도 국제환경뿐 아니라 아베 수상의 리더십이나 외무성, 경제산업성과
같은 다른 정치 행위자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피터 카첸스타인과 오가와
(Katzenstein and Okawara, 1993)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결정해 온 요인이 국제
정치의 구조보다 국내정치적 구조 및 규범에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은 일본의 역사
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일본이 냉전 중 급격한 경제성장에
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을 억제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해 발달
된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적 문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본
의 지역주의 정책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방위성, 환경성, 초국가적 연합-내
무성, 국토교통성, 지방자치단체-등 핵심 관료 기관에 의해 수립된다고 지적하고
있다(Inoguchi, 2012). 따라서 지전략은 국내적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통해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국제환경을 수용하면서 나온 현실적 대안일 뿐 아니
라 지역 국가의 이해관계를 전략적 수렴해야 했으며, 국내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구상이 가지는 특성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구상을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전략이라는 개념을 분석 틀로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지전략을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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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고 각 용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일본의 지역구상이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현재 일본의 지역구상인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중점
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고
자 한다. 제Ⅵ장 결론으로 마치고 있다.

Ⅱ.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전통적인 지정학적 논의들은 지리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리적
맥락에서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2010년대 들어와 중국의 적극적인
해상활동, 중동지역의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정치학에서 지정학의 부활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정학은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왔기 때문에 지경학, 지리문화를 주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자 나온 개념이 지전략이며 지리적 공간에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요소들이 상
호 연계되어 지리전략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전략에 대한 학문적
체계나 이론적 지향 등의 논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전략에서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이란 개념을 분석 틀로 채택하여 일본의 인도-태
평양 구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성’은 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전략의 기본적 요소이다. 지역성은
지역 내에서 하나로 공유되어있는 규범적인 특성으로 인적·문화적·자연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지역’은 지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지전략적 공간으로 서로 다르게 변화, 복합될 수 있다. 다음은 ‘중층성’이다.
일본의 지역적 범위는 이슈 영역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내의 제도화된 협력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RCEP과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이 중첩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 환경에서 인도-태평양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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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중층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됨에 따라 ‘연결성’은 지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생산활동의 범위
가 넓어지고 세계화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는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사회적
생산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사회적 기반 시설을 통한 지역협력이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현재는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인프라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1. 지역성
‘지역’,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특히 ‘지
역주의’는 국가나 세계(global)보다는 ‘지역’이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정치·
경제적 운동으로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지역화’란 국가 간 협력의
공식적 제도화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뜻하며 ‘지역주의’란 국가 간의 공식적 합의를 통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과
일정 부분의 주권 이양을 수반하는 제도화된 형태의 역내 국가 간 협력을 뜻한다(김
미경, 2010; 최진우 2016). 헤트네(Hettne, 1999)는 ‘지역성’은 영토성의 대응
개념으로서 지역 결합도와 지역통합의 발전 수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
다. 지역성의 단계는 지역-공간, 지역-복합체,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지역-국가
으로 5단계로 구분되며 지역통합의 심화 여부는 제도화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역통합의 안정성은 제도화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미야 마타케(神谷万丈, 2015)는
지역성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① 지리적 근접성, ② 국가 간 상호작용의 빈도, ③
국민이 스스로 어떤 지역에 귀속된 것으로 의식하는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인도-태
평양을 지리적 공간으로 보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구분되는 것은 인위적이며,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두 대양을 연결한 형태로 두 바다를 활용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양 방면 국가들과의 경제적, 안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충분히
인도-태평양이 지역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케이 코가(Kei Koga, 2020)는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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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중국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점차 인도-태평양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모호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포섭
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역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직은 모호한 전략이 많고 다른 국가들을 이해시키고 특히 중국에 대한 전략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중층성
아시아 지역 내 지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층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의
지역주의 양상이 이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질적 경제권 간의 중층적 협력
에 의해 광역경제권으로 진행되고, 또한 지역주의화 과정에서 선·개도국 간의 수직
적 결합이 함께 추진되면서 역외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적 보호주의의 경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 지역주의를 구분해 본다면 주로 지리적 인접성
이나 개발전략 상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차원의 지역
주의와 또한 아·태 지역 국가로서 미국의 입장이 철저하게 반영된 APEC과 같은
광역화된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송은희, 1996).
