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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21)

최 영 미 **
❖요 약❖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
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
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
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
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
룬다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
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
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
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
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
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
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
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
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
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협력 논
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협
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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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지역협력 비전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
동체’(이하 동플) 형성을 100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며, 한국 경제 및 외교
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동플 과제는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하 동평플),’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
남방정책,’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3
개의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되
어 온 한･중･일 삼국 협력 중심의 동평플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어느 정도
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비해, 신북방정책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동플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목표로 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지역 주변국의 대외경제정책 사이
에는 상당한 접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와 아･태지
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
방정책 사이에는 양국이 공유 가능한 이익이 존재한다. 또한 육해로를 통해 중앙
및 동남아시아, 중동을 지나 유럽을 연결하는 6개 회랑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일대
일로와도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해정･이용화 2017; 송민근 2019).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러한 경제협력 노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유라시아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외교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을 ‘신북
방 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그
러나 냉전 요소의 잔재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북방지역에서 경제협력과 정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북방국가들은 권역별로 동북아권의 중국(동북 3성), 몽골, 중앙아시아
권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5개국, 그리고
유럽권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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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력 사이 균형을 이루는 일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내용의 북방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
구하고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한 주요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동플 형성
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의 유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북방정책은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기능주의(functionalism)적 시
각에 기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상두 2018, 14). 지난한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신뢰 구
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 경제협력이라는 것
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상호 이익에 대한 경험은 정치적 영역으로 분기
(ramification) 및 파급(spillover)되며 궁극적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이른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신북방정책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통합이론은 외생변수에 주목
하지 않고 민족주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 규모 및 이념적 정향성과
지역문화의 유사성을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가정하고 있어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논의하는데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자유주의 통합이론에 비판을 제기하는
현실주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플의 형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하다. 그러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디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
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 등 유라시아 주요국들의 대외협력 논의가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에
동플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현실주의의 한 분파인 수세적 현실주
의(defensive realism)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달리 국가를 힘
이 아닌 안보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기에 협력이 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국가 간 협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
세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
플의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문제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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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틀의 구축을 위해 경제협력과 정치협력의 관계를 둘러싼 통합이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그 동
안 이룬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 다음의 Ⅳ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동
플 구축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
의 결론에서는 동플 형성 이후 유라시아 지역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Ⅱ. 경제협력과 정치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정치･군사적 협력을 이루기 힘든 북방국가들과 비
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향후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통합이론의 대표적 이론인
기능주의는 종래의 정치적 접근방법에 의한 평화 유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
정치적 영역 즉, 경제, 사회, 기술, 인도적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함으로
써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Mitrany 1975).
그러나 기능주의의 주장대로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의 일부는 정
치적 영역으로 분기되거나 파급되지 않으며, 정치적 합의는 경제･사회적 영역으로
부터의 기능적 통합에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통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Caporaso 1998).
이러한 기능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며 1950년대 등장한 신기능주의(neo-fun
ctionalism)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형성 과정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탄과 철강 부문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분야에의 통합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정치통합에
까지 이를 것으로 보았다(Haas 1972).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습관이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강조하지만,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문적 파급효과
(sectoral spillover)’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다. 신기능주의는 파급효과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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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과 협상을 통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형성될 경우에만 정치통합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Haas and Schmitter 1964). 이러한 신기능
주의 역시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내생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부적 행위자 또는 국제 체계, 구조 및 환경과 같은 외생변수
를 간과함으로써 지역 통합 논의가 국제체계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의 갖는다고 가
정한다.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통합이론은 공통적으로 외생변수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고,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 규모 및 이념적 정향성과 지역문화의 유사성을 협력
의 전제조건으로 가정하고 있어 유라시아 지역 협력 논의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
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지역은 경제 규모가 상이할 뿐더러 자국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족주의적 성향이 여타 지역보다 강하고 또
한 잔재하고 있는 냉전의 요소로 인해 역사적 문제, 군사･안보의 문제, 강대국 문
