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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지역 정세 전망
객원교수

1. 정상회의의 배경 및 의미
○ 2011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동아시아 최대의 정상외교의 장임.
-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 제14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6차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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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무대임.

5. 한국의 고려사항

- 2012년에 아세안+3 지역협력이 시작된 지 1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 내지는 변화, 그리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EAS와 관계 설정 등의 내용을 놓고 어떤 방향
들이 제시될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됨.
- 특히 올해는 11월 13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

바로 이어서 상기 3개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APEC
에서의 논의와 일정 정도 연속성을 가졌다는 점이 특이함.
○ 2010년 EAS에

가입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올해 처음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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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질서를 둘러싼
동학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으로 EAS에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EAS에 관심이 집중되었
으며, 올해 EAS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전개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관심이 모아짐.
-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관여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바,
2010년 EAS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 짐.
-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과 새로 진입한 미국이 한 테이블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이 두 국가 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질서를 둘러싼 동학이 관심의 초점이 됨.
- 더욱이 2011년 상반기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 국가와 중국의

힘겨루기, 그리고 동남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EAS는 지역의 안보 전략에 관해
주는 함의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2.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평가
가. 다자회의의 주요한 결과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역시 ‘발리선언 Ⅲ(Bali
Concord Ⅲ)’와 미얀마의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사항

이라고 할 수 있음.
- ‘발리선언 Ⅲ’은 올해 아세안의 슬로건인 ‘국가들의 글로벌

공동체 속의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세안공동체

건설, 아세안 연계성 증진, 아세안 헌장의 이행 등을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통합의 노력을 지속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선언임.
- 미얀마는 1997년 아세안 가입 당시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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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이후
2006년 의장국을 맡을 차례에 같은 비판에 직면하여 의장국

순번을 건너뛴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련의 미얀마 내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세안 정상들 사이에 2014년 미얀마가
의장국을 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 찬성의 분위기가 형성됨.
- 무엇보다도 아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은 미국도 미얀마의

의장국 수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다분히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AIPR: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균등한 경제발전을 위한 아세안

프레임워크(ASEAN Framework for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그리고 아세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관리 센터
(AHA Centre: ASEAN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등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음.
○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의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 추진되었던 사업들 중 몇 개가 공식
출범하였음.
- 우선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각 국가 거시경제를 관찰하고

유사시 사전 경고를 주는 아세안+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
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공식

출범하였고, 동아시아 지역의 빈발하는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아세안+3 식량비축사업(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출범을 평가함.
- 올해 제14차 아세안+3 정상회의는 내년 15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미국의 EAS 참여에 따라 EAS가 큰 주목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EAS는 미국의 참여,
EAS는 미국의 참여, 그리고 미·중 경쟁,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미·중 경쟁,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거론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정상회의가 되었음.
거론 등으로 가장
- EAS에서 채택한 주요 선언으로는 우선 EAS 참여 국가 간
관계와 행동을 규정하는 ‘호혜관계 원칙에 관한 EAS 선언 주목 받는 정상회의가
되어…
덜 주목을 받았음.

○

4 외교안보연구원

(Declaration of the East Asia Summit on the Principles for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이 채택되었고,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 ‘아세안 연계성에 관한 EAS
th

선언(Declaration of the 6

East Asia Summit on ASEAN

Connectivity)’이 채택됨.
- 이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금융협력, 교육, 광역질병, 재난 관리,

기후변화 등 EAS의 5개 주제에 추가로 새로 채택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이 논의 주제로 더해짐. 또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
에서 남중국해 문제 중심의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비확산 문제(non-proliferation) 등의 의제를 추가로 제기함.