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의 특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데 첫째, 아시아 내에서
지역 질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범위는 지역구상을 주도하는
국가, 국가들에 따라 변화했다. 즉, 다양한 지역 범위를 규정하는 지역구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안됐다는 것이다(이승주, 2010). 지역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은 기존의 구상 또는 협정들과 상관없이 병행되는 각 국가의 이익, 입장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제도화된 협정과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새로운 제안들이 고도화된 지역협의체로 나아가는 동력을 약화시켰고 동아시아 지
역주의가 중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들
어서 양자적(bilateral), 하부지역적(sub-regional), 지역적(regional), 더 나아가
횡지역적(cross-regional) 수준 등 상이한 성격과 수준의 이질적인 지역주의를 개
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Park, 2006). 2001년 일본·싱가포르 FTA의 체결을 시작
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는 물론 역외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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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역내의 국가들 사이에 공통의 이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되는 지역주의의 제도화 노력과 달리, 다양한 수준의 지역주의 추진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투사하려는 데
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역내 다른 국가들의 FTA와 이질성이 클 뿐 아니
라, 기존의 지역주의 구상과 체계적인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전개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층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한다(박
창건, 2012).
사토 사요리(片田 さおり, 2019)는 인도-태평양의 경제성에 주목하면서 중층성이
심화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경학적 연대가 비교적 얇은 인도-태평양 생각할
때, 유럽 통합을 모델로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제 지역주의의 틀에서
지역구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경학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구상은 안보 전략 이외에 경제의 규칙성과 연결성의 구축 등
경제 목표도 포함한다. 물론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구상 등 경제협력 전략에 대항
하는 것이며, 경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통합된 경제협력체를 목표로 인도 혹은
ASEAN에 있어 인도-태평양 구상은 인프라 투자 등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동시에
어느 위치에서 속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 편승에 반응한다는 논리이다.

3. 연결성
동아시아 지역주의 내지, 지역통합이라는 담론이 나타나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보
다도 이 지역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역내 교역이 크게 확대되어 각
국가 간의 ‘연결성’이 심화된 데에 있다. 특히 데이터와 인적자원으로 연결된 신국제
질서를 데이터와 인적자원까지 연결된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개념이 생
겨나면서 지리적 영역에서 에너지 인적자원, 시장과 자원의 연결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Khanna, Parag. 2017).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역협력은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인권, 마약, 테러, 환경 등의 문제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 내의 ‘연결
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상현(2018)은 복합네트워크론으로 연결성과
지역주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제경제기구와 제도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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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합성(complexity)을 심화시켰다, 국가 간
양자 협력 이외에, 공식 국제기구, 비공식 정부 협의체 및 초국가 네트워크 등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적인 상호연계성을 구축하고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양식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진영
(2007)은 국제분업을 통해 심화되는 국가 간 연계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논의하고
자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국제분업 증가는 역내 무역
을 증가시키고 역내 상호의존을 증가시켜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
며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상호의존의 경제구조에서 위기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는 것을 입증했다.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지역 협력체가 등장했으며 FTA의
조합이 일-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칠레,
일-멕시코 등 태평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지역적 연계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닫힌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에 더해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구까지 연계되는 열린
네트워크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
하며 다양한 트랙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역 전략은 세계화와 지역주의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목표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층성’과 ‘이중성’
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상황적 인식전환을 토대로 형성된 복합적 지역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지역구상에서 연결성을 강조한 논문
으로 호소야 유이치(Yuichi Hosoya, 2019)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 시기로 구분
하였다. FOIP 1.0에서는 군사 지향적인 ‘Quad’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서는 ‘세계질서에 대한 자유롭고 억압적인 비전의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FOIP 2.0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인상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다. 특히 FOIP 2.0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 경제 연결성을 더 강조하고,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역구상으로써의 개념으로 진화했다.