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통합이론에 비판을 제기하는 현실주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플의 형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현실주의적 접근들은 경제 협력으로
인한 상호의존의 증대는 국가 고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제적 종속의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국가들은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향은
‘안보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 적대국 간 더욱 심
해진다(Gowa 1994). 즉, 경제적 상호의존이 경제협력체의 형성으로 반드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며, 경제 협력 논의의 성공 여부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내재 여부
에 달려 있다(Caporaso 1993). 예를 들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형성을 이끈 통합의 원동력은 회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라는 지역 안보 공동체의 구성원
이라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Gowa and Mansfield 2004).
비슷한 맥락에서 현실주의자들은 지역 협력의 추진에 있어 패권국의 역할을 강
조한다(Gilpin 1975; Kindleberger 1970).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따르면 패권국은 자국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혹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강제하기도 한다. 지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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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공재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경제력 집중도 측면에서 능력을 보유한 패권국은
지역통합 논의를 주도하며 이로 인한 회원국 간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조정한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독일의 리더십은 이를 부분적으로 증명한다(Mattli 1999).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는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역통합에 헌신적인 국가 집단이 존재한다면 통
합은 촉진될 수 있다. 지역통합에 헌신적 핵심국가 집단은 공공재인 지역통합이
가져오는 이익이 지역통합의 이득에 무임승차하려는 여타 국가들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 지역통합 논의를 이끈다(최영종 2000, 24).
이러한 현실주의적 설명들은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한계와 문
제점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의 현 상황을 바라보았
을 때, 그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등의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같은 정치･안보협력체 논의들이 민간,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지
속되고 있기에,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현실주의의 한 분
파인 수세적 현실주의는 공세적 현실주의와 달리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 안보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국가의 안보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국가 간 협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Jervis
1978; Snyder 1991; Glaser 1994). 구체적으로 협력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
가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와 안보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발생한
다. 이 경우 같은 목적을 가진 대상국의 의도 파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에 두
국가 간 투명성이 증가한다. 또한 배신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배신당함으로써 감당
해야 하는 비용이 적을 경우와 협력의 가능성은 상승한다.
(신)기능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고
있으나 역내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미비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신북방정책의 성패
를 좌우하는 결정 요인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야한다. 남북경
협을 통한 신뢰 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및 정치적 교류의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는 (신)기
능주의적 사고는 기존 정부의 북방정책을 통해 그 효과가 미비함이 검증되었다(박
병훈･김형민 2013; 최은미 2020). 이에 본 연구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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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국가들의 안보 수준을 향상시켜 동플 형성과 더 넓은 의미에서의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신북방정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1. 신북방정책의 추진 성과
냉전기 소원했던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외교관계 및 통상 다변화를
위해 역대 한국 정부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탈냉전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
작했던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한소 수교 및 1992년 한중 수교를
수립하며 본격적인 북방 진출의 서막을 열었다.2) 그 후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아래 남북관계 개선에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러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노
력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정책
아래에서도 지속되었다. 기존의 외교관계 다변화에 그 중심의 두었던 북방 정책은
이명박 정부 아래 경제적 문제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며, 철도, 가스, 농업을
중심으로 ‘3대 신실크로드’로 불리는 유라시아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남･북･러 가
스관 사업 추진 등 자원외교를 전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확장시켜 남･북･러
물류사업을 추진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북한에 대한 개
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추진했다(KIEP 2013). 과거 북방정책은 지역 내 잔존하고 있는 냉전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후 ‘북한 환원주의의 덫’에 걸려 북핵 위기 및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대륙 진출을 통한 경제 및 외교 영토의 확장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
다(신범식 2018, 130).
이러한 기존 북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임기 초반부터 남북 및 북미 관계의
2) 일반적으로 ‘북방정책(Nordpolitik)’은 한소 및 한중 수교를 이끌어 냈던 과거 노태우 정부
시기 특정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된다(전재성 2003). 그러나 북방정책이 구공산권 외교
를 포함하여 광의의 대륙지향 외교노선을 의미한다면 대북 화해 정책 역시 북방정책의 일환으
로 이해될 수 있으며(성원용 2019), 이 경우 1970년대 대륙지향 정책을 추진했던 박정희 정
부 시기까지 소급될 수 있다(장덕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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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동시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협력 전략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신북방정책은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물류 및 에너지
망을 연결하여 한반도-유라시아 벨트를 형성하고, 이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3)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가스･철도･항만･
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의 9개다리(9-bridge) 전략과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EAEU와의 자유
무역협정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계획했다.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
부 4개 부처의 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를 대통령 직
속으로 설치하여 기존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
간의 주도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거버넌스 측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북방위는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인적･문
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의 4대 목표 아래, 16대 중점과제 및 56개의 세부과
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개최된 이후 2017년
에는 본격적으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2019년 제 12차 포럼이 진행했다. 특히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현대화다변화, 기후변화환경,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의 중
장기 6대 중점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중앙아 5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방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및 인
적교류의 확대로 평가될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러 교역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 2016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본격적으로 신북방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청진･나선, 원산･단천, 금강산 지역을 남북한 공동 개발을
통해 남한의 동해안 지역과 러시아 연결을 목표로 하는 1)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와, 남한의
수도권을 북한의 개성공단, 남포, 평양, 신의주로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을
개보수 및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인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2)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마지막으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 3) 동해･DMZ 환경･관광벨
트의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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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에는 85% 증가했다. 중앙아 5개국과의 교
역 역시 2017년, 2016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배가 넘는 115%
증가했다.
<표 1> 한-러 및 한-중앙아 5개국 간 무역량 (2014-2019)
(단위: 백만 불)
러시아