나. 양자회의의 주요한 결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아세안 사무국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약속하여…

○

이번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인도네시아,
한·중·일 3국, 한·필리핀 정상회의가 잇달아 열림.
-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아세안 사무국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한-아세안 간 소통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음. 또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산림협력이
결실을 거두어 한-아세안산림협정이 체결되었고, 올해 처음
열린 한-메콩 외무장관회의를 환영한다는 아세안 정상들의
평가가 있었음.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논의되었고,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계획을 지원

하기 위한 경제협력사무국 설치가 결정되었음. 필리핀은 신아
시아외교의 핵심인 동남아의 주요 국가 중 마지막 정상 순방
지로 이번 순방에서 ODA 협력, 농산업복합단지 개발 등의
사안이 논의되었음.
-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2011년 서울에 설치된 3국 협력

사무국의 설치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을 통한 3국 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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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참가국 간 다양한 양자 접촉 역시 예년과 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은 많이 조명을 받은 반면,
중-아세안, 일-아세안 정상회의는 덜 주목을 받음.
-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전 호주에서

길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을
논의했음. 아울러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온 미-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됨. 이번 제3차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남중국해
문제에서 “명확하고 공통된 입장(clear and common position)”을
가질 것을 제안했고,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에 입각하여 해결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중국은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세안과 해양산업 협력 부문에 4억 7천
3백만 달러(30억 위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중-

아세안센터(China-ASEAN Center)를 공식 출범 시켰으며,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중-아세안 연계성증진위원회(ChinaASEAN Connectivity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중-아세안 정상회의는 큰
조명을 받지 못함.
- 경쟁적으로 일본은 일-아세안 정상회담 시에 2조 엔(약 260억

달러)을 아세안의 개발프로젝트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이런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지원은 아세안이 강조하는 아세안
연계성 증진 사업과 큰 관련이 있음.

3. 2011 정상회의 평가
가. 미국의 강력한 전략·안보적 관여정책 확인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후 강조해온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명확히 확인함. 일부에서는 이를 ‘오바마
독트린(Obama Doctrine)’으로 칭하기도 함.
-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명확히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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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의문 역시 컸던 것이 사실임.
이런 의문은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관여할 만한 자원,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관여를
지속할 예산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음.
- 이번 정상회의 전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며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The United States is a Pacific power,
and we are here to stay)”라고 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아·태

지역 관여 의지를 밝힘.
- 이런 미국의 의지는 간접적으로도 확인되는바, 오바마 대통

령의 정상회의 참석은 예산 삭감을 위한 의회 위원회(Super
Committee)가 곧 열리는 등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음.
○

미국의 개입 혹은 관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는데, 국내
국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입 유지 및 확대를 명확히
밝힘.
- 2011년 한 해 동안 게이츠(Robert Gates) 전 국방장관, 그리고

파네타(Leon Panetta) 현 국방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관여의 유지 및 확대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음.
- 오바마 대통령은 EAS 직전 호주 방문 시 호주 다윈(Darwin)에

미 해병 250명의 순환주둔을 발표하고 향후 5년, 즉 2016년까지
이 숫자를 2,500명까지 늘릴 것을 밝힘. 아울러 미군 항공기의
호주 방문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미군 항공기가 기착하는
공군기지 수를 더욱 늘릴 것 역시 발표함.
-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데, 호주의 다윈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대동아시아 지역 군사적
관여 의지를 보여준 것임.

미국의 개입
혹은 관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져…

-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 관여에 있어 가장 큰 의문사항이었던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국방 예산의 삭감이 아·태지역 국방
예산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Defense cuts will not-I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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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not-come at the expense of the Asia-Pacific)”이라고

언급했음.
○

상기 사항과 함께 중국 압박이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거론임.
- 오바마 대통령은 거듭된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EAS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미얀마,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의 주제로 삼았음.
-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키노(Benigno Simeon
Cojuangco Aquino Ⅲ)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전부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가들의 공동대응을
강하게 주문했음.
- 아울러 EAS 이전에 필리핀을 방문했던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남중국해를 필리핀에서 부르는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s Sea)로 부르며 직접 미군 군함에 올라 어떤 해양

영토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필리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나. 수세에 놓인 중국의 방어적 대응
○