키타오카 신이치(Kitaoka Shinichi, 2019)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인
프라와 법치주의,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JICA의 인프라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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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ODA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파트너로서
노력해야 하며 JICA를 통한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2017년 아베가
인도-태평양에서 일대일로와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에 대한 변화에 따라
‘연결성’과 인프라를 강조한 논문이 많이 논의되었다. 인프라 강화로 역내 국가와의
지리적 거리를 좁히고 제한적으로 중국을 포용하여 안정적 경제관계 확보를 위해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지역구상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Ⅲ.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원과 발현
일본은 2007년 4월 아베의 인도의회 연설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하나의 공간으
로 파악하면서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7년 인도의회의
연설에서 아베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융화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지역 개념을 제시했
다. 확실한 지역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은 아니지만, 인도양과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아시아 국가로 포함하고 대륙으로는 서아시아, 해양으로는 인도
양 쪽으로 설정함으로써 외교 범위를 확장 시킨 것이다. 외교 범위의 확대는 세계적
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 중국을 의식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미국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
로 제시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지역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일대일로와 인도-태
평양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현재는 아세안, 프랑스,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일본의 지역 개념을 이해시켜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관계를 상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리며 ‘포섭적인(包摂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外務省, 2018). 더욱이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의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ASEAN으로의 회귀가 나타났다. 쿼드(QUAD)에서 2차
회담 성과 발표로 처음 ‘ASEAN 중심성지지’가 나왔고, 같은 해 11월 3차 회담에서
는 ASEAN 주도의 지역 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재확인됐다. 2020년 5월 외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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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향한 일본의 노력｣에서는 인도-태평양 구상
은 새로운 기구의 창설과 기존기관과의 경쟁을 피하고 모든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外務省, 2020) 특히 ‘연결성’을 강조하면
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각 지역국가 간의 인적·물질적·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인도-태평양 구상이 전략에서 지역구상으로 어떻게 발전되
었는지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원과 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원
아베는 2007년 8월 인도의회에서 ‘두 바다의 교류(二つの海の交わり)’라는 제목
으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의 주제는 무굴 제국의 왕자(Mughal Prince) 다라 쉬코
(Dara Shikoh)가 쓴 17세기 책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다.
태평양과 인도양은 이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 역동적으로 융화하고 있다.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난 광대한 아시아는 이제 뚜렷한 형태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
양국은 아시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가장 분명한 투명성 있는 대양이 될 수 있도록
태평양과 인도양을 육성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外務省,
2007).

아베는 이 연설을 통해 강한 인도는 일본의 이익에 가장 좋고, 강한 일본은 인도의
이익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위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김석수, 2019). 인도와 정치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구상은 태평양과 인도양
을 하나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드러내는 연설이었다.
아베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로 두 번째 내각을 구성한
이후 인도 연설을 새로운 지리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아베는 2012년 12월 말
비영리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의 웹 사이트에 올린 사설에서
보여준 전략적 구상인 ‘아시아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에서 확인되었다(중앙일보, 2015.12/22). 여기에서 인도-태
평양 전략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태평양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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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자유가 인도양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항해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였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비슷한 견해가 2013년 1월에 아베가 동남아를 순방했을 때 ‘열린
바다의 현상: 일본외교를 위한 5가지 새로운 원칙(The Bounty of the Open Seas:
Five New Principles for Japanese Diplomacy)’이라는 제목의 계획 아베의 인
도-태평양 개념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발전했다(外務省,
2013).
아베는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제6회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 처음 공개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을 발표했다(外務省,
2016). 이후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3개의 기둥을 발표했는데,
첫째,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둘째, 국제 표준에
따른 질 높은 인프라 정비 등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셋째, 해상법
집행능력 향상 지원, 방재, 비확산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
아 순방 때, 베트남 다낭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지역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1월 아베 총리의 호주 방문 시에
는 모리슨 총리와 양국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연계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2017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열린 12차 EAS를 계기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제1차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이 협의회를 개최했다. ASEAN이나 APEC, TICAD, PIF(태
평양제도 포럼) 등의 다국간 회의기회를 포착하여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생각이나 대응을 각국에 설명하고 설득시켰다(日本経済新聞,
2019/08/30).