중앙아
5개국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2014

25,798

3,935

2,059

1,468

164

51

193

2015

15,994

2,346

1,300

759

81

24

182

2016

13,410

2,048

949

649

65

23

362

2017

18,947

2,967

1,198

1,531

85

22

131

2018

24,825

4,422

2,139

2,160

79

24

20

2019

22,341

6,726

2,358

4,219

107

29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 다른 주요 경제 지표인 해외직접투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한국의 대러 투자는 2016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약 40%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서 더욱 극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Mirziyoyev)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2016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70%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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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러시아 및 중앙아 5개국에 대한 해외투자량 (2014-2019)
(단위: 천 불)

2014

러시아

중앙아
5개국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29,309

2,654

1,771

195

688

0

0

2015

5,621

1,251

568

683

0

0

0

2016

3,970

2,522

1,066

331

934

191

0

2017

7,830

25,166

21,701

1,282

1,912

271

0

2018

5,537

4,254

2,067

664

1,146

377

0

2019

2,826

4,233

2,868

173

341

761

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상호 인적 교류 역시 신북방정책 추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한･러 간 인적 이동량은 2016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
며, 2018년에는 약 50% 증가했다. 앞서 논의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인
적 교류는 러시아보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
항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러시아에 집중되어있던 북방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 인적 교류를 경제 및 외교적 관계의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표 3> 한-러 및 한-중앙아 5개국 간 인적이동 (2014-2019)4)
(단위: 명)
러시아

중앙아
5개국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2014

5,834

27,294

22,796

2,399

1,790

297

12

2015

9,621

32,621

25,386

4,773

2,198

238

26

2016

20,212

39,565

25,996

10,418

2,812

286

53

2017

27,259

51,196

30,582

17,242

2,926

393

53

2018

30,599

61,081

33,388

23,926

3,246

352

169

2019

31,250

76,127

50,110

22,200

3,125

387

305

자료: 통계청
4)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내･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173