중국은 미국의 대 아시아 관여정책, 특히 군사적 확장과 남중국해
문제 거론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런 이니
셔티브에 파트너 역할을 한 호주와 몇몇 동남아 국가에 경고를
보냈음. 그러나 미국의 공세적 입장에 비해 중국은 전반적으로
방어적 입장을 취함.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EAS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왔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관련 동남아 국가의 문제라면서 외부 세력(미국,
인도, 일본)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음.
- 또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환구시보(Global Times)는 직접적으로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동남아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체스게임에 말로 잡히기를 선택하는

나라는 중국 경제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잃을 것”이라 강조했음.

미국의 공세적
입장에 비해
중국은 전반적으로
방어적 입장을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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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군사협력을 약속한 호주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가 중국과 미국 경쟁의 십자포화(crossfire)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미국의 시도에 대해서 “국제경제 상황과
다른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 지역에 군사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음.
○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중국이 배제되었다고 인식

하고, 군사·전략적으로 미국이 지역 국가들과 협력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판단하에 미국 등이 주도하는 규칙(rule)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APEC에서 중국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환율 문제, 불공정
무역 문제 등을 제기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를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적 규칙과 원칙을 강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어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지위와 목소리가
위협받는다는
불안을 느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울러 정치·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놓고 역시
미국식의 정치적 규칙을 다른 국가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런 미국의 대 중국 비판에 대해서 중국은 보편적 질서를

가장한 이런 규칙이 미국만의 규칙이며 중국은 이를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중국이 두 번째로 강한
강대국으로서 지역과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임.

다. 강대국 경쟁 속에 불안한 아세안
○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아세안의 지위와
목소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협받는다는 불안을 느끼게 됨.
- 동아시아에서 아세안은 강대국들의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지위를 보장받아왔음. 이런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재
관여정책이 나온 이후 아세안은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에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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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옴.
-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강대국들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현재 가장 큰 두 개의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을 보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반영시킬 것인가를 놓고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며 내적으로 입장 정리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와 미·중 경쟁을 둘러싸고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에 약간의 온도 차이를 보인바, 이는 일련의 사건, 제안, 이니
셔티브들이 빠르게 제기되면서 아세안 국가들 간 사전 입장
조율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임.
- 미국과 호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지역

긴장의 상승이란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음. 인도네시아의 불편한 반응은 호주에 주둔한 미군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문제에 개입할 때 반드시 인도네시아를
가로 질러 가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미국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 중국 입장 표명과 그에

따른 미·중 갈등 양상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큰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지역 긴장의 고조
혹은 강대국 경쟁에 말려들 것을 우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
- 필리핀의 경우 정상회의 이전부터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필리핀의 노력에 대해 다른 동남아 국가로부터 크게 공개
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음.

4.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질서에 대한 전망
가. 정중동(靜中動)의 미·중 경쟁 가능성
○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보여준바, 한동안
보다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여정책,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도 높게 보여준바,
한동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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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관여에 대해서
직접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고, 지도부
교체라는
내부 사정으로
방어적 입장을
보일 듯…

-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즈음으로 경제적으로는 TPP, 안보·

전략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보다 높은 군사적 관여 이니셔
티브를 취했고, 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줌.
-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크고 가시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게

된다면 지역 국가와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게 될 위험
성이 있음. 따라서 2012년 한해는 이미 취한 행동들에 대한
지역 국가와 중국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보다 조용한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보다 낮은 수위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여, TPP의

지속 추진, 그리고 동남아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개별국가 관계 개선
에서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개선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2012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바,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관여는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에 머물고
그 대신에 국내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임.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현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고 재선이 가능하다면 그의 현재 정책은 유지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반면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당장 1～2년간은 대외정책