하지만 2018년 10월 방중 이후, 인도-태평양 구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일
관계 4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과 중국은 새로운 중일관계를 위한 노력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이후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구
상’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지역구상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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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제환경변화와 이러한 국제환경변화로 인한 지경학적 우려와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의 협력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
시아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역사가 아베 총리
의 발언을 ‘Indo-Pacific strategy’라고 통역하자 총리실 관계자가 “정정하겠다”
고 말했고, 통역사는 ‘strategy’가 아니고 ‘vision’이라고 수정했다. 이후 2019년
시정방침연설에서도 전략이라는 용어가 제외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2019
년 6월에는 ASEAN에서 자체의 인도 태평양 구상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AOIP)’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4회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
되었다(ASEAN, 2020; 조은일, 2020). 여기에서 ASEAN은 역동적인 지역의 중심
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따라서, 아세안
은 경제 및 안보 아키텍처의 형성을 주도하고 그러한 역학 관계가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인도양 지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국민
들에게도 평화, 안보, 안정과 번영을 계속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세안의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포용적 지역 아키텍처의 개발에
관여해 온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일관되게 집단적 리더십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으며, 동남아와
그 지역의 발전하는 지역 아키텍처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변 지역 아세안은 또한 경쟁 이익의 전략적 환경 내에서 정직한 중개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각 지역 국가 간의 인적·물질적·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5월
외무성이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향한 일본의 노력’에서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널리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힘’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칙을
유지·강화하여 질서를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은 새로운 기구
의 창설과 기존기관과의 경쟁을 피하고 모든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外務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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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태평양 구상의 발현
일본이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역구상으로 제시하여 일본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려
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 중국을 의식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일대일로와 인도-태평
양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현재는 아세안, 프랑스,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일본의 지역 개념을 이해시켜 인도-태평양에서 미중관계를
상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요인이 작용하
였다.
첫째, G2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전략적 다변화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포함한
패권전략에 대응해서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아시아 지역전략으
로 제시했다. 일본도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처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은
미국과 함께 호주, 인도 소위 ‘쿼드(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했
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발표한 문서에서 잘 나타난
다. 예를 들어, 2017년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구함에서
‘인도는 물론 미국과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를 목표로 했다(外務省, 2017).
더욱이 2017년 제1회 쿼드 회담 개최 시에는 이미 미·일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공유되고 매번 협의에서도 법규와 규칙에 따라 질서와
항해·비행의 자유 등 원칙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으로 호주, 인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차 회담 이후 내용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리며 ‘포섭적인(包摂的)’ 인도-태평양 지역이
라는 표현이 등장했다(外務省, 2018). 더욱이 쿼드(QUAD)에서 2차 회담 성과 발표
로 처음 ‘ASEAN 중심성 지지’가 나왔고, 같은 해 11월 3차 회담에서는 ASEAN
주도의 지역 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
연결성 강화, 사이버 문제, 비확산, 질 높은 인프라 구축 등 기존 다자간 협력 어젠다
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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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SEAN으로의 회귀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세안이 주요 집단으로 등장함으로
써 미중 대립이 상대화되고 일본이 좀 더 전략적으로 지역구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역 내에서 영토, 지역 리더십에 대해 강력한 미일관계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에서도 미중관계 속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전략
적인 지역구상을 꾀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행위자의 정치수렴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
을 중심으로 구축된 외교 구상이다. 2018년 1월 22일의 국회에서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이어 대중 경쟁 전략의 측면을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2018년 1월 22일의
양원 시정방침연설에서 표명하였듯이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실시하고, 지난
7년간 80개국 지역을 방문하고 800회 이상 회담을 하는 등 외교의 반경을 확대하였
다. 하지만 2019년 시정방침연설에서는 이러한 외교 방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외교의 큰 방향성 아래에서, 중국과도 협력하고, 증대하는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에
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 일본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아래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는 대중 ‘협력전략’ 측면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首相
官邸, 2018).