2. 신북방정책의 한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제 및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정치적 영역으로 분
기되거나 파급되지 않음에 있다. 북방국가들의 정치적 협력을 위해, 문재인 정부
는 해당 국가들에 한반도 문제 및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등 북방국가
들과의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여 총 4차례의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하
고 우즈베키스탄과는 양국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상호 방문했다. 이러한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 및 지역 평화를 위한 북핵 불
용 및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북방국가들에게
강조했다(연합뉴스 2018/09/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북
방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 강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
로 인해 아직 요원하다.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심각한 걸림돌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러 및
대북 제재라 할 수 있다.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과 시리아 내전 지원으로 인해 대러 제재를 강화
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국의 ‘제재통합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시행으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금융, 에너지 산
업, 방위 산업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대하였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으로, 관광, 문화, 보건, 의료,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적으
나 금융조달과정에서 연루될 확률이 높다(엄구호 2018, 154). 또한 한국이 에너
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 원유생산 프로젝트,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및 투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에너지, 물류 분야에서 러시아와 실질적 협력을 이끄는 한국 및 여가
국가의 기업 및 투자자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대러 교역 및 투자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된 지
2년 후인 2016년 교역은 절반 수준으로 그리고 투자는 85% 이상 감소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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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718호부터 2017년 2397호까지 총 10번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북 제재를 통해 원유 금수 강화, 금융 및 해운에 대한 제재 및 노동자 귀국
등의 제재가 강화되어 왔다. UN의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역시 위기 상황
에 따라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가해왔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은행 제재부터 2017년 제재통합법 등 미국은 직･간접적인 대북 제재
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5) 2016
년의 3.8 조치, 2016년 12.2 조치, 2017년 11.6 및 12.11 조치 등 북한의 핵실
험이나 도발 시 대북 제재를 추가해왔다.
그러나 대러 및 대북 제재가 신북방정책 추진의 유일한 걸림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서도 예외로 인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6)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의 목표
인 대륙과의 연계성 확대는 구체적으로 육상 경로와 해상 경로의 구축 및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북동부 지역에 열악한 인프라 여건
및 해당 지역의 인구 및 물동량 부족으로, 신북방정책 아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은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사업 추
진의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송민
근 2019, 9).7) 철도 및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사업은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투자
가 필요하여 대부분 공공투자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예산만으로
는 불가능하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북방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북방위는 2019년 정부 예산 50억원을 시작으로,
5)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종교계 인사 방북 허용 및 나진-하산 지역 물류 사업
지연 등 여러 차례의 유연화 조치로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6) UN 안보리 결의안 제2375호 18항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신규 및 기존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 entities) 설립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산 석탄 수
출을 위해 북한을 통한 운송만 허용하는 북･러간 나진-하산 항만･철도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
고 있다. 문제는 본 사업에 한국의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더 이상 북･러가 아닌 남･북･러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인정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성원용 2019, 77).
7) 예를 들어 코레일은 경의선(개성~의주) 구간 선로 개량에 2,000억 원 규모를 추산했으며, 국회 예산
정책처는 북한 지역의 복선철도 계량에 약 13조 1,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교통원은 북한의 철도망을 한국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약 30년의 기간과 160조원이 필요할 것
으로 추산했다(송민근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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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규모의 ‘한-유라시아 협력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규모 면에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등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아래 대형
투자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ADB가 신북방지역 관련 사업과 같은 아시아 인프
라 개발에 지원하는 자금규모는 연간 120억 달러로 7,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
방지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동남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엄구호 2018, 165). 또한 AIIB는 중국과 중앙
아시아 지역의 개발 및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북방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이 현재 AIIB의 회원국이 아니기에 북한 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회원국
중 2/3 이상 동의라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AIIB는 수익성 추구
의 성격이 강하기에 북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이현태･김준영 2018).
더욱 큰 문제는 협력 지향의 지경학적 요인이 갈등 양상의 지정학적 요인에 지
배되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이수형 2018, 75). 역내 경제적 상호의
존도와 경제력 집중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 및 통합을 위한 다
양한 지경학적 의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역사 및 영토 분쟁으
로 인한 역내 국가 간 신뢰 부족 및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지역 및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 간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등의 갈등 요인으로 역내 통합
논의가 낮은 수준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견국 한국은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에 여느 국가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
다. 또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
거나 혹은 이들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북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 형
성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신북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태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일･중･러 4강 모두 한반도 비핵화
에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
본은 전 세계 핵 비확산 레짐의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 비핵
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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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북미 대결구도를 도구화하여 미국의 동북
아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핵 비확산 레짐의
주도적 책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상두
2018, 15). 또한 북한 핵 공격의 잠재적 대상에서 거리가 먼 러시아와 중국은 북
핵을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안
보리 결의안 합의에는 협조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붕