보다는 국내문제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공격적인 대 동아시아 관여정책, 특히
군사적 관여에 대해서 마땅히 직접 대응할 만한 보다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듯 하고 중국의 지도부 교체라는 내부 사정에 의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보다 방어적 입장을 한동안 보일
것임.
-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동남아 방면에서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엄청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을 투자해왔고 최근까지
적어도 동남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동아시아 재관여정책

이후 불과 2년 만에 이런 분위기에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20년간 중국의 노력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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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만들어 내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미·중 경쟁에서
당분간은 방어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2012년에는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있는바, 중국 정부

역시 대외적 움직임 보다는 국내적 상황에 우선순위를 둘 것
으로 보임. 2012년 이후 중국 지도부가 교체된 후에도 우선적
으로는 새 지도부의 안정과 국내 문제에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방어적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은 기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관여 및

투자는 기존대로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영토 문제를 제외한 개발 문제 등은 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
동남아 국가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은 할 것으로 보임.

나. 미국 주도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의 제도적 분업 가능성
○

올해 APEC으로부터 EAS까지 일련의 정상회의를 통해 볼 때
미국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혹은 아·태지역 다자협의체를 경제
-TPP-APEC 그리고 군사-안보-EAS라는 기능적 분업을 추구

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포함된 아·태지역 자유무역 등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TPP를 앞세워 아·태 경제협력을 APEC를 중심으로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
- 미국은 애초 2011년 미국이 의장국을 수행하는 호놀룰루 APEC

에서 TPP에 관한 중요한 진전을 만들어 낼 계획이었음. 비록
이런 중요한 진전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APEC 2011을 계기로
TPP를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추진

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위상을 강화했고 일본 역시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큰 수확을 얻었음.
○

또한 EAS 전후로 미국의 강조점이 점차 남중국해 문제, 아·태
지역의 미군 추가배치 등 지역 전략·안보 문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여 경제문제를 제외한 군사·전략·안보 측면에서는 EAS를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안보 협력의 틀이 부상할 가능
성이 있음.

미국은
경제-TPP-APEC,
그리고
군사-안보-EAS라는
기능적 분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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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미국의 EAS 가입이 확정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EAS를 아·태지역의 정치·안보기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음. 이런 의지 표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2010년 EAS 연설임.
- 이번 EAS를 전후로 발표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 특히 호주와의

군사협력은 EAS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아·태 군사·안보 협력의
틀을 새로 짜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임.

다. 실질협력 보다 전략 경쟁이 주요한 관심사
○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아세안+3의 의미는 줄어든
반면 미·중 경쟁으로 인해 EA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은
지역협력의 장이 전략적 대결 혹은 경쟁의 장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실질협력은 추동력을 잃을 수 있음.

지역협력의 장이
전략적 대결 혹은
경쟁의 장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어
지역 실질협력은
추동력을 잃을 수도…

- 아세안+3는 EAS에 비해서 보다 오래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지역협력 사업과 사안들은
아세안+3에서 보다 많이 논의되어 왔음. 반면 EAS는 2005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출범 초기
부터 정상들 간에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이슈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규정되어 왔음.
- 미국의 EAS 진입과 미·중 경쟁이 양국이 모두 참여한 EAS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EAS에 보다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은
아세안+3에서 일어나던 지역 국가들 간 실질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이런 무게중심의 변화는 올해 미국이 처음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한 것이지 절대적 중요성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임.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아세안+3가 무의미해지고
이를 EAS가 대체하는 등의 큰 변화는 당분간 예상되지 않음.
- 아세안의 입장에서 아세안+3를 정리하고 EAS로 강조점을 옮길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임.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아세안+3와 EAS
라는 두 메커니즘의 유지가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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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ASEAN Connectivity)에 대한 강대국들의 지원을 얻어
내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임.
- 또한 중국도 중요 변수인데, 중국은 오랫동안 EAS보다는

아세안+3를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더욱이 중국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EAS보다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세안+3를 이용해 동아시아, 특히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3를
더욱 중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미·중 경쟁에서 적극적 균형외교 입장 견지
○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지역적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 속에서 한국은 양쪽에 우호
적인 자세와 동시에 균형외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다소 공세적인 지역