셋째, 규범으로서 가치관 외교이다. 2007년 8월 인도 국회에서 아베 총리의 ‘두
바다의 교제 연설’의 의미에 대해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은 ‘가치관
외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인도-태평양은 해양국가로서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를 비롯한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필연이고, 일본과 인도의 협력을 통해
미국, 유럽과 태평양까지 이르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相澤輝昭,
2018). 따라서 가치관 외교의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이 세계적 전략이었다면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태평양의 지역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토가시 아유미,
2017). 가치관 외교의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에서는 자유주의적 질서
를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를 따라 넓혀가는 것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중앙아시아,
터키, 심지어 동유럽과 발트해와 같은 대륙에 위치하는 지역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은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동남
아시아나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 연안 국가까지 해양 부분에서 지역을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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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인도 태평양 구상은 법의 지배나 항행의 자유 등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자유무역 등의 보급·정착,
② 국제 표준에 입각한 인프라 정비를 통한 연결성 및 경제제휴 강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경제적 번영 추구, ③ 해상법 집행능력 향상 지원, 해적 대책, 방재, 대량살상
무기의 비확산 등을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Ⅳ. 일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특징과 한계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현재와 같은 지역구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용어가
언급하면서였다. 특히 2019년에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G20 원칙｣을 승인되었으며, 동 원칙에는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外務省, 2019).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역 국가 간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위해 제도적·외교적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이어 인도양으로 연결하
는 남부경제회랑과 베트남 중부에서 라오스 태국 내륙을 이어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
에 연결하는 메콩 내륙부성장회랑으로 하는 교통·도로 인프라와 동남아시아 연안국
에 대한 해양법 집행에 관한 장비 제공 및 인재육성 등으로 아세안 국가와 인도양
주변국에서 협력을 끌어내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에게 인도
-태평양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교통 시설 기반 확장, FTA와 같은 제도
화, 인적 인프라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역 개념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더욱 폭넓은 전략적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과 국제적·국내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현재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무역기반의 결여와 이로 인한 제도적 기반 약화, 역내 국가
간의 의견 차이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지역구상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일본의 인도-태평양이 어떠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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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징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양질서 구축과 질 높은 인프라를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에게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교통 시설 기반 확장, FTA와 같은 제도화, 인적 인프라 확보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G20 원칙｣을 승인되었으며, 동 원칙에는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外務省, 2019). 인도-태평양 구상이 변화하게 된 배경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인도-태평양 구상의 초기 전략인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은 인도, 호주,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연대하여
안보적 협력체를 내용으로 한다. 이 구상에서는 일본의 인도-태평양이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을 저지하고 역내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주변국들의 우려와 인도-태평양의 목적이 역내 국가를 포섭하는 지역구상으로
변화하면서 중국경쟁 전략이라는 의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두 번째로 아베의
중일관계 개선의 의지도 포함되어있다. 아베는 2018년, 일본 총리로서 7년만에
중국을 방문했다(外務省, 2018). 그 배경으로는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무역 전쟁
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자 활로를 찾고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였고 국내적으로는 아베 총리에게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경제
계의 압박도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동기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으
로 변화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과거 아세안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에서
인도, 호주, 아프리카 등으로 지전략적 위치가 이동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의
중요성 증가와 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 광역화된
것이다. 일본이 지역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후, 지역 범위는
대부분 아세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이즈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보면
ASEAN과의 협력을 핵으로 하고 ‘ASEAN+3’을 활용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
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지역구상에 아세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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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인프라 협력
강화, 인도와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지역 개념
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山本吉宣, 2013). 또한, 일본
은 인도, 호주 뿐 아니라 EU, 프랑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역구상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 관련하
여 1994년 공식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선포 이후 2014년 2+2 장관회담이 실시되었
으며, 2018년 1월 2+2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지원과
정기적인 양국 공동 해군 연습을 결정했다. 2019년에는 EU와 ‘지속가능한 연결성
및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일 EU 파트너십’을 발표했다(岡崎研究所, 2020). 이 문서
에서는 파트너의 요구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 그 재정 및 부채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
면서 제3국의 공동 프로젝트에 협조하는 것을 확인했다. 영국과도 2012년 방위협력
각서를 체결하면서 합의서에선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라고
언급했다(Hemmings and Rogers, 2019).
둘째, 해양중심성이 강화된 지역구상이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대양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해양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구상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재 일본의 지역구상은 일본의 해양 정체성에 입각한
구상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일본의 미래 국가상을
‘해양국가’, ‘평화국가’로 설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가 존중되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외교를
주장했다(国家安全保障会議, 2013). 더욱이 제도적으로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과 해양기본계획을 발효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해양정책을 구상하도록 하였다.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과 해양정책연구 재단
(OPRF)이 발표한 정책 전언으로 ‘해양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2006년 4월부터는 해양기본법 입법을 위한 해양기본법 연구회를 개최하여 해양기
본법안 초안 및 해양정책 대강을 작성하였다(최은봉·석주희, 2010). 2007년 4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166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으
로 같은 해 7월 1일 해양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해양정책을 법제화로
정착시킨 규범의 근원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
게 되었고, 업무를 추진함에서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힘을 얻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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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안보에 있어 해상자위대는 2019년 처음으로 인도양에서 합동훈련을 실시
했고, 5월 21일부터 일본은 미국, 호주, 프랑스와 최초로 공동훈련을 실행했다(海上
自衛隊, 2019). 프랑스는 2019년 1월 국방외무장관회담에서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
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防衛省, 2019).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모든 군사 분야에서 실천적
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영국과도 2014년 처음으로 양국
관 외교 및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2017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영국과도 동일한 전략적 이익이며 일본과 영국 두 국가는 미국
과의 동맹과 더불어 실질적인 준동맹의 위치에서 안보협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셋째, ‘연결성’이 강조한 통상정책으로 변화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의 주요 정책
으로 ‘연결성’이 강조되고 지전략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상정책도 확대되었다.
특히 ‘제도적 연결성’으로 FTA/EPA를 통한 조화와 공통의 규칙을 강조하면서 자유
무역에 대한 정책강화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일본의 2020년 FTA/EPA 추진 현황
을 보면 미국, 스위스, EU 등 4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4건이 협상
중에 있다. 일본은 과거 소극적인 FTA 전략을 버리고 소위 메가 FTA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미국의 탈퇴 후 일본은 오히려 협상을 주도하여 나머지 10개국과
TPP11 혹은 CPTPP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며 2018년 1월에 동 협상을 마무리
하고 동년 3월에 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EU와 FTA 협상을 진행하여,
2019년 1월에 타결하였고 2019년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동년 9월 협상을
부분적으로 타결하였다. 또한 ‘인적 연결성’으로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개발협력대
강에 의하면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던 ODA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점차적인 전략상의 목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빈곤 퇴치를 주요 목적으
로 하는 ODA에서 평화 구축 및 민주주의 확산에도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협력 지역인 아시아의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재원 지원 외에 정책 협력 및 인재육성까지도 파트너십의 영역에 포함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 정책형성 협력, 법 정비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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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협력을 통해 개도국 인재와 제휴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아베 신조 총리는 지역 연결을 강화하고 아시아 내 양질의
인프라 재원 조달 및 투자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Asia’s Future, 이하 PQI)‘이니셔티브와 2016년 5월에 EPQI
이니셔티브를 공표하였다. 기존의 PQI 이니셔티브에서 인프라 투자액이 1,100억
달러(아시아 대상, 2016~2020년간)이었던 반면 확대된 EPQI 이니셔티브에서는
동 투자액이 2,000억 달러(전 세계 대상, 2017~2021년간)로 증대되었다(首相官邸,
2015).

2. 한계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역전략에서 구상으로 변화한 후, 인도-태평양 구상
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이어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남부경제회랑과 베트남 중부에서 라오스
태국 내륙을 이어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에 연결하는 메콩 내륙부성장회랑으로 하는
교통·도로 인프라와 동남아시아 연안국에 대한 해양법 집행에 관한 장비 제공 및
인재육성 등으로 아세안 국가와 인도양 주변국에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外務省,
2014).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도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보다 폭넓은 전략적 공간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과
국제적·국내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현재까지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관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태평양, 인도양, 아시아-태평양, 태평양 동아시아에 관련되는
제도이다. 만약 태평양에서 인도양, 또한 동부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제도로는 환인
도양연합(IORA)와 APEC을 융합시키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
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인도 태평양을 내걸고 기존의 국제 제도를 대체
또는 그에 더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안보적으로
도 발전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 쿼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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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 인도 등 중국과의 경제적인 긴밀한 연계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역협의체는 앞서 말했듯이 통합된 지역 협력체가
논의 단계로만 존재하며, ASEAN, APEC, ASEAN+3 등 다양한 협의체가 중층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이나 동아시아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더 제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지역구상으로써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협의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경제무역기반이 결여되어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TPP 탈퇴를 결정하고 양자 간 무역협상을 고집한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
에서 미·일주도로 하던 경제협의체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Kuo, 2018).
일본은 TPP를 확보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탈바꿈시켰고, 트럼
프 대통령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다자간 무역협력을 거부하고 역내
무역기관의 전략적 함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크게 약화
시키고, 역내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적, 세계적으로 영향력 및 전략적 이점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안보협의체인
쿼드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 지역에서 그들의
기반 시설을 위한 지원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APEC,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
합하는 틀이 없다.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세안 등 정치·안보 소통의
공통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 쿼드 국가에 대한 접근을
재고하여 아세안 중심성이 강조되고 EU나 유럽국가들과 계속적인 연계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인도-태평양을 주도하는 각 국가 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인식 차이
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인권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과 중국을 향한
최근의 자세 등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과 아세안, 심지어는 아세안 회원국
간에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하다. 회원들 사이에서 조율된
비전, 정책과 행동에 도착하는 쿼드 그룹의 시도는 효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논쟁 문제는 아직 더 심한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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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중국 봉쇄전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
히, 미국은 2017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에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 패권장악을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언급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와 11월 미국국무부가 발표한 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비전
의 증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친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의 패권야망을 좌절시키고, 미
국의 패권을 견고히 하는 공세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은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는 일본에서는 중요한 국제 자유무역 체제
를 약화시켜 일본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중 갈등
에 휘말리는 사태를 일본은 피해야 한다. 인도와 호주,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는
이 지역의 국제관계를 미중 양국 관계를 넘어 다층 중층적인 것으로 하고 일본의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기능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최초로 채용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
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도나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쿼드와 인도-태
평양의 개념을 구분해서 보고있다. 우선 호주에게 있어 쿼드는 구체적인 국가 간
협의체 지칭하며, 아직까지 그 논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 지역 안보 문제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Brewster, 2010). 반면에 인도-태평양은 단순한 지
역 개념으로 다만 인도양, 서남아시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해양으로 연결
되어 있어 지역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문제를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분리해
다루는 것보다 하나의 연결된 통합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기존
지역 개념의 발전적 형태라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호주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Tyler and Aakriti, 2015).
인도 또한 인도-태평양 구상과 쿼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비동맹정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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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 체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정구현·이재현·백우열·이기태, 2018).
중국에 대한 견제도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보다는 인도의 영향권인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 특히 인도는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 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에서 알 수 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내에서
ASEAN 중심성이 원칙을 강조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구상을 논의, 실시해 나가고자 하였다. 기존의
메커니즘은 ASEAN이 주도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ASEAN의 인도 태평양 구상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포괄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을 제공하기란 어렵고 중국의 영향력이 심화되면서
통합된 지역구상으로서 인도-태평양이 작동하기 어려워 지고 있다.
셋째,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정권 초기부터 제창된 아이디어였으나, 실제로,
일본 국민 사이에는, 자신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감각은 여전
히 부족하다. 일본의 주요 신문을 살펴봤을 때, 인도-태평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을 내보였다. 5대 언론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론이 아베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지
하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히 한 사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중국 전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하
는 모습도 보인다(朝日新聞, 2020/04/01).
그 점에서, 인도 인민당이 내거는 힌두 지상주의가 우려된다. 인구의 80%는 힌두교
무리에서 이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신분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올해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불평등이
심각한 소수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분단 정책은 경제력을 저해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디총리는 일미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하는 외교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인도와 12차 회담하는 등 관계를 심화시켜왔다. 중국의 견제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국제질서의 안정에 도움 일인관계를 지향할 것이다.

국민 수준에서 인도-태평양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의 주요 신문에 등장하는 빈도이다. @nif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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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기사 횡단 검색’에 의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 1년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
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등 전국지 4개 신문에 등장한 횟수는, 합계 불과 7건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검색어로 했을 경우의 히트 기사수 871건의 100분의 1에
도 못 미친다(神谷万丈, 2015).
가미야 마타케(神谷万丈, 2015)는 2013년에 집필한 논문에서 ‘인도-태평양’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갑자기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위치를 얻은 감이 있지만, @nifty의 신문·잡지 기사 횡단 검색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간에 상기 4개의 일간지에는 이 단어가 2회
(모두 ‘산케이신문’)밖에 등장하지 않아 대부분의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는 아직 생소
한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전략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양한 지역 범위를 규정하는 지역구상들이 동시다발적으
로 제안되어 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역 개념 확립되고
지역 간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상으로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었
다. 또한 지역 내 국가들과 지역 개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인도-태평양 구상을 외교전략으로 채택한 후, 일본은 호주, 미국,
인도에게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쿼드(QUAD)를 적극적으로 주도했
다. 하지만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역 내 국가들과 지역 개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포섭적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대중국전략’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구상
으로서 역내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국제 규칙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의 지역구상은 대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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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중관계에서 일본의 역내 역할을 최대한 확대
할 수 있는 전략이며,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지역 개념과 지역성을 확보하
고, 국가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역 범위가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프랑스, 영국, EU 등 역내
국가 범위가 더 확대되었고, 지역 쟁점이 해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가 연결성을 강조하는 중층화된 통상레짐의 변화가 특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외교적·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일본은
더욱 폭넓은 전략적 공간을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은 역내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이나 경제,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본이 지역구상으로서 가지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의 인도-태평
양 구상은 뚜렷한 지역협의체가 없으며, 미국, 인도, 호주, ASEAN 등 역내 주요
국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아시아태평양이나 동아시아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이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기반의 지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지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인도-태평
양 구상이 지역외교 정책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투 고 일: 2020. 07. 09.
심사완료일: 2020. 08. 24.
게 재 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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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Regional Initiative as a Geo-Strategy:
Focusing on the Indo-Pacific Vision
Ga-ram Hwangbo and Chang-Gu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regional initiative is being unfolded.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k the process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shifted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Abe
government’s regional initiative from the multi-faceted perspective of Japan’s international structure and norms as an actor in the Indo-Pacific. This is because there
are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ity and geographical factor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establish a regional initiative. This study
explores to how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surfaced though Geo-strategy in
terms of regionality, quality of stratum, and connectivity. Because Geo-strategy
mean tha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are interlinked and expressed
as strategy in geographical space. The Indo-Pacific vision as a geo-strategy is a
new approach to broaden Japan’s diplomatic role during the G2 era, and the scope
of the region has been broadened by mov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nd
regional issues have changed ocean-centric. In addition, the regional economy
shows a change in the trade regime that emphasizes connectivity. On the other
hand,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the limitation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ized partnerships,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a great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region” among Japanese people is
still ambiguous.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vision, we cannot
deny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been chang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d, Japan needed to have a broader strategic space. Therefore, Japan’s
Indo-Pacific vision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regions using
an identity or “connectivity” of a maritime country while accommodating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Keywords: Japan, Indo-Pacific Vision, Regionality, Quality of Stratum, Conne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