괴를 초래할 수준의 제재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핵 문제와 정
권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에 종속되는 ‘북한 환원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대륙으로의 외교적, 경제적 지평의 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랜 열망은
기회가 닿을 때 마다 꾸준히 시도 되었으나 정권별 정치적 이념 및 외교 정책에 따라
그 부침의 정도가 심했다. 노태우 정부 하 냉전 구조를 극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
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한･소 및 한･중 수교라는 북방정책의 성과는 대북 압박의
효용만으로 환원되어 북방정책의 광범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제한했다. 북한 환원
주의에 의해 제한된 북방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과 동시에 한국 외교의 자산으로 개발되지 못했다(신범식 2018, 129).
정리하자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지니는 정치적 협력으로의 분기 및 파
급 효과를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신북방정책은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
치적 협력 분야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결국 신북방정책의 성공 여
부는 협력을 가로 막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외생 변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협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 가능성을 논하는 수세적 현실주의를 기반으
로 한 접근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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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발전 방향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플 형성 역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신북방정책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화하여 해당 국가의 안보 수준 최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있는 신북방
정책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
동북아의 구조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역내 국가들의 패권 추구, 군비경쟁에 따른
안보 딜레마, 세력균형 체제의 재등장 조짐, 영토분쟁 등의 위협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역내 안보 협력체 형성에 관한 논의 없이 경제 협력을 위한 논의는 가시적
인 성과를 내기 힘들다. 경제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낸다
는 (신)기능주의적 사고의 한계는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
되었으며 신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협력 위주의 논의를
확장시켜 정치 및 안보 협력을 위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협력과 정치･안보 협력을 별개로 논하기보다, 지역정세 안정을 위해 안보
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내야한다(김태운 2005).
동플은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를 위해 ‘평화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평플과
‘번영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주요국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평플은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및 믹타(MIKTA) 외교 활동을 중심
으로, 민간 차원의 학술 논의인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및 정부 차원의 ‘정부 간 협
의회’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동평플이 동플 구축을 위한
‘평화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축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제기된 정책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기존 정부에서 지
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권별로 명칭과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8) 근본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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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다자협력 제도화라는 동일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외교정책
을 정권마다 새로운 명칭 아래 추진하기보다, 이제는 기존의 지역안보협력체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9) 예를 들어,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일･중･러 등 동북아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성격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미 가입을 확정했고 이란이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SCO가 반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이러한 성격은 일부 완화되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내부적 관계로 인해 확실한 반미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엄구
호 2018, 150).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미･중, 미･러 경쟁의 심화 및 지역
적 차원에서의 중･일 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진전이 어려울 경우, 최근 인
적 교류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중앙아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1992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를 모델로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 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인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도 고려의 대상이다. CICA와 함께, 1997년 미국과 일본
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의해 설
립되었으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CAREC) 논의를 연계하여 중앙아시아 주도의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8)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별 동북아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 및 주요 키워드는 송은희
(2018, 8) 참조.
9) 외교정책의 대상국인 협력 파트너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대외적 사업 명칭 및 범위의 변화는 정책
수행의 혼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너무 길고 의미 유추가 힘든 복잡한 용어는 해당
언어로 번역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북방위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
체의 영문명을 ‘Responsibl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라고 소개했으나 같은 해 11월
외교부는 ‘Northeast Asia + Community of Responsibility’라고 표현했다(송민근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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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지역주의의 추구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자협력체제의 형성 이외에 또
다른 조건은 지역의 세력균형 확보라 할 수 있다(송은희 1997). 세력균형의 확보
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특정 국가에 의해 안보 및 경제 질서가 주도되는 일방주
의를 견제해야한다. 다음으로 세력균형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미국의
역외세력균형(offshore balancing)은 지역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
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 간 다자협력기구의 제도화를 통한 내부 균형자의 역할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배긍찬 2004).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기구는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성되기 어려우며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저수준의 제도
화(under-institutionalized)가 될 가능성이 높다(Katzenstein 2005). 또한 지
역 내 국가들이 긴밀한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지역
외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신북방정책의 현실적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미국, 그리고 주요 재
원 지원 가능국인 일본의 참여는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원의 부족이었
다. 문제는 신북방정책 관련 사업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가에 있다. AIIB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일본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북
한 및 러시아 극동 개발 참여에 배재될 경우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신북방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가 향후 투자
를 위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이 한국 주도로 설립될 경우 남북경협 및 신북방정책 추
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10) 또한 미국과 일본이 배제된 유라시아 지역주
의 형성 시,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양국이 감당해
야 할 정치적 비용의 크기를 강조해야 한다.

10)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 제시되었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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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시장 및 성장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 신북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가시화된 소위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의 공세적 대중 정책은 미국 내 확산
된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양
자적 관계에 집중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다자적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민주주
의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같
은 비민주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배타적 동맹의 성격을 띨 것이다(김태효 2020).
이러한 민주주의를 앞세운 동맹 네트워크 중심의 공세적 전략은 대러시아 정책에
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소위 ‘부패의 무기화
(weaponizing corruption)’로 타국의 부패를 조장하고 NATO와 EU 중심의 자
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해왔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NATO
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 악화된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
규 2020).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및 대러시아 강경 정책 아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
대가 강화되고 미국과의 대결 및 갈등이 심화된다면 신북방정책의 추진 및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신북방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98번 동플 과제가 97번 ‘한반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됨을 강조해야 한다. 97번 과제는 한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보다 당당하고 활발한 협력 외교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 근본적 방향이 역대 정부가 강조해온 한미동맹을 근간으
로 하되,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질서에 단순 편승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자율성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우준모 2018, 110).
역대 정부의 북방외교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은 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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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초석으로 작동
해야 한다. 신북방정책이 강조하는 경제 및 외교 지평의 확대가 대외적으로 한국
이 기존의 외교 노선을 변경하여 새로운 외교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
춰져서는 안 된다. 또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한 대륙의 경제적 가
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방 국가들과의 대화 및
협력을 시작으로 유라시아 개발 및 협력에 관심이 있는 역내 및 역외 국가들의 참
여가 가능한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이 유라시
아 지역 협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했던 ‘북한 환원주의 덫’
을 피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의 투 트랙 전략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이해정･
이용화 2017, 9). 구체적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리하
여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한･러 및 한･중 간의 양자적 혹은 한･중･러･몽 간
의 다자적 북방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 여건이 조
성될 경우, 북한이 배제된 북방 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역대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한반도 상황의 변동에 따라 유라시
아 지역 협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3. 소다자주의 지역협력의 확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보 수준의 극대화 및 안보 불안의 해소를 위한 역내 대다
수의 국가와 주요 외부 국가가 참여하는 유라시아 공동체 설립은 요원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하,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강화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 어렵다면, 한･러･일, 한･일･
중 등의 소다자주의 중심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엄구호 2018, 144). 유라시아
의 구조적 특성 아래, EU와 같은 상호구속력이 강한 형태보다는 개방적이면서 소
다자 협력의 제도화 지향 및 중층적 협력구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송은
희 2018).
또한 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협의체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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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해, 기후변화, 감염병, 국제 테러, 사이버 범죄 등의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
한 협력체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보건 안
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현 상황 아래,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같은 소다자 협력체는 지역 내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대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연합뉴스 2020/12/16).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 전력공급 즉, 에너지 안보의 확보를 위해 한･러･
일 에너지 협력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참여는 신북방정책의 재원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 대상이 아닌 전력 부문에서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북한, 중국, 몽골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남북 및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st Asia Railway Community:
EARC)의 창설은 철도라는 초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협력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ARC의 창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은 2018년 유라
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OSJD) 정
회원으로 가입했다. 2015년부터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매번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한국의 OSJD 가입이 2018년 북한의 찬성 아래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남
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소다자주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내 양자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한･러 관계의 강화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
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6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했다. 러시아
와는 2007년 FTA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로 에너지 천연자원 공급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에 불리한 교역 구조로 인해 중단되었다. 한･러간 서비스･투자 FTA 체결은
향후 러시아와의 상품 교역 자유화 논의와 함께 러시아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
는 EAEU와의 포괄적 FTA 논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EAEU와 2016
년 9월 FTA 추진 합의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FTA 논의를 진행했으나, EAEU
자체의 경제통합 및 경제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제도 기반 정비 미비,11) 그리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183

EAEU 국가 간 낮은 산업 상호보완도 등의 한계에 부딪쳐 2017년 4월 이후 논의
가 중단된 상태이다. 한･러 FTA 및 한･EAEU FTA는 체결국과의 관계를 넘어
2020년 7월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
나, 아제르바이잔 등의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통상 네트워크의 확대와 동시에
유라시아 경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V. 결론
경제 및 외교 지평의 확대를 위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은 한국 정부의 오
랜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의 구조적 한계에 가로 막혀 그 동안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북방국
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중장기적으로 북-중, 북
-러로 연결되는 삼각협력 벨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통일정책과 연결되며 통일한국의 미
래 경제 전략과도 닿아있다(원동욱 2018).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역
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지역 내 구조적 한계 및 코로나19라는 예상
치 못한 변수를 만나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이 의도하는 비정치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플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이니셔티브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남긴 유산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
과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신북방정책은 수세적 현실주의의 접근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들의 안보 수준을 높여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며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강조하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11) 예를 들어, EAEU는 관세동맹으로 역내 회원국 간 통합관세가 시행 중이지만 국제통일상품
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Code 일치작업,
통합인증(EurAsia Conformity: EAC) 부분에서 국가 간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EAEU라는 단일시장과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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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적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 추구 전략의 일환임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유라시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역내 대다수의 국가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대규모의 다자주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
적이고 효율적이다.
코로나19라는 세계 보건 위기로 여실히 드러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이
로 인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라는 갈등적 대외 환경은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 더욱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결과도 아니다. 유라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
중 및 미･러 간 패권 경쟁이 가져오는 유사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 아래,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국의 중견국 외교 기반을 대륙
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북방정책이 전개된다면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과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협력은 더 이상 불가
능한 도전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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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New Northern Policy
Youngmi Cho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utcomes and limits of the New Northern
Polic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discuss the ways to improve it. The New Northern Policy has been developed
with the (neo)functionalist perspectives emphasizing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economic cooperation and political agreements as show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s empirically demonstrated in the former governments’ experiences, however, the northern policies taking the functionalist perspectives have revealed critical limitations in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regional cooperation in
Eurasia.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and improve
the New Northern Policy based on the defensive realism centering around the
question of how to maximize national security. First, the existing discussions need
to go beyond merely emphasizing the potential economic benefits from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countries and lead to a synergistic link between economic
and traditional and/or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Second, the policy
should not be recognized by other states as the way to change South Korea’s
longstanding foreign policy routes but as its strategies for establishing open
regionalism. Lastly, the Moon administration needs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utilize existing regional cooperative institutions and combine them in more efficient ways rather than creating new regional discussions.
Keywords: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The New Northern

Policy, Functionalism, Defensive Realism, Reg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