관여정책과 중국의 다소 방어적인 대응이 드러났으며 비록
현재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쟁이 쉽게
결론이 날 것은 아니고 향후 몇 년간 모호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국내적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쉽게 지역 국가들에게
일방적 지지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
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의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충분히 과시

되었고, 공세적이었음.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지경학적, 지전략
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등 지경학적 이유와 지정학적 이웃 국가로서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이런 지역 동학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 편으로 경도되는

자세나 미·중 모두를 경계하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미·중 경쟁에서
한국은 양쪽에
우호적인 자세와
균형외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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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이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의 전략적 이니셔
티브에 치우치지 않으며 우호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임.

나. 실질협력 중심의 지역협력 강조
○

강대국 전략 경쟁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국은 지역 국가
들에 구체적 이익을 주는 실질협력 중심의 지역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강대국 전략 경쟁은 제로섬(zero-sum)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지역 국가들 간의 실질협력은 비제로섬(non zero-sum)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미·중 경쟁에 따른
전략적 부담을 피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한국의 지역 내 중견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 실질협력에서 한국의 긍정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때 아세안+3와 EAS의 긍정적 분업체계를 구상
할 수 있을 것임. 아세안+3가 기존에 건설된 제도와 채널들을
통해 보다 실질적 지역협력 심화라는 과제를 담당하고 EAS는
지역 질서 전반의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논하는 장으로
기능적 분화 혹은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한국 주도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이 진행 중이므로 한국은 이런 입장을

취할 만한 좋은 구실도 있으며 EAVG Ⅱ는 실질 지역협력
발전 방향을 비전으로 담아내야 할 것임.

다. 신아시아외교의 다자·지역 소다자 협력 외교 활성화

신아시아외교의
정착된
브랜드를 가지고
다자·소다자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

지금까지 신아시아외교는 아세안, 남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을 중심
으로 양자관계에서 큰 성과를 얻었는바,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서
신아시아외교라는 정착된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의 다자, 그리고
소다자(mini-lateral)협력에 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신아시아외교의 추진으로 많은 아시아·대양주 국가와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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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신아시아외교라는 한국의 외교적
브랜드가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신아시아외교의 인지도와 아시아 국가들의 신아시아외교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3, EAS 등 동아시아 다자협력
에서 EAVG II를 통해 한국이 창조적인 지역협력의 비전을
투입하는 등 신아시아외교를 통한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신아시아외교의 한 분야로 동아시아 지역 내 소다자

주의 활성화도 좋은 방안인바, 동아시아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아·태지역 중견민주국가 협력인 한·
인도네시아·호주 대화,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중견국 대화 등을
활성화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야 할 것임.

라. 동남아지역 공관과 아세안대표부 강화 및 활용
○

이번 정상회의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 다자무대의
중요성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다자협력 혹은 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요 무대가 되는 동남아지역 공관의 기능 강화와 신설된 아세
안대표부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
- 현재 동아시아 혹은 아·태지역에는 아세안, 아세안+3, EAS,
APEC, TPP,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그리고 트랙 1과 2를 넘나드는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아시아태평양라운드테이블
(APR: Asia-Pacific Roundtable),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등 복잡한 다자협력체가 존재하는바, 이런 협력체·

대화체의 중요성이 미·중 경쟁 등으로 더해지며 각각의 다자
협력체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발전
추이의 관찰 및 축적으로 요구함.
- 이런 지역협력체들이 많은 경우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펼쳐

다자협력과 외교의
주요 무대가 되는
동남아지역 공관의
기능 강화와
신설된
아세안대표부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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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바, 아세안 지역의 우리 공관들의 인적·물적 역량강화와
기능 분화,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아세안대표부의 적극 활용을
통해 우리 공관들이 이런 지역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관찰,
자료의 축적 등을 전담하는 최전방의 창구로 기